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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농업·농촌·식품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식품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이에 적합한 조직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대외 환경 변화로는 저출산·고령화, 세계경제변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기

술변화, 사회 가치관 변화 등임.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증가율이 빠르게 둔화

되고 있으며, 이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 세계적 저성장 기조, 미중 패권전쟁, 경제패러다

임 전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 구조’도 변화하고 있음.

- ‘기후변화 심화와 환경문제’는 인류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에 ‘신재

생에너지로의 전환’ 등 넷제로(탄소중립)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

능 기술, 로봇 상용화, IT, NT, BT 등 기술의 보편화와 융합화로 신산업이 성장하고 인류

의 삶이 빠르게 변화함.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 공정성 중시, 반권위주의, 일과 삶의 

균형, 개인의 경험 중시, 불신·불안·불만 등 ‘사회가치관’ 역시 변화하고 있음.

- 이러한 대외 환경 변화를 ① 인구변화(저출산·고령화), ② 기술변화(데이터 기반), ③ 기후

변화와 환경문제, ④ 세계 경제 변화, ⑤ 사회 가치관 변화, ⑥ 소비패턴 변화, ⑦ 재생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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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확대(넷제로; Net Zero) 등 총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농정 방향 및 과

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인구변화(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농업·농촌에 발생하는 노동력 부족, 경제적 활력 감소, 

사회서비스 부족에 대응해야 함. 정체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혁신 역량을 갖춘 청년

농업인의 육성과 청년·창업농 생태계 조성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신규 청년농의 원활

한 농지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함. 또한 농가 및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귀농·귀촌 

촉진, 외국인 농업 근로자 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농작업 대행 서비스 확대 등이 필

요함. 농촌의 특성을 고려해 서비스 확충 및 합리적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함.

- 「기술변화(데이터 기반)」는 농업·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데이터 기반 농업을 통해 부족한 노동력에 대응함과 동시

에 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 교육, 주

거·정주환경, 교통 등 생활 SOC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 기반의 농촌형 서비스 모델 발굴 

및 확산이 필요함.

-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해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대응의 주류화와 통합적 관리체계

와 민간참여를 바탕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성 향상이 필요함. 공익형 직불금 

지원 기준으로 기후변화 대응, 대기질 개선 등 환경 관련 지표를 도입하여 직불제가 환경·

자원보전과 같은 농업의 공익적 역할 강화에 기여하는 핵심 정책으로 도약할 필요가 있

음. 또한 기후 위기 심화로 농업재해 피해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재해보험이 다수의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 「세계 경제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글로벌 시장질서와 국제 규범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역량을 다방면에서 마련하고, 신남방·신북방 지역 농식품 시장 진출과 협력

을 강화해야 하며, 혁신 동력인 Ag-tech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함. 

- 「사회 가치관 변화」에 대응해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농업·농

촌 정책을 강화해야 함.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이 휴양, 교육, 치유 등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지원하며, 생산자-소비자 신뢰·관

계성 증진 및 이익 공유, 지역 사회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로컬푸드의 확충

이 필요함.

-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해 고령화로 인한 농식품 시장 축소에 대응하고, 신선 편의 및 밀키

트, 소포장 농산물 공급 확대, 온라인 농식품 판매 활성화 등을 지원하며, 가치 및 윤리적 

소비 경향에 맞춰 친환경농식품 시장 확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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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확대(넷제로; Net Zero)」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재생에너지 생산 역

량을 강화하고, 입지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이익공유의 제도화, 농업실천을 조건부로 허용

하는 농촌 재생에너지 생산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 분야 정책적 기반 강화와 적극적이고 명확한 계획 수립

과 추진이 필요함.

❍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글로벌 공급망 위협요인 증대에 따른 식량 안보와 저밀도 경

제·사회 전환과 국토 균형 발전 및 삶의 터전으로서의 농촌재생의 중요성이 증대할 것임.

- 효율성 중심의 세계화·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글로벌 공급망의 훼손과 같은 위기에 직면

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더욱 심화되는 상황임.

- 밀, 콩 등 곡물 자급률 제고, 로컬푸드 확대, 먹거리 지원제도 등 공급망의 로컬화와 수급

안정을 통해 안정적인 먹거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국가식량계획 및 지역 순환형 먹거리 시

스템이 필요함.

- 귀농·귀촌 확대와 같이 농촌에 대한 관심과 농촌의 공간 잠재력은 높지만, 다원적 기능, 

포용·혁신, 지속가능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은 미흡함.

- 식량 생산 및 공급, 국토의 균형 발전, 생태계 보존 등 다원적 기능을 창출하는 농촌과 노후 

생활, 치유, 여가·휴양, 공동체 활동 및 젊은 세대의 일터로서 도시와 상생하며 미래 가치

를 창출하는 혁신적 공간으로서 농촌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농촌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저밀도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잠재력을 지닌 중요한 

공간으로서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농촌 재생과 농촌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1.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농정 관련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정 추진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 농정의 효

율적 추진과 농정성과 제고를 위한 농정 체계, 특히 농정 조직 개편 방향 제시에 목적이 있음.

- 농업·농촌·식품 관련 대내외 여건 변화 및 정책 수요를 분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미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농업·농촌·식품 정책의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 진단 및 조직 개편 관련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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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슈를 점검하고, 조직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국가 균형 발전, 저출산·고령화 대응,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보전,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

리 공급 등 국가 차원의 의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유관기관 간, 농림축

산식품부와 타 중앙부처 간 기능·역할을 진단하고 조정 필요업무를 제시하고자 함. 

- 지방 분권 시대에 적합한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민간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 구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연구내용

□ 농업·농촌·식품 분야 정책 여건 변화

- 농업·농촌·식품 분야 대내외 여건 변화

- 농업·농촌·식품 분야 재정 여건 변화

□ 농업·농촌·식품 분야 업무·조직 실태 분석 및 진단·이슈 발굴

❍ 농업·농촌·식품 분야 정책사업 실태 분석

- 예산 및 사업구성 및 성과평가 실태 분석

❍ 농업·농촌·식품 분야 조직 실태 분석

- 인력 및 조직 현황

- 농업·농촌·식품 분야 유관·산하기관 현황

❍ 사회, 기술발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 기능 전환 등 이슈 발굴

- 통합성과 평가 등 각종 평가 하위 조직 실태 분석 및 진단

❍ 식품, 산림, 농업통계 및 수산 업무 및 역할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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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및 국내 타부처 관련 조직 사례와 적용 가능성

❍ 일본, 미국, 프랑스 등 해외사례 심층 분석

- 2∼3개 주 또는 지자체의 업무 현황 및 조직 분석

- 식품, 산림, 농업통계 관련 행정조직 사례 분석

- 농업 분야 통합 또는 분리 수행, 분리 수행 시 협업 정도 등 

❍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국내 타부처 사례 분석

□ 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농식품부 업무·조직 개편 방향

❍ 사회, 기술발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개편 필요조직 도출

- 통합성과 평가 등 각종 평가 하위 조직의 기능 및 역할 재설정 방안 제시

❍ 농식품부 업무 관련 신규 정책 수요 발굴에 따른 조직 개편 방향 도출

❍ 유관기관·관계부처 간 기능·역할 진단 및 조정 필요업무 발굴

❍ 소속기관으로 농업 정책 지역 단위 통합관리기구 신설 방안 검토 

- 농식품 관련 국가 사무의 효율적 집행 및 지방사무 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

직구성 방안

- 농식품부 소관 소속기관 유사 기능 효율화 방안 등 

□ 농식품부 중점과제 성과제고를 위한 조직 설계 방안 마련

- 농정여건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농식품 분야 주요 어젠다 도출

- 주요 어젠다 연계 농정 성과 제고를 위한 조직 개편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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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1> 정책여건변화를 고려한 주요 어젠다(안)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 분야 저탄소화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 분야 세부 이행과제의 성과제고 및 이행과제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조직 설계안

 ○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 정착 및 농촌공간계획 이행을 위한 농식품부 사업의 시군 패키지 지원을 위한 조직 
설계안

 ○ 농촌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 농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지 증진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조직 설계안

 ○ 국가푸드플랜 및 국민영양증진프로그램 등을 통한 국민 먹거리 복지 실현

- 식품 취약계층의 영향 섭취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설계안

 ○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신산업 육성

- 스마트 농업 발전 및 전후방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 설계안
- 농식품 분야 R&D 효율화 

 ○ 디지털 경제 시대 데이터 기반 농정 고도화

- 농식품 관련 빅데이터와 통계 생산 및 활용 고도화를 위한 조직 설계안

2.2. 연구방법

2.2.1. 연구범위

❍ 현황 분석 조직 범위

- 농식품부 조직 현황 분석(심층)

- 유관·산하기관 현황 분석

❍ 조직개편안 마련 범위

- 농식품부 조직 중심

- 세부 Agenda 연계 조직 개편안 마련 시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간 역할 조정 방향 설정

❍ 해외사례 조사 범위

- (기본) 농식품 소관부처 조직 분석

- (심층) 쟁점 위주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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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주요 연구 방법

□ 자료 분석

❍ 문헌 및 정책자료 분석 

- 농업·농촌·식품 분야 정책환경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선행연구 검토

- 정부 부처별 역할 진단 및 기능 조정 방안 검토

- 타부처 조직 개편 사례 검토

❍ 해외사례 문헌조사

- 외국의 정부 부처 행정조직 분석을 통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 설문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

❍ 관계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 여건 변화에 따른 농식품부 업무 신규 정책수요 파악을 위해 정책 대상자인 농업인과 관

련 전문가, 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실시

- 농식품부 조직 진단 및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대상 설문조사 

실시

❍ 관계자 및 전문가 대상 심층 인터뷰 

-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병행함으로써 깊이 있는 현상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에 활용

❍ 자문단 운영 및 참여

- 연구자문단* 운영을 통한 정책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 극대화

* 부처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자문단을 상시 운영하여 의견수렴 활성화 

- 농식품부 T/F 논의 내용 공유 및 의견수렴

□ 위탁연구

❍ 전문가 위탁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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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직의 효율성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행정연구원 등 타 분야 전문가를 활용

한 위탁연구 추진

□ 조직 기능 분석 및 조직개편 방향 분석

❍ 직무 분석 및 기능 분석

- 직무 특성에 따른 업무량 평가 

- 직무별 업무량 및 우선순위를 파악, 업무유형별 적정성 평가

- 현행 기능 및 신규 수요 검토를 통한 기능효율성 평가

- 기능 재설계안 도출

❍ 조직개편안 도출 및 기능 검토

- 외부환경 분석에 따른 조직수요, 현행 조직편제, 부서별 인력 및 사업규모, 기능 중복 등 

분석

- 기능조정에 대한 이슈 발굴

❍ 정책방향 연계성

- 정책기조 분석을 통해 변화한 기조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기능상의 이슈 진단

<그림 1-1> 기능조정 분석

자료: 이재호 외(2017). “미래환경 변화와 농식품부 기능 재설정 방안 연구”의 <그림 1-4>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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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연구동향

❍ 배종하 외(2009)는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4개 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수의과학검역

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의 안전관리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조직 개편 방안을 제시함.

- 이 연구에서는 산하기관의 품목이 아닌 기능에 초점을 두고 통합하여 본청과 지역본부 및 

지역사무소로 구성된 현장 조직을 운영하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김정호 외(2012)는 국내외 여건 변화와 차기 정부 출범에 대응하여 농어업·농어촌의 중장

기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함. 구체적으로 기존정책 평가, 여건·전망 진단을 통해 중장기 농

정 기조, 추진 방향,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농어업·농어촌발전계획’ 분야별 정

책 방향과 목표,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중장기 농정 계획의 일환으로 농정 거버넌스 체제의 재구축을 제시하고 세부 추진

방안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 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자체의 통합적인 농정 추진

체계 구축, 주민 참여를 통한 민관협력의 정책 추진체계 유도, 실질적인 전문가 지원체계

의 구축을 제안함.

❍ 문유석(2015)은 정부간 관계의 관점으로 농정 분야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분석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및 발전 방향을 제안함.

- 이 연구에서는 농정사업의 추진과정과 농정사무배분 현황 분석을 통해 지방정부는 중앙

정부의 대리인으로 중앙정부에서 농정 기획, 결정, 집행과정 등을 통제하는 형태임을 확

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의 관계 개선방안을 제시함. 

❍ 김병률 외(2017)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을 제시한 

뒤 분야별 정책 방향과 중점과제를 제시하였음.

- 이 연구는 농정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응한 농정 패러다임 전환의 키워드

를 정리하였음. 또한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과 그에 대한 미래농정의 모습을 제시하였음.

❍ 김홍상 외(2017)는 「2018∼202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할 

수 있도록 여건 변화 분석, 기존 정책 검토 및 평가 등을 통해 농정 패러다임과 농정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분야별 세부 계획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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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성을 담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하였음.

❍ 이명기 외(2017)는 OECD 정책분석틀을 활용하여 한국 농식품 부문의 혁신, 생산성, 지속

가능성을 진단하고 향후 농식품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와 방향을 제시하였음.

- OECD 정책분석틀은 경제 및 제도적 여건과 실태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권고사항

을 제시함.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달성을 위한 과제와 혁신역량 제고방안

을 정리하였음.

❍ 이재호 외(2017)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능 및 역할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관 역할 재

정립 방안, 조직 및 인력 재배치 방안을 마련함. 또한, 해외사례를 통해 농업·농촌 환경 변화

에 따른 정책 방향 및 조직체계 개선사항을 도출하였음.

❍ 황의식 외(2019)는 대내외적 농정 여건 변화와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새로운 농정비전을 제

시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음.

- 농정비전으로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달성

하기 위한 농정 방향으로 ‘사람·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정’, ‘혁신을 창출하는 농식품 산

업’, ‘삶의 질을 제고하는 포용농촌’으로 설정함. 또 정책 지원 전달체계 효율성 제고를 위

해 농정 추진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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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정책 여건 변화와 농정과제2

1. 농식품 정책 여건 변화

1.1.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과 시사점

1.1.1. 농촌의 생활서비스 접근성 취약, 인구과소화로 지방 소멸 위기 증가

❍ 현황

-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전국 시군구 중 인구 감소로 ‘소멸위험지역’

으로 분류된 지역은 105개이며, ‘소멸고위험지역’으로는 22개가 선정됨.

* 소멸고위험지역: 경북 군위·청송, 전남 고흥, 경남 합천 등 22개 지역

- 도시에서, 읍, 면으로 갈수록 생활서비스 수준이 더욱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면 

지역에서의 사회서비스 지수는 도시와 격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인구 과소화 지역에서 생활 서비스 공급이 더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인구 이주가 촉진

되는 악순환이 반복됨.

❍ 시사점

- 농촌의 생활서비스 접근성의 악화는 인구 감소를 더욱 가속하게 되므로 농촌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생활서비스 확충을 위한 정책과 투자를 강화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인구 유

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12   ❙

<그림 2-1> 도·농간 정주 만족도 격차가 큰 세부 항목

주: 각 항목 11점 척도(0~10점)로 만족도를 평가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재구성.

1.1.2. 현장 중심, 민간 연구개발 투자 부족으로 미흡한 농업 혁신 역량

❍ 현황

- 농림식품 R&D 예산은 2020년 기준, 최근 3년간 4.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국가 

R&D 예산 증가율인 11.0%보다 낮은 상황임.

* 2020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분야 R&D 투자 예산: 10,770억원

- 농업의 민간부문 연구개발 투자는 타 부문에 비해 훨씬 적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전

체 기업의 연구개발비 중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1% 이하로 나타남.

- 박지연 외(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중심의 농업기술 혁신 체계는 농가의 현실적

인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혁신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움.

❍ 시사점

- 민간의 연구개발 수요가 많고 이를 적극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해지는 기술 개발 및 혁신 성과에 대한 농업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선

형적 기술보급 체계에서 탈피하여 대학, 농산업체, 선도농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

는 네트워크형 성과 확산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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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기업의 연구개발비 중에서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국가통계포털. 각 연도. 「기업활동조사(산업중분류별 자본금규모별 연구개발 기업체 수, 연구개발비)」.

1.1.3. 농업 GDP 규모 및 농업 성장률 정체

❍ 현황

- 경제 발전 단계 초기에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농업 GDP가 증가하지만, 이후에는 

비중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우리나라의 명목 농림어업총생산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GDP에서 농림어업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빠른 속도로 감소 중임.

-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성장률 정체로 인해 농업은 사양산업

이라는 인식이 생겨 사회적, 정책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증가함.

<그림 2-3> 농림어업총생산 성장률과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국가통계포털. 각 연도. 「국민계정(20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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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농업 생산성 제고와 혁신 창출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

는 미래를 이끌어갈 농업 인력 양성,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 기술과 농업의 융합을 통한 새로

운 성장 동력 창출, 연구개발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1.4. 주요 농산물의 수입 증가와 취약계층 증가로 식량(먹거리) 안보 약화

❍ 현황

- 주요 농림축산물의 수입은 빠르게 증가하여, 1998년에는 63억 9천만 달러였던 수입액

이, 2020년에는 342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농산물의 수입 증가는 식량안보의 해외의존

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 비만 인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영양섭취 부족자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어, 영양 섭취의 양

극화와 취약계층의 식량 안보 약화가 나타나고 있음.

* 2019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영양섭취부족자의 비율은 10.8%였으나, 이후 증가 추세를 보여, 

2019년에는 16.7%를 기록

<그림 2-4> 한국의 농산물 수입액

자료: e-나라지표. 각 연도.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 시사점

-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공급망 위험 등으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증가함, 이에 대응하기 위

해 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생산 확충 등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먹거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먹거리 안정성을 높이려는 정책 강화

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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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농업 부문의 환경 오염(토양 양분 과다, 악취) 완화 및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증가

❍ 현황

- 우리나라의 단위 면적 당 화학비료 사용량은 2011년 이후 증가하다 정체되어 있음. 정부

와 농가의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노력이 있으나, 지속된 양분 축적으로 인하여 농업에 적

정한 양분 수준을 초과한 농지가 증가하고 있음.

* ha당 화학비료 사용량: (‘11) 249kg → (’19) 268kg

-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온, 강수량 등의 환경이 변하고 있어 농업생산에 피해가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이상 기후로 인한 농업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약 100년간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10년에 0.18℃씩 증가해왔으며, 연평균 최고·최저 기온, 연 강수량 모두 뚜

렷하게 상승하고 있음.

❍ 시사점

- 화학비료·농약 사용 감축, 탄소 저감 등과 같은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농업인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공익직불제 등의 다양한 정책 개발 및 확대가 필요함.

-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환경친화 농업·농촌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기술보

급을 확대하고 농정 전반 있어서 기후변화 대응의 주류화가 필요함.

<그림 2-5> 전국 시군별 양분 초과율 분포도

질소성분 초과율 인산성분 초과율

자료: 김창길 외(2015). 『양분총량제 도입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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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농업·농촌 국정 의제화의 어려움(소외)

❍ 현황

- 도시민들의 농업·농촌에 관한 관심과 애착심이 감소하고 있어, 농업·농촌 관련 의제를 국

정 의제화를 하기에는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지 않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은 사회 전반에서 양극화, 사회적 갈등 심화, 각자도생, 저출

산 등의 문제가 되면서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

적함.

- 농업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이 증가함. 또한, 

농촌 거주자가 감소하면서 관심은 지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에도 농업·농

촌의 국정 의제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농업계 내부에 국한에서 다루었던 농정의제를 농업·농촌을 둘러싼 국가 단위의 여건(인구

위기와 지방소멸, 사회 가치관 변화에 따른 안전·안정·포용 요구 증대, 기후위기와 탄소중

립사회로의 전환, 디지털 경제사회로의 전환 등)과 연계하여 제시하고 농정의 영역을 확장

하고 국가 의제화해야 함.

- 국민이 농업·농촌의 역할과 중요성에 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려야 함.

<표 2-1> 농업·농촌에 대한 애착심 정도

단위: %

구분
농업인 도시민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많다 67.7 69.4 91.8 78.2 71.1 39.7 41.6 52.2 38.5 31.4

보통 21.4 20.7 6.2 17.0 23.6 35.4 33.6 31.1 36.9 40.6

없다 9.5 7.2 1.6 4.1 4.9 24.9 24.8 16.8 24.7 28.1

모름/
무응답

1.6 0.3 0.2 0.3 0.9 - - - -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많다’는 ‘대체로 많다’와 ‘대체로 많은 편’을, ‘없다’는 ‘전혀 없다’와 ‘별로 없다’를 합하여 재구성.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농업·농촌에 대한 2020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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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다양한 가치 추구에 따른 귀농·귀촌 등 인구유입 농촌 증가

❍ 현황

- 통계청에 따르면, 매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에 해당하는 약 50만 명이 귀농·귀촌함.

- 귀농·귀촌 인구의 절반이 40세 미만 청년으로, 베이비붐 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

의 귀농·귀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귀농·귀촌의 중요한 이유로는 자연환경, 정서적 여유, 저렴한 집값 등이 꼽히고 있으며,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농촌을 버킷리스트 실현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

- 미세먼지,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

측할 수 있음.

<그림 2-6> 귀농·귀촌인 수 변화

자료: 국가통계포털. 각 연도. 「귀농어·귀촌인 통계」.

❍ 시사점

- 다양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젊은 층, 은퇴 세대 등 다양한 계층의 농촌으로의 인구 이동

과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택, 의료, 보건, 교육, 문화, 교통, 일자리 등 범부처 정책

의 연계 강화가 필요함.

- 다양한 세대와 귀농·귀촌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농촌으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뒷받

침해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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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디지털·바이오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 농업 확대 및 그린바이오 성장

❍ 현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에 따르면, 전 세계 스마트농업 시장 규모는 연평균 9.8%씩 성

장하여 2020년 138억 달러에서 2025년에 2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 글로벌 농업 기업들은 농업-바이오, 빅데이터, AI, 로봇, 드론 등을 이용한 디지털 농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함.

* 2018년 기준 농식품 기술(AgriFood Tech) 시장 규모는 약 169억 달러였으며, 지난 5년간 글로벌 기업들과 투

자자들에게 140억 달러 이상의 투자금액을 지원받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스마트농업시장 규모는 전 세계 시장 규모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여, 2020년 기

준 2억 7,600만 달러에서 2025년 5억 600만 달러로, 매년 12.9%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 2020년에 정부에서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대 유망산업을 선정

하였고, 새로운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 5대 유망산업: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 메디푸드, 종자, 동물용의약품, 기타생명소재(곤충, 해양, 산림)

**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 규모: (‘19) 4.5조 원 → (’30) 12.3조 원 목표

❍ 시사점

- 스마트 농업과 그린 바이오 산업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 인프라 및 관련 인력양성과 다양

한 산업이 융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기술 중심의 농산업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 강화로 민간의 혁신 역량을 높여야 함.

1.1.9.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

❍ 현황

- 전 세계적으로 빈부 격차, 고용불안, 고령화 등이 나타나고 있어,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

하고 있음. 사회적 경제는 실업, 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시

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릴 뿐 아니라 양극화를 완화 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음.

-  특히,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시장 기능 약화와 사회서비스 

공급이 감소하고 있어 사회적 경제를 통한 문제 해결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

- 하지만, 현재 농산어촌에는 사회적 경제 조직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 감소, 청년층의 



농식품 정책 여건 변화와 농정과제❙   19

이주,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인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자금 부족, 홍보 역량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2019)는 2018년 기준 약 5,000개 이상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농산어촌에 있다고 추산하고 있으

나, 젊은 인력이 부족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운영상 어려움: 자금 부족 43.6%, 홍보·마케팅 역량 부족 25.3%

- 농산어촌의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회적 가치 추구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이지만 농림수산

물 생산·가공·유통 등 소득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은 적은 실정임.

* 2017년 기준 사회적 경제조직은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40.9%, 식품 외 제조·판매 13.8%, 환경·에너지 10%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농촌공동체 회사 262개 중 사회서비스 유형은 58개소(22%)에 불과함.

❍ 시사점

-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 제공하기 어려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사회적 기업

을 활성화하여, 과소화된 농촌의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1.1.10. 농정 틀 및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추진

❍ 현황

- 경제 발전과 더불어 기존의 생산주의 농정에서 벗어나,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추구

하는 농정 틀 및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경제 발전 단계가 높아질수록, 농업·농촌의 역할이, 단순히 식량공급 차원을 넘어서, 환

경·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새로운 가치를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생김.

- 2018~202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는 성장 위주가 아닌 농업·농촌의 지

속성 확보를 위해 농정 가치(생산물→사람 중심 농정), 농정 대상(농업인·농촌 주민→소비

자 등 국민 전체), 농정방향(농업 생산성 제고→농업·환경·먹거리), 농정체계(중앙정부 주

도→참여와 협력의 수평적 거버넌스) 전환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함.

❍ 시사점

- 기존 농업·농촌 정책이 상대적으로 농민, 농촌 주민들을 위해 이루어졌다면, 미래의 농

업·농촌 정책은 국민 전체에게 다양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농업·농촌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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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경제 발전 단계별 농업·농촌에 대한 사회 수요 변화

자료: Zawojska. 2013, 유찬희·조원주·김선웅. 2018, p. 6에서 재인용 

1.1.11.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대도시 인구 집중 심화 등 인구구조 악화

❍ 현황

- 저출산으로 인한 유소년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나타나 생산가능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됨.

-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2020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비

수도권 인구를 앞질러 지역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

* 2020년의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의 50.1%(2,596만 명)로,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 발생

-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직업, 교육 등의 이유로 30대 이하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이 지속

해서 발생하고 있어, 비수도권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저출산·고령화 심화, 대도시 집중으로 인한 국가적 지속가능성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농

촌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이자 해답’이라는 관점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

- 주거·의료·복지·교육·문화·교통·환경·일자리·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의 범부처 통합적 

정책 추진으로 농촌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 인구 유입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수도권·대

도시 인구 집중으로 인한 다양한 경제·사회·환경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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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추이 및 전망(1970~2070)

자료: 통계청. 2020.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2020.6.29. 보도자료)」.

1.1.12. 다양한 격차와 갈등 심화: 세대 간, 세대 내 고용·소득·자산 격차, 젠더· 가치관 갈등

❍ 현황

-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든 방면에서의 사회갈등이 ‘보통’ 이상으로 발생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특히, ‘빈곤층과 중산층’ 간의 갈등 수준에 대해서 ‘심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부

터 2020년까지 꾸준히 80%를 초과하고 있으며, 남녀 간의 갈등 정도가 ‘심하다’라고 응답

한 비율은 2018년에 64.4%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형태를 보임.

- 이외에도, ‘노인층과 젊은 층’, ‘수도권과 지방’, ‘보수와 진보’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이러한 갈등의 원인으로는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 ‘빈부 격차’ 등이 꼽히고 있음.

<그림 2-9> 빈부 격차와 남녀 간의 갈등 수준에 ‘심하다’라고 응답한 비율

주: 응답 중 ‘조금 심하다’와 ‘매우 심하다’를 합쳐, ‘심하다’로 재구성.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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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농업인, 농촌주민, 국민의 안전, 안정, 포용을 위해 식량 위기 대응,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먹거리 보장성 강화,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양극화 완화,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 실

현을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함. 

1.1.13.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미래 경제, 사회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 현황

-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등 4차산업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일자리 감

소가 예측됨. 세계경제포럼(2016)에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새 일자리는 2백만 개 

증가하는 반면, 7백 1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여, 약 5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

로 예측하였음.

- 미래에는 단순반복적 업무 중심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며,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하여 

서비스 관련 직종의 일부 또한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음.

- 국내에서도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기술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국민의 경

제적·사회적 불안감을 증가시킴.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실업률은 3.6%에서 4.0%로 증가함.

<표 2-2> WEF(2016)의 2015-2020년 직업별 순고용 증감 현황

순고용 감소(천 명) 순고용 증가(천 명)

사무/행정 -4,579 사업/재정 운영 492

제조/생산 -1,609 경영 416

건설/채굴 -497 컴퓨터/수학 405

디자인/스포츠/미디어 -151 건축/엔지니어링 339

법률 -109 영업/관련직 303

시설/정비 -40 교육/훈련 66

자료: World Economic Forum, The Future of Jobs Survey를 바탕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7)이 재구성. 

❍ 시사점

- 농업 부문에서도 4차산업 기술로 많은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농업 관련 데이

터 수집·가공·활용, 농작업 의사결정 컨설팅 관련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

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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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전 세계적·국가적 저성장 고착화

❍ 현황

- 2010년대 들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의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제성장률 또한 과거에 비해 감소하였음.

* 전 세계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기준 5.4%였으나,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7%를 기록하였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2020년에는 –3.2%를 기록함. 

- 지속된 저성장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어, 사회 문제

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시사점

- 저성장 기조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농업과 농식품산업의 혁신 창

출을 위해서는 농업 현장과 농식품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농식

품 연구개발체계로 개편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보다 체계화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 또한, 안전, 안정, 공정·평등·정의, 일과 삶의 균형 추구, 환경에 대한 관심 등이 중요한 사

회 가치관으로 부각됨에 따라 농정에서도 경제적 혁신뿐만 아니라 사회적 혁신을 통해 다

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그림 2-10> 국내 경제 성장률 추이

단위: 십억 원, %

자료: 한국은행. 각 연도. 「국민소득」.



24   ❙

1.1.15. 고령화·저성장·코로나19 등으로 재정 부담 심화

❍ 현황

- 국가채무는 증가하여 2020년에는 약 847조 원을 기록하였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0년 기준 43.8%를 기록함. 국가 경제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가 예산 중 보건복지 예산의 증가율은 전체 정부예산 증가율보다 높게 편성되었음. 앞

으로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예산의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됨.

-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함.

❍ 시사점

- 공익직불제, 농식품바우처사업, 농촌재생사업 등 중장기 어젠다 중심으로 재정사업을 통

합하여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재정계획을 포함하고, 중기재정운용계획과 연계성을 강

화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장기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2-11> 국가채무 변화(2001~2020)

자료: 국가통계포털. 각 연도. 「국가채무 추이」.



농식품 정책 여건 변화와 농정과제❙   25

1.1.16. 경제·사회 전반의 포용성 강화(휴먼 뉴딜)

❍ 현황

- 전 세계적으로 장기적 국가발전을 위해서 포용 성장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나라 또한 불

평등, 격차를 줄이기 위해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휴먼 뉴딜을 실시함.

-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었고, 고용·재해·교육·문화 등의 사각지대

에 놓인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음.

* 한국의 사회동향(2020)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20대 이하, 고졸자 이하, 임시직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

건에 놓인 계층에서 고용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남.

- 휴먼 뉴딜은 인재 양성, 격차 해소 등을 목표로 포용적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청년층,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

- 고용·사회 안전망 확대를 위하여 전 국민 대상 고용 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

활·고용 안정 지원, 산업 안전 및 근무 환경 혁신에 투자하고자 함.

* 고용보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으로 단계적 확대해 시행하고자 함.

** 산재보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확대(14개→15개)를 실시함.

- 청년들을 위해서는 주거안정, 교육비 부담 경감, 일자리 확대, 창업 활성화 등 다양한 지

원을 시행하고 있음.

❍ 시사점

- 코로나19로 인해 확대된 불평등 및 격차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이 필요함. 

- 농업인에 대한 사회보험·재해보험 확대, 소멸 위험에 처한 농촌지역에서의 삶의 질 향상 

정책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지원제도 확대 등을 통해 농업·농촌·국민에 대한 포용

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1.17.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디지털 뉴딜)

❍ 현황

- 세계적으로 데이터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생산요소로 주목받으며, 빅데이터 확보

와 인공지능 역량 강화가 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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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20)에 따르면, 전체 경제에서 데이터 경제의 비중은 아직 크지 

않으나 데이터를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삼는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주목받게 됨.

* 2017년 기준 GDP에서 데이터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1%, EU 0.49%, 일본 0.8%로 추정됨.

- 국내에서도 데이터3법 개정, 데이터·AI 경제 활성화 계획(‘19~’23년), 데이터 댐 사업 등

을 통하여 산업에 데이터 기반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려고 시도함.

- 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이행은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며 이에 과학기술정보

통신부(2020)는 비대면 사회를 위한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 경제에 투자함.

<표 2-3> 비대면 기술별 전문기업 지원 내용

기술 분야 지원 내용

데이터 데이터 바우처를 통해 기업의 데이터 구매 및 가공서비스 지원(‘21년 1,230억 원)

클라우드 글로벌 SaaS 육성,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비대면 서비스 등 핵심 클라우드 서비스 고도화·개발 지원(‘21년 305억 원)

블록체인 블록체인 서비스 수요발굴, 컨설팅, 기술검증 지원(‘21년 70억 원)

사물인터넷 수요기반의 지능형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 발굴 및 확산 지원(‘21년 140억 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비대면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2020.11.26. 보도자료)」.

❍ 시사점

- 농업 부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데이터 기반 농업과 농산업 플랫폼 구축, 데이터 기반 농

업의 전·후방 산업 육성 등 산업 시스템을 개편하고, 법·계획·조직·거버넌스 등 지원 체

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1.18. 건강/안전, 간편/편리성 지향, 가치/윤리적 생활 및 소비트렌드 확산

❍ 현황

- 인구 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생활 및 소비패턴과 다른 형태의 

소비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음.

-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하여 건강/안전에 대한 소비트렌드와 1인 가구의 증

가로 인한 간편/편리성 지향 소비트렌드가 나타나, 건강 식품, 고령친화 식품, 가정 간편

식 등 편의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유일하게 1미만(0.98)이며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고령화가 더욱 심

각해질 것으로 예상됨.

** 가정간편식 시장규모는 2010년부터 2018년 기간에 연평균 16.1%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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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MZ 세대의 소비트렌드에서는 환경 및 동물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가치

/윤리적 소비가 나타나고 있어, ‘착한 소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한국인터넷진흥원(2021)에 따르면, MZ 세대는 ①인플루언서블, ②일상력 챌린지, ③컨셉친, ④세컨슈머, ⑤선

한 오지랖 등 기존과 다른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일치하는 소비를 하는 경향을 

보임.

❍ 시사점

-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식품 기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강

화하고, 고령층 및 1인 가구에 맞는 농식품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1.1.19.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2050 탄소 중립, 그린 뉴딜)

❍ 현황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탄소·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을 발표함.

- 국내에서도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체 전력 생산의 60.9~70.8%를 재

생에너지가 담당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음.

- 최종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 수소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의 생산

량 증대가 필요한 상황임.

<표 2-4>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상 전원별 발정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TWh, 괄호안은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부문별 소비량 비중

구분 원자력 석탄 LNG 재생E
연료
전지

동북아
그리드

무탄소
가스터빈

부생
가스

합계
예상

배출량
(백만톤)

A안
76.9

(6.1%)
0.0

(0.0%)
0.0

(0.0%)
898.8
(70.8%)

17.1
(1.4%)

0.0
(0.0%)

270.0
(21.5%)

3.9
(0.3%)

1,257.7
(100%)

0

B안
86.9

(7.2%)
0.0

(0.0%)
61.0

(5.0%)
736.0

(60.9%)
121.4

(10.1%)
33.1

(2.7%)
166.5

(13.8%)
3.9

(0.3%)
1,208.8
(100%)

20.7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 시사점

- 농업·농촌에서의 탄소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저탄소 농법의 적용 확대, 농식

품가치사슬 전반의 저탄소화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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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친환경 에너지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재생에너지 생산과 농업 생산 간의 경쟁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식량안보와 농촌환경을 함께 고려한 농촌 재생에너지 정책이 필요함.

1.1.20. 지방 분권, 민간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확대

❍ 현황

- 행정안전부(2017)는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인구·자본 등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 주

민 수요에 둔감한 획일화된 공공서비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을 강조함. 

- 이에 따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2018)는 ①주민주권 구현, ②중앙권한의 획기적

인 지방 이양, ③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④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⑤자

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⑥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의 전략을 바

탕으로 지방 분권을 시행하고자 함.

- 이 과정에서 주민의 정책과정 참여 확대를 통하여 다양한 주체가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2017)에 따르면, 국내의 높은 교육 수준과 정보통신 기술은 자치분권을 가속

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저조

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형식적 수준의 자치권 보장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2015년 기준 지방자치 만족도: 지방의원 23.5%, 단체장 31%, 지방공무원 32.2%

❍ 시사점

- 국가적으로 지방 분권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나, 농촌지역의 역량 부족과 농촌지방 

소멸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농촌지역 주민 및 지자체의 역

량과 거버넌스 강화, 농촌지역 활성화 등을 통해 지방 분권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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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업·농촌 대내외 여건의 SWOT분석

❍ 농식품 정책과 관련된 대내외 여건은 문헌 분석,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사회(Social), 기술

(Technological), 경제(Economic), 환경(Environmental), 정치/정책(Political)에 대해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별 핵심 키워드를 제

시하고 이를 종합하여 다음의 표를 도출함.

- 농업·농촌의 내적 여건은 강점(S)과 약점(W)으로 나눌 수 있으며, 농업·농촌을 둘러싼 외

적 여건, 즉 대한민국이 처한 여건은 기회(O)와 위협(T)을 나눌 수 있음.

<표 2-5> 농업·농촌 대내외 여건 요소

SWOT 농업·농촌 대내외 여건 요소

강점(S)

다양한 가치 추구에 따른 귀농, 귀촌 등 인구유입 농촌 증가 

디지털·바이오기술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 농업 확대 및 그린바이오 성장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

농정 틀 및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추진

약점(W)

농촌의 생활서비스 접근성 취약, 인구과소화로 지방 소멸 위기 증가 

현장 중심, 민간 연구개발 투자 부족으로 미흡한 농업혁신 역량

농업 GDP 규모 및 농업 성장률 정체 

주요 농산물의 수입 증가와 취약 계층 증가로 식량(먹거리) 안보 약화 

농업 부문의 환경 오염(토양 양분 과다, 악취) 완화  및 기후 변화 대응 필요성 증가

농업·농촌 국정 의제화의 어려움(소외)

기회(O)

경제·사회 전반의 포용성 강화(휴먼 뉴딜)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디지털 뉴딜)

건강/안전, 간편/편리성 지향, 가치/윤리적 생활 및 소비트렌드 확산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2050탄소중립, 그린 뉴딜)

지방 분권, 민간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확대

위협(T)

저출산(인구감소), 고령화(초고령사회), 수도권·대도시 인구 집중 심화 등 인구 구조 악화

다양한 격차(양극화·불평등)와 갈등 심화: 세대 간, 세대 내 고용·소득·자산 격차, 젠더·가치관 갈등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미래 경제, 사회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전세계적· 국가적 저성장 고착화

고령화, 저성장, 코로나19 등으로 재정 부담 심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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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 STEEP/SWOT 분석을 통한 핵심 키워드

○ 사회(Social), 기술(Technological), 경제(Economic), 환경(Environmental), 정치/정책(Political)에 대해 핵심 키워
드들을 도출한 후, 이를 강점(S), 약점(W), 기회(O), 위협(T)을 분류함.

강점(S) 약점(W)

사회
(S)

▶ 쾌적한 저밀 환경 
▶ 공동체 의식
▶ 국민의 버킷리스트 실현 장소: 귀농, 귀촌증가

사회
(S)

▶ 낮은 생활 여건 만족도, 서비스 접근성 취약
▶ 고령화, 청년 부족
▶ 면·원격지 인구과소화 → 지방소멸 위기
▶ 물, 공기 등 생활환경 민감도 증가

기술
(T)

▶ ICT 기술과 농업의 융복합으로 혁신 성장
▶ 생명공학과 유전정보에 기반한 성장동력 창출 → 

바이오경제 시대
▶ 농촌 스마트 빌리지 확대 

기술
(T)

▶ 농가 간 첨단 기술 수용성 차이로 인한 농가 간 격차 
증가

▶ 현장 중심, 민간 연구개발 투자 부족 

경제
(E)

▶ ICT 융복합화, 자본재 투입 증가 → 노동생산성 증가
▶ 혁신 역량을 갖춘 (청년)농업인 증가 
▶ 사회적 경제 등 활성화
▶ 미개발 농촌자원 다수 →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혁신 및 성장 잠재력 
▶ 인전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  
▶ 저성장 시대 고용과 일자리의 안전판

경제
(E)

▶ 농림어업 GDP 규모 및 성장률 정체
▶ 농업생산과 농업소득의 괴리,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 농가 소득 양극화, 농가 분화 심화
▶ 지속적인 무분별한 개발 압력, 개발 압력 대응 취약: 

농지 면적 감소
▶ 국제 경쟁 심화, 국산 농산물 소비 정체 
▶ 노동력 부족 심화

환경
(E)

▶ 자연환경 접근성 우수
▶ 재생에너지 생산 역량 

환경
(E)

▶ 재해 증가
▶ 가축전염병 등 리스크 증가
▶ 토양 양분 과다, 악취 등 환경 오염
▶ 난개발 → 경관·생태계 위협
▶ 탄소감축 필요

정치/
정책
(P)

▶ 농정 틀 전환, 농정 패러다임 전환 추진
▶ 농촌 공간의 계획적 입지, 범부처 통합적 농촌 정

책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취약계층에게 가장 중요한 먹거리 보장성 강화

정치/
정책
(P)

▶ 농업·농촌 국정 의제화의 어려움(소외)
▶ 타 분야와의 소통 의지 및 역량 부족
▶ 농업인 우선 보호의 고정관념 
▶ 농정 체계 미흡

기회(O) 위협(T)

사회
(S)

▶ 건강 수명 증가, 삶의 질 중시
▶ 다양한 가치 추구: 농업, 농촌 가치, 다원적 기능

에 대한 인식 증대
▶ 휴먼 뉴딜: 경제·사회 전반의 포용성 강화

사회
(S)

▶ 저출산(인구감소), 고령화(초고령사회)
▶ 수도권·대도시 인구 집중 심화
▶ 저성장,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다양한 격차(양극

화·불평등)와 갈등 심화: 세대 간, 세대 내 고용·소
득·자산 격차, 젠더·가치관 갈등 등

▶ 청년들의 불안 심화
▶ 교육에서의 경쟁 심화
▶ 3불 사회: 불신, 불안, 불만

기술
(T)

▶ 4차 산업혁명·디지털 기술(디지털 뉴딜)  
기술
(T)

▶ 4차 산업혁명은 인구구조 변화와 결합하여 영역별
로 불균등한 영향과 미래 불확실성 확대

경제
(E)

▶ 국제 경쟁력 상승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노력
▶ 신산업 집중 육성, 벤처 창업 활성화 
▶ ESG 경영 확대
▶ 간편/편리성 지향, 가치/윤리적 소비트렌드
▶ 비대면 경제, 사회 시스템 확산

경제
(E)

▶ 전세계적·국가적 저성장 고착화
▶ 글로벌 경기 및 교역 둔화
▶ 부분별 격차 확대(디지털, 비디지털)
▶ 인구감소 → 노동력 공급 부족
▶ 일자리분배 지표 개선 더딤,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민생경제 어려움
▶ 주택가격 상승 

환경
(E)

▶ 그린 뉴딜,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2050 
탄소중립)

환경
(E)

▶ 기후위기 심화, 재난 증가

정치/
정책
(P)

▶ 지방 분권, 민간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확대
▶ 지역 균형 뉴딜
▶ 규제 혁신 제도화

정치/
정책
(P)

▶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 정책 기조
▶ 고령화, 저성장, 코로나19 등으로 재정 부담 심화
▶ 미중 패권 전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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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여건 변화를 고려한 농정 어젠다

❍ 앞서 제시한 20개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한 10개의 농정 어젠다를 다음과 같이 제

시하였으며,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는 농정 어젠다는 표<2-6>과 같음.

 탄소중립 시대, 농업 환경·자원의 지속가능성 제고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 부문 탄소감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 저탄소·기후변화 적응·환경친화적·자원절약 농법 등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체제 구축 및 

직불제 확대

- 농업 부분 에너지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농촌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국가적 문제(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 국토 불균형 발전) 해결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 재생

-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및 농촌협약 확대

- 다지역 거주를 위한 농촌 주거 및 업무 기반 확충

- 농촌 생활 서비스 확충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창출

- 데이터·스마트 농업 확대

- R&D 체계 효율화

- 민간투자 활성화

- 소비트렌드 변화 대응 식품 산업 육성

 농업·농촌 인력 양성과 농업 노동력 확보

- 미래 농업, 농촌의 주체로서 청년농, 청년창·취업 지원

- 농촌 활동가 및 현장밀착형 전문인력 육성

- 저밀도·분산경제의 이점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신농촌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외국인 인력 수급 제도 개선 및 농업고용 공공서비스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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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 경영·소득 안전망 강화

-  농가 경영 위험 완화를 위한 제도(재해 보험 등) 강화

- 농업인 사회보험 확충

- 명확하고 투명한 소득정보(세제)에 기반한 농가경영안정 지원

- 농민기본소득, 농민수당, 농촌기본소득 등의 도입 검토

 국민 먹거리 보장 강화

- 식량 자급 능력 제고로 국가 위기 대응 역량 강화

- 지역 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 취약계층 등 국민 전체의 안전한 양질의 먹거리에 대한 접근권 강화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 효율화

- 비대면 경제환경 적응 및 온라인 유통확산에 대응한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농식품 디지

털 유통시스템 구축

-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 효율화를 위한 생산자조직 역할 강화

-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농촌 공동체 활성화

- 농촌 지역사회와 주민이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노인, 장애인 등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 제

공(농촌 취약계층 포용정책 강화)

- 지역사회 연계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및 사회참여 증진

 농정 체계 개선

- 농정 체계 요소 간 연계 강화로 농정틀 전환

- 농업 재정 구조(프로그램)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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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시대 대응 중앙-지방-민간 간 협력적 농정 체계

- 농업경영체-직불제-농지 간 통합적 관리 체계 강화  

□10 국제 환경 변화 대응 및 협력체계 강화

-  남북 농업 협력 기반 강화

- 신북방, 신남방 농식품 수출 확대 및 협력체계 구축

- 농업통상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 탄소중립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강화

<표 2-6> 대내외 여건 중요도와 농정 어젠다(안)

번호 농업·농촌대내외여건 어젠다

1 농촌의 생활서비스 접근성 취약, 인구과소화로 지방 소멸 위기 증가 농촌재생, 농업·농촌 인력양성과 농업 노동력 확보

2 현장 중심, 민간 연구개발 투자 부족으로 미흡한 농업 혁신 역량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창출

3 농업 GDP 규모 및 농업 성장률 정체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창출, 농업·농촌 인력양성과 농업 

노동력 확보, 농가 경영·소득 안전망 강화

4 주요 농산물의 수입 증가와 취약계층 증가로 식량(먹거리) 안보 약화 국민 먹거리 보장 강화

5
농업 부문의 환경 오염(토양 양분 과다, 악취) 완화 및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증가

농업 환경·자원의 지속가능성 제고

6 농업·농촌 국정 의제화의 어려움(소외) 농정 체계 개선

7 다양한 가치 추구에 따른 귀농·귀촌 등 인구유입 농촌 증가 농촌재생, 농업·농촌 인력양성과 농업 노동력 확보

8 디지털·바이오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 농업 확대 및 그린바이오 성장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창출,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 효율화

9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 농촌 공동체 활성화

10 농정 틀 및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추진 농정 체계 개선

11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대도시 인구 집중 심화 등 인구구조 악화 농촌재생, 농업·농촌 인력 양성과 농업 노동력 확보

12
다양한 격차와 갈등 심화: 세대 간, 세대 내 고용·소득·자산 격차, 젠
더·가치관 갈등

농가 경영·소득 안전망 강화,
 국민 먹거리 보장 강화

13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미래 경제, 사회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창출

14 전세계적·국가적 저성장 고착화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창출, 

국제 환경 변화 대응 및 협력체계 강화

15 고령화·저성장·코로나19 등으로 재정 부담 심화 농정 체계 개선

16 경제·사회 전반의 포용성 강화(휴먼 뉴딜) 농촌 공동체 활성화, 국민 먹거리 보장 강화

17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디지털 뉴딜)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창출,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 효율화

18 건강/안전, 간편/편리성 지향, 가치/윤리적 생활 및 소비트렌드 확산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창출

19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2050 탄소 중립, 그린 뉴딜)
농업 환경·자원의 지속가능성 제고, 
국제 환경 변화 대응 및 협력체계 강화

20 지방 분권, 민간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확대 농정 체계 개선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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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식품 분야 조직 현황3

1.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현황

1.1. 조직 및 인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에 기획조정실과 식품산업정책실을 포함한 2실, 5국, 5개의 부속기

관을 둠.

❍ 조직: 1차관보 2실 5국 8관 52과(담당관·팀) 및 5개 소속기관1)

- 본부 조직과 별개로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

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의 보조기관을 둠.

- 본부현원(정원): 638명(640명) / 정무직 2명(2명), 별정직 2명(2명), 일반직 631명(633

명), 전문경력관 3명(3명)

- 본부 별도정원: 102명 / 일반직 97명, 임기제 5명

- 소속기관 현원(정원): 2,917.3명(3,018명) / 특정직 67명(71명), 일반직 2,811.3명

(2,907명), 전문경력관 39명(40명)

- 소속기관 별도정원: 158.5명 / 일반직 158.5명

1) 21.9월말 기준(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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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농림축산식품부 조직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1).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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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업무 현황

1.2.1. 농림축산식품부의 임무(Mission) 및 비전(Vision)

❍ 농림축산식품부의 임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

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 

행복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임.

- 개방·경쟁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농업을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에 이바지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발전

- 농업인을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

- 농촌을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풍요롭고 살고 싶은 산업·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농업·농촌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

❍ 농림축산식품부의 비전은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임.

- 성장․경쟁력 위주의 정책에서 사람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국민 전체로 농정고객을 확대

- 생산․공급 중심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농업·환경․먹거리의 균형 발전을 추구

- 지역 특성과 역량 등을 고려한 계획제도 도입으로, 생활에 불편 없이 쾌적하고, 일자리 등 

활력이 넘치는 농촌 조성

- 농업인은 식량 공급뿐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는 주체

로서 위상을 재정립

1.2.2.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기능

❍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 조성

-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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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주요 업무

정책
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주요업무계획 수립, 당면 농정현안 보고, 대통령ㆍ총리ㆍ장관 지시사항 추진 및 관리, 
결산·재정집행 총괄, 국회 업무 대응, 예산 및 기금 편성

혁신행정담당관
농식품부 및 소속기관의 조직관리, 농식품 분야의 정부 혁신 방안 수립 및 시행, 성과 
평가 및 재정 평가, 국고보조사업 관리 등 재정 제도 관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농식품 규제정비 계획, 규제비용총량제도 운영, 규제 심사, 국회 입법 추진 업무 대응, 
정부 입법계획 수립 및 조정, 국무·차관회의 안건상정 및 검토, 타부처 소관 법령안 검
토 및 협의

정보통계정책담당관
정보화 관련 법령 및 계획 수립, 농식품 분야 공간 정보 총괄,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구
축 및 운영, 농업경영체 제도 개선 및 운영, 정보보안 기획 및 관리, 사이버안전센터 운
영 및 침해사고 대응, 농식품 통계 기획 및 분석

빅데이터전략담당관
농업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농업인 자격증명 간소화 
등 MyAgridata 구축, 농식품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확대

비상안전기획관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 대비 계획 수립·자원관리, 정부주관 연습, 훈련계획 수립·시행, 
비상대비 조직 편성·관리업무, 공무원 안보교육, 국가중요시설 보호 및 소관 대테러 
대비계획 수립,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집행 재난사업 성과관리, 재난대응 훈련
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농촌
정책국

농촌정책과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 기본계획, 농촌 개발 등 농촌 정책 총괄, 산림청·한국농어촌공
사 지도·감독, 농어업인 삶의질 업무 및 농어업회의소 총괄,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및 
농촌재생뉴딜 확산

지역개발과
지역개발 중장기계획 수립, 균형발전위원회 업무 총괄, 농촌지역 생활SOC 확충, 농
촌 주거환경 개선

농촌사회복지과
농업인 복지 지원강화, 농업·농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 농촌 의료 업무 총괄, 지역푸드
플랜 구축지원, 로컬푸드 활성화

농촌산업과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농촌관광 활성화

농촌여성정책팀
농촌 교육·문화·복지 여건 개선, 여성농업인 육성 및 양성평등 강화, 결혼이민여성 정
착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총괄, 농촌보육여건개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농촌재생에너지팀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2050 농업분야 탄소중립 추진전략 마련, 농촌재생에너
지 확대

농업역사문화전시
체험관추진팀

국립농업박물관건립,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총괄, 국가중요·세계농업유산 운용

농업
정책국

농업정책과
중장기 농업정책,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정책 및 제도, 농업·농촌 분야 청년 정책, 남
북협력 및 FTA,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 농업박람회 및 농업인의 날

농지과
농지관리기금 운용, 농지제도 정비, 농지은행·농지보전제도·농지전용허가제도 관리, 
농지연금제도, 농지원부 및 농지정보화업무, 청년농 농지지원 확대 및 농지제도 개편

경영인력과
후계인력 육성 대책 및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업무, 농업 교육기관 관리, 농촌고용인
력지원 및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 농업법인제도 운영, 전문인력 양성 및 인
력 불균형 해소, 귀농·귀촌 활성화

농업금융정책과
농업정책자금 관리, 농가부채대책 수립 및 관리, 농신보 기금 관리 및 운용, 농협제도 
개선,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농식품 투자 활성화. 농업 조세제도 및 농업금
융 제도개선 관련 업무, 농협 중앙회 및 지역 조합 지도· 감독

재해보험정책과
농업 재해대책 수립,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사업 관리, 농
업정책보험 지원강화

❍ 부내 부서별 주요 업무를 정리하면 <표 3-1>과 같음.

<표 3-1>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별 주요 업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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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주요 업무

식량
정책관

식량정책과
중·단기 식량정책, 양곡수급계·공공비축제도수립 및 운용, 식량자급률 관리 등 식량
안보 대응, 정부양곡 보관·가공·공급 관리, 양곡관리특별회계 운용, 쌀 수급 안정

식량산업과
쌀 안정생산계획 수립 및 추진, 쌀생산 및 경영 개선,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계획 수립, 
쌀소비 촉진 및 쌀가공산업 육성과 식품 수출, 주요 곡물 국내외 공급역량 강화, 식물
병해충 피해 예방 및 방제 추진

공익직불정책과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운용, 공익직불기금 운영 및 
집행, 기본직불제 사업 운용 총괄, 농가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관리, 공익 직불DB 및 
시스템 관리

농업기반과
농업생산기반시설 중장기계획 수립 및 관리, 농업기반정비, 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 및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통합물관리 관련 농업용수 분야 계획수립 및 정책 사업 추진

간척지농업과
새만금·대단위 간척사업 및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간척지 농업 이용 및 관리, 배수개
선 등 재해예방을 통한 안정적 영농기반 조성

국제
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농업분야 양자·다자 협력,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 추진, 국제농업협력(ODA) 
및 식량원조 사업 추진, 대외경제장관회의 대응, 국제농업협력을 통한 SDGs(지속가
능개발목표) 기여,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농업통상과
WTO 농업협상 총괄, 식량안보·기후변화·탄소중립 등 국제 논의 대응(FAO, OECD, 
G20, APEC, P4G 등), 농축산물 관세 및 TRQ 수입관리 총괄, 농업통상 및 국제기구 
대응을 통한 농업분야 위상 강화

검역정책과
동식물 검역정책 수립 및 추진, 농축산물 수출입 검역현안 대응 및 협상 지원, LMO안
전관리 업무 추진, WTO SPS 협상 및 대응, 전략적 수출 검역 지원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지역무역협정 관리, 전략적인 FTA 협상 대응, FTA 이행 관리

축산
정책국

축산정책과
중·단기 축산 발전 기본계획 수립, 축산분야 일자리 창출 및 연구개발계획 수립, 축산
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조정, 축산농가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점검·관리 강화, 축산
물 유통체계 개선, 축산물 등급제도 운용, 축산업 허가·등록 관리, 말산업 육성 지원

축산경영과
축종별 산업발전대책 수립, 축산업 발전 자조금 관리, 축산물 FTA 관련 업무 총괄, 축
산물이력관리 추진, 가축·종축 개량 지원, 축산 시설 현대화(ICT·스마트축산) 지원·
관리, 축산물 수급안정 및 관리강화

축산환경자원과

중·장기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이행,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친환경안전 축산물직
접지불제 관리, 친환경축산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가축분뇨적정처리, 사료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 사료가격 안정 및 수급관리, 조사료 생산 가공·유통 기반 확충 및 수급안
정, 축산악취관리강화

방역
정책국

방역정책과
방역분야 주요업무계획 및 R&D 총괄,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가축
질병 재난 및 위기 관리, 수의사 면허 관리 및 동물의료 정책

구제역방역과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강화, 질병관리 등급제 운영, 대·
중가축 방역 관리, 구제역·AI 백신 대책 수립 및 운영, 방역 지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소가축 방역대책 총괄, AI 방역관리 강화, 동물용의약품 관리, 동물약사 감시 총괄, 동
물용의약품 인허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지원, 국가산채클러스터 조
성 및 운영

식품
산업

정책관

식품산업정책과
식품산업 육성 및 활력 제고, 식품산업 통계 정보 분석 및 제공, 농업과 기업의 연계강
화 및 상생협력 지원, 무역 협상 대응, 식품 제도 개선 및 규제 개혁

식품산업진흥과
기능성 식품산업 활성화, 전통식품·전통주 산업 육성·지원, 중소식품기업 육성 자금·
식품외식종합자금 운용

외식산업진흥과
한식세계화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추진, 한식당 해외해외 진출 지원 등, 한식 및 외식
산업 진흥

수출진흥과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식재료 수출 활성화 및 통계 분석, 온라인·비대면 등을 통한 수
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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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소비

정책관

유통정책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편성 및 운용, 농산물 도매제도, 산지유통 
활성화 및 산지조직화, 원예농산물 자조금 정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도·감독

식생활소비진흥과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소비·공급 체계 구축, 식생활 교육,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및 소비자 정책, 농산물 품질관리제도,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이력 추적 관리제도, 농
식품 국가인증제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원예산업과
채소·인삼·특용작물 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 농식품 가격 안정 대책 수립 및 수급 관
리, 농산물 수급안정 및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화

원예경영과
과수·화훼산업육성 및 경쟁력 제고, 과일간식지원사업, 시설원예 현대화 및 경쟁력 제
고,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 및 꽃 소비 생활화 확산

농축산물위생품질
관리팀

농산물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농산물 안전성조사, 농산물 안전 관련 교육·홍보 
및 지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생산단계 축산물(계란, 식육, 
원유) 안전성 검사, 생산단계 HACCP 제도(도축장, 집유장, 농장), 농·축산물 PLS제
도

농업
생명

정책관

농산업정책과
농식품분야 혁신성장 과제 관리, 스마트농업·스마트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 새로
운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확산

과학기술정책과
농림축산식품 R&D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 사업 기획․관리,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R&D 지도,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관리, 농림식품과학기술
위원회 운영, 도시농업정책 활성화, 개방형 혁신 R&D 추진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지원 및 제도 운영, 친환경농업육성, 유기 및 무농약 농산물 인
증 관리, 친환경농업 육성·소비·유통 활성화

종자생명산업과
디지털 육종 등을 통한 종자산업 육성, 종자산업 및 식물신품종보호제도 운영, 국립종
자원 지도 감독, 곤충 및 양잠산업 육성·지원, 미생물 등 생명산업 육성 및 생명자원 
관리

동물복지정책과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동물등록제 활성화, 동물보호센터 설치, 윤리적 동물 실험 관
리, 반려동물 관련 산업 관리 대책 수립 및 시행,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 조성

농기자재정책팀
농기자재 정책 및 제도 개선,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자재 품질관리, 농업용 면세유 공
급 관리, 농업기계 보유현황 조사 및 임대·은행 사업, 토양 양분관리, 비료 수급 및 가
격안정 관리

주: 굵은 글씨로 강조된 기능은 2021년 주요정책 관리 과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참고하여 작성.

2. 농림축산식품부 외청 및 소속기관 현황2)

2.1. 농림축산식품부 외청 및 소속·관련 기관 요약

❍ 농림축산식품부 외청은 산림청과 농촌진흥청임.

❍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및 관련 기관은 본부 소속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

관으로 구분됨.

2)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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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기관 중 지역사무소가 있는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

자원임.

분류 기관명 정원 체제 사무소 개소수

외청

농촌진흥청 1.919명 1관 3국 13과 4원 1센터 -

산림청 1,761명 2관 3국 25과 4팀
5개 지방산림청

(북, 동, 남, 중, 서)

소속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1,111명 3부 21과 2센터
6개 지역본부, 

10개 가축질병방역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478명 9과
9개 지원

(121개 지원사무소)

농식품공무원교육원 41명 3과 -

한국농수산대학 121명 1부 3과 -

국립종자원 217명 4과 2센터 10개 지원, 1개 사무소

공기업 마사회 3,155.6명 5본부 3실 1단 2개 지역본부

준정부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6,756명 4실 5이사 3원
8개 지역본부, 93개 지사, 

8개 사업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905명
4본부 13처 2실, 

농식품거래소
11개 국내지역본부, 

18개 해외지역본부·지사

축산물품질평가원 456명 4본부 1실 10개 지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92명 3본부 1센터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76명 4본부 1처 1센터 -

기타
공공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269명 1본부 2처 1실 7부 1팀
3개 검역사무소, 

9개 도본부(41개 사무소) 

국제식물검역인증원 52명 5팀 8개 사무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82명 2본부 2실 9부 -

축산환경관리원 43명 1본부 1실 3부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103명 1본부 1실 6부 -

한식진흥원 43명 5팀, 한식문화관 -

<표 3-2> 농림축산식품부 외청 및 소속기관·관련기관 현황

주: 정원 항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2/4분기 임직원 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1). 2021년 성과계획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s://www.alio.go.kr/management

Item.do, 검색일: 2021.09.07.)

2.2. 농림축산식품부 외청

2.2.1.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은 농업의 발전, 농업인의 복지향상,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농업·농업

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을 하며, 국제협력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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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는 기관임. 이러한 업무를 통해 농업기술 혁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농촌진흥청의 본청에는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 농촌지원국, 기술협력국 등이 있음.

- 전문적인 연구와 업무 수행을 위해서 농촌진흥청에는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를 두고 있음.

<그림 3-2> 농촌진흥청 조직도

자료: 농촌진흥청(https://www.rda.go.kr, 검색일: 2021.11.23.)

2.2.2. 산림청

❍ 산림청은 건강한 산림을 자원순환경제의 중심으로 활용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

민 삶의 질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수 있도록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표

로 설립되었음. 

- 산림청의 본청에는 기획조정관, 국제산림협력관, 산림정책국, 산림복지국, 산림보호국 등

이 있으며, 이외에 남북산림협력추진단,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 등이 운영되고 있음.

- 소속기관으로는 산림교육원, 산림항공본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지방산림청(북, 동, 남, 

중, 서),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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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산림청 조직도

자료: 산림청(https://www.forest.go.kr/, 검색일: 2021.11.23.)

2.3.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2.3.1. 농림축산검역본부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검역·방역 및 방제, 수출지원 및 농축산물의 생산성 향상에 관련된 국

가방역정책수립, 동식물 검역위생기술 연구에 힘씀으로써 가축전염병 및 식물병해충의 생

물학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산자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주요 임무임.

-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과, 가축질병방역센터, 동물질병관리부, 식물

검역부, 동식물위생연구부를 둠. 주요 도시에 지역본부를 설치하여 지역의 검역·검사 업

무를 관리함. 지역본부는 인천공항, 영남, 중부, 서울, 호남, 제주지역에 위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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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직도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http://www.qia.go.kr/intro/org/qia_org.jsp, 검색일: 2021.07.30.)

2.3.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고품질의 안전농식품을 공급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지원하

는 것을 주요 임무로서 관장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과, 소비안전과, 품질검사과, 원산지관리

과, 인증관리과, 농업경영체과, 농업정보과, 직불관리과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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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임무를 분장하기 위해 시험연구소와 9개 지역에 121개의 지원사무

소를 둠.

- 시험연구소에서 품질조사, 안전성분석, 성분 및 원산지 검정을 담당함.

<그림 3-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직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s://www.naqs.go.kr/, 검색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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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농식품공무원교육원

❍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농업·농촌 발전을 선도할 창의적 인재육성을 미션으로 설정하고 공

직가치 및 국정과제 교육강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지원, 성과지향형 교육강화, 자기주

도학습 활성화를 중점과제로 추진함.

❍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운영지원과, 교육기획과, 전문교육과를 둠.

- 교육기획과에서 교육수요 및 신규과정 개발, 국내외 훈련지원, 국정과제 교육, 역량교육 

및 평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훈련을 책임짐.

- 전문교육과에서 농식품정책, 농업관련 민간종사자, 소비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전담하며 

사이버·정보화 교육을 동시에 담당함.

<그림 3-6>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조직도

자료: 농식품공무원교육원(https://www.ati.go.kr/, 검색일: 2021.07.30.)

2.3.4. 한국농수산대학

❍ 한국농수산대학은 한국농수산을 이끌어 갈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농업경영인을 양

성하는 곳으로서 미래수요에 대비하여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성과와 고객중심의 조직경쟁

력을 확보하여 실무와 현장중심 농어업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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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수산대학에 교수부, 운영지원과, 교학과, 기획조정과를 두고 있으며, 특별법인으로 

산학협력단과 발전기금재단을 둠.

- 학과는 작물계열, 원예계열, 산림계열, 축산계열, 수산계열, 농수산융복합계열로 구분됨.

<그림 3-7> 한국농수산대학 조직도

자료: 한국농수산대학(https://www.af.ac.kr/, 검색일: 2021.07.30.)

2.3.5. 국립종자원

❍ 국립종자원은 종자생명산업 발전을 통하여 국부를 창출하는 것을 미션으로 설정하고 종자

업육성지원 및 기반연구로 농업경쟁력 강화, 품종보호제도 활성화 및 건전한 종자시장 질서

확립, 고품질 보급종 공급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종자전문기관으로서 고객서비스 만족도 제

고를 사업목표로 설정함.

❍ 국립종자원은 본원에 운영기획과, 종자검정연구센터, 종자산업지원과, 식량종자과, 품종보

호과,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와 지방에 10개의 지원과 1개의 사무소를 둠.

-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북 지원은 보급종 업무를 맡고 있으며 제주, 동부 및 서부 

지원은 품종보호 업무를 맡고 있음. 경남 지원은 보급종 업무와 품종보호 업무를 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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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국립종자원 조직도

자료: 국립종자원(http://www.seed.go.kr/, 검색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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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정책 여건 변화 대응 조직 진단4

1. 농식품 분야 직무분석

1.1. 직무분석 개요

❍  직무분석 정의

- 직무분석은 조직 내에서 직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 종합하여 행정조직의 계획수립

과 설계, 인적자원관리, 기타 관리적 기능들을 위한 기초정보를 얻는 관리적 활동임.

- 즉,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직무가 수행되어야만 하며, 그와 같은 직무들이 어

떤 특성을 지니고 있고, 해당 직무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요구되는 직무담

당자의 자격요건을 분석하는 것이 직무분석임.

❍ 직무분석을 통하여 산출된 결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됨.

① 모집공고와 인사선발에 활용: 직무분석을 통하여 각 직무에서 일할 사람에게 요구되는 지

식, 기술, 능력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직무종사자의 모집공고에서 자격조건을 명시할 수 있

고 선발에 사용할 방법이나 검사를 결정할 수 있음.

② 선발된 사람의 배치와 경력개발 및 진로상담에 활용: 선발된 사람들을 적합한 직무에 배

치하고 정리개발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③ 교육 및 훈련에 활용: 각 직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무엇이고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 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교육의 내용과 목표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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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직무수행평가에 활용: 직무분석을 통하여 직무수행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알아내고 

실제 구성원들이 각 요소에서 어떤 수준의 수행실적을 나타내는지를 평가함.

⑤ 직무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직무에서 이루어지는 과제나 활동들과 작업환경을 알아내

어 조직 내 직무 간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직무평가의 기초자료를 제공함.

⑥ 직무재설계와 작업환경변화를 위한 정보로 활용: 직무와 작업환경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

다 효율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무를 재설계하거나 작업환경을 변경하는데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함.

⑦ 부서별 적정인원의 산정이나 향후 인력수급계획에 활용: 직무에 소요되는 시간 추정을 통

해 해당 직무에 필요한 적정인원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조직 내의 부서별 적정인원 산정

이나 향후의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⑧ 직무분류의 자료로 활용: 각 직무의 파악을 통하여 유사한 직무를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직

무분류가 가능함.

❍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직무분석 결과의 활용용도 중 직무평가의 기초자료 및 새로운 직

무분류, 직무재설계 용도와 연관이 높은데,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직무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조직개편 기준 정립에 활용하고자 함.

- 직무분석의 이론적 절차상 적정인력 도출도 포함하여야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직무량 분

석을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음.

<글상자 3> 직무분석의 이론적 절차

○ (제1단계: 준비단계)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하여 분석대상 직무, 직무 분석의 목적, 수집할 정보의 종류 결정

○ (제2단계: 설계단계) 자료의 출처와 인원수, 자료수집방법, 자료분석방법 등을 결정

○ (제3단계: 자료수집 및 분석단계) 자료의 수집, 수집된 자료의 재검토 및 자료의 분석과 종합화

○ (제4단계: 결과 정리) 최종산출물인 적정인력을 도출하기 위한 산식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부서별 소요인력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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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사 개요

❍ 조사대상: 농식품부 과별 과장 및 기획계장(관리계장) 112명 중 89명 응답

       원내 및 원외 전문가 23명 응답

❍ 조사시기: 2021년 9월

❍ 조사방법: 설문조사

❍ 조사표 초안 마련(1차-과별 직무기술서 작성, 연구진)

❍ 조사표 배포조사(2차-과별 세부직무기술서 작성 반영)

❍ 주요 조사내용

- 현재 및 미래중요도(Importance), 성취도(Performance), 난이도(Difficulty)

- 연관 정책환경 변화 요소 조사: 정책환경 변화 요소와 업무와의 영향 분석 목적 

❍ 주요 분석방법: IPA(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

1.3. 조사분석 결과

1.3.1. 총괄

❍ 농업·농촌 대내외 여건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서 상대적으로 차이를 보임.

- 20개 여건 중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더 높은 여건들로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여건(19번), 

인구구조 관련 여건(1번, 3번),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과 관련된 여건(5번), 식량안보와 관

련된 여건(4번)이 꼽힘.

-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나타난 여건은 전 세계적·국가적 저성장 고착화, 지방분권, 민

간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확대, 농업·농촌 국정 의제화의 어려움, 경제사회 전반적인 포

용성 강화,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 여건이 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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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농업·농촌 대내외 여건

높음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2050탄소중립, 그린 뉴딜)
 저출산(인구감소), 고령화(초고령사회), 수도권·대도시 인구 집중 심화 등 인구 구조 악화
 농촌의 생활서비스 접근성 취약, 인구과소화로 지방 소멸 위기 증가 
 농업 부문의 환경 오염(토양 양분 과다, 악취) 완화 및 기후 변화 대응 필요성 증가
 주요 농산물의 수입 증가와 취약 계층 증가로 식량(먹거리) 안보 약화 

낮음

 전세계적· 국가적 저성장 고착화
 지방 분권, 민간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확대
 농업·농촌 국정 의제화의 어려움(소외)
 경제·사회 전반의 포용성 강화(휴먼 뉴딜)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

<표 4-1> 농업·농촌 대내외 여건 상대적 중요도 차이

자료: 저자 작성.

❍ 부서별 중요도(I), 성취도(P), 난이도(D)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현재보다 미래에 중요도가 증가하는 부서는 31개, 미래에 중요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는 20개로 나타남.

- 우선순위 지수는 개선 필요성이 가장 낮은 지점(중요도 1, 성취도 3)에서 각 부서의 점수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해 측정한 것을 의미함. 지수가 클수록 개선 

우선순위가 높음을 의미함. 우선순위 지수는 부서별 IPA 분석 결과와 함께 개선 우선순위

를 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 현재와 미래의 중요도와 업무 난이도 간 상관계수는 각 0.856과 0.766로 높은 상관계수를 

가짐. 업무 난이도와 중요도 사이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난이도와 

성취도 간 별도 분석을 생략하고 현재 및 미래 중요도와 성취도를 중심으로 IPA분석을 수

행함.

❍ 중요도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부서로 농촌재생에너지팀, 빅데이터전략담당관, 정보통계정

책담당관, 축산환경자원과, 농산업정책과, 과학기술정책과,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등이 

있음.

- 이는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문제와 관련된 부서들과 4차산업 기술 및 농업 혁

신에 관련된 부서, 국가 및 취약계층의 식량안보와 관련된 부서들로 앞서 제시된 여건변

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미래에 중요도가 감소하는 대표적인 부서로 농업기반과, 간척지농업과, 동아시아자유무

역협정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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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부서명 현재 중요도 미래 중요도 중요도 변화 업무 난이도 성취도
우선순위

지수 순위

1 기획재정담당관 2.56 2.34 감소 2.35 2.08 1.63 25

2 혁신행정담당관 2.03 2.09 증가 1.77 1.86 1.58 28

3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1.96 1.91 감소 1.79 1.73 1.56 35

4
정보통계

정책담당관
1.80 2.35 증가 1.86 1.89 1.75 12

5
빅데이터

전략담당관
1.67 2.43 증가 2.02 1.70 1.93 1

6 홍보담당관 2.10 2.07 감소 1.74 1.83 1.59 26

7 디지털소통팀 1.73 2.06 증가 1.58 1.85 1.56 34

8 운영지원과 1.85 1.71 감소 1.57 1.61 1.56 38

9 농촌정책과 2.49 2.62 증가 2.38 2.04 1.88 5

10 지역개발과 2.13 2.22 증가 2.12 1.90 1.64 21

11 농촌사회복지과 2.01 2.43 증가 2.12 1.91 1.8 10

12 농촌산업과 1.83 2.00 증가 1.87 1.80 1.56 37

13 농촌여성정책팀 1.55 1.66 증가 1.71 1.57 1.57 29

14
농촌

재생에너지팀
2.03 2.51 증가 2.29 1.80 1.93 2

15
농업역사문화전
시체험관추진팀

1.31 1.35 증가 1.31 1.47 1.57 33

16 농업정책과 2.30 2.42 증가 2.28 1.96 1.76 11

17 농지과 2.38 2.27 감소 2.40 2.09 1.56 35

18 경영인력과 2.34 2.64 증가 2.48 2.08 1.88 6

19 농업금융정책과 1.99 2.03 증가 1.99 1.87 1.53 42

20 재해보험정책과 2.24 2.43 증가 2.21 2.05 1.72 15

21 식량정책과 2.45 2.37 감소 2.28 2.10 1.64 23

22 식량산업과 2.16 2.09 감소 2.04 1.96 1.51 45

23 공익직불정책과 2.38 2.30 감소 2.16 2.12 1.57 31

24 농업기반과 1.84 1.80 감소 1.75 1.82 1.43 48

25 간척지농업과 1.63 1.54 감소 1.64 1.66 1.44 47

26 국제협력총괄과 1.84 2.10 증가 1.96 1.88 1.57 31

27 농업통상과 1.91 2.04 증가 1.97 1.86 1.54 41

28 검역정책과 2.04 2.37 증가 2.14 1.96 1.72 14

29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과
1.75 1.70 감소 1.87 1.79 1.4 50

30 축산정책과 2.31 2.18 감소 2.23 1.98 1.56 39

31 축산경영과 2.12 2.05 감소 2.11 1.94 1.49 46

32 축산환경자원과 2.07 2.54 증가 2.38 1.85 1.92 3

33 방역정책과 2.41 2.30 감소 2.46 2.10 1.58 27

<표 4-2> 부서별 중요도·성취도·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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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부서명 현재 중요도 미래 중요도 중요도 변화 업무 난이도 성취도
우선순위

지수 순위

34 구제역방역과 2.37 2.20 감소 2.38 2.08 1.51 44

35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2.30 2.16 감소 2.36 2.02 1.52 43

36
국가식품

클러스터 추진팀
1.50 1.47 감소 1.49 1.50 1.57 30

37 식품산업정책과 1.94 2.21 증가 1.82 1.79 1.71 17

38 식품산업진흥과 1.80 2.02 증가 1.82 1.73 1.63 24

39 외식산업진흥과 1.67 1.86 증가 1.64 1.56 1.68 18

40 수출진흥과 2.11 2.31 증가 1.93 2.01 1.64 22

41 유통정책과 2.49 2.34 감소 2.29 2.04 1.65 20

42
식생활소비

진흥과
1.96 2.37 증가 1.98 1.94 1.73 13

43 원예산업과 2.20 1.96 감소 2.24 1.98 1.4 49

44 원예경영과 2.00 1.93 감소 2.04 1.96 1.4 51

45
농축산물위생
품질관리팀

1.88 2.29 증가 2.06 1.96 1.66 19

46 농산업정책과 2.23 2.53 증가 2.12 1.99 1.83 7

47 과학기술정책과 2.01 2.46 증가 1.95 1.80 1.89 4

48 친환경농업과 1.95 2.27 증가 1.96 1.85 1.71 16

49 종자생명산업과 1.88 2.29 증가 1.89 1.71 1.82 9

50 동물복지정책과 2.05 2.45 증가 2.31 1.88 1.83 8

51 농기자재정책팀 1.66 1.88 증가 1.80 1.72 1.55 40

평균 2.02 2.15 - 2.02 1.87 1.64 -

자료: 저자 작성.

❍ 농업·농촌 대내외 여건별 관련성이 높은 부서는 <표 4-3>과 같이 조사되었음.

- 대내외 여건 중 중요도 인식 조사 결과 순위가 높은 여건과 가장 관련성이 큰 부서는 조직 

개편에 있어 업무 확대 영역과 연계됨.

-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여건 중 하나인,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대내외 여건들에 

대해서는 농촌정책국 소속 부서들(농촌정책과, 지역개발과, 농촌사회복지과)이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환경오염 및 탄소중립과 관련된 여건변화와는 농촌재생에너지팀, 축산환경자원과, 친환

경농업과 등이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식량안보와 관련된 부서로는 식량정책과, 식량산업과, 식생활소비진흥과가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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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농업·농촌 대내외 여건 1순위 2순위 3순위

1
농촌의 생활서비스 접근성 취약, 인구과소화로 지방 소멸 
위기 증가 

농촌정책과 지역개발과 농촌사회복지과

2
현장 중심, 민간 연구개발 투자 부족으로 미흡한 농업혁신 
역량

과학기술정책과 농산업정책과 농업정책과

3 농업 GDP 규모 및 농업 성장률 정체 농업정책과 기획재정담당관 농산업정책과

4
주요 농산물의 수입 증가와 취약 계층 증가로 식량(먹거리) 
안보 약화 

식량정책과
식생활

소비진흥과
식량산업과

5
농업 부문의 환경 오염(토양 양분 과다, 악취) 완화  및 기후 
변화 대응 필요성 증가

친환경농업과 축산환경자원과
농촌재생
에너지팀

6 농업·농촌 국정 의제화의 어려움(소외) 기획재정담당관 농촌정책과 농업정책과

7 다양한 가치 추구에 따른 귀농, 귀촌 등 인구유입 농촌 증가 경영인력과 농촌정책과 농촌사회복지과

8
디지털·바이오기술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 농업 확대 및 
그린바이오 성장 

농산업정책과 과학기술정책과 종자생명과학과

9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 농촌사회복지과 농촌정책과 농촌산업과

10 농정 틀 및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추진 농업정책과 기획재정담당관 농촌정책과

11
저출산(인구감소), 고령화(초고령사회), 수도권·대도시 
인구 집중 심화 등 인구 구조 악화

농촌정책과 경영인력과 농촌사회복지과

12
다양한 격차(양극화·불평등)와 갈등 심화: 세대 간, 세대 
내 고용·소득·자산 격차, 젠더·가치관 갈등 등

농촌여성정책팀 농촌사회복지과 농업정책과

13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미래 경제, 
사회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농산업정책과 과학기술정책과 농업정책과

14 전세계적· 국가적 저성장 고착화 기획재정담당관 농업정책과 농촌정책과

15 고령화, 저성장, 코로나19 등으로 재정 부담 심화 기획재정담당관 농업정책과 농촌정책과

16 경제·사회 전반의 포용성 강화(휴먼 뉴딜) 농촌사회복지과 농촌정책과 농업정책과

17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디지털 뉴딜)
빅데이터

전략담당관

정보통계정책
담당관,

농산업정책과
과학기술정책과

18
건강/안전, 간편/편리성 지향, 가치/윤리적 생활 및 
소비트렌드 확산

식생활소비
진흥과

식품산업정책과
농축산물위생
품질관리팀

19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2050탄소중립, 그린 뉴딜)
농촌재생
에너지팀

친환경농업과 축산환경자원과

20 지방 분권, 민간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확대 농촌정책과 지역개발과 농업정책과

<표 4-3> 농업·농촌 대내외 여건 별 관련성이 높은 부서 현황

자료: 저자 작성.

❍ 전문성 조사결과는 중앙부처 직접 업무 포함과 전문기관 활용 간 효율성을 판단하는 데 도

움이 되며, 전문가 특채 활용 업무를 판단할 수 있음.

- 전문성 조사 결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는 검역정책과, 농업통상과, 빅데이터전략담당

관, 방역정책과, 구제역방역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과학기술정책과, 정보통계정책담

당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종자생명과학과로 나타남.

- 과학 기술, 검역 및 방역, 통상 등 특수한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서의 업무를 수행

하는 데 있어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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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인 능력이 더 중요한 부서는 농촌정책과, 농업정책과, 홍보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

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 국제협력총괄과, 식품산업정책과, 

유통정책과로 기획 기능이 요구된다고 답하였음.

구분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 종합적인 능력이 더 중요

부서명

 검역정책과
 농업통상과
 빅데이터전략담당관
 방역정책과
 구제역방역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과학기술정책과
 정보통계정책담당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종자생명산업과

 농촌정책과
 농업정책과
 홍보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
 국제협력총괄과
 식품산업정책과
 유통정책과

<표 4-4> 부서별 전문성 요구 조사 결과

자료: 저자 작성.

1.3.2. 조직 진단

□ IPA 분석과 업무 강화 영역

❍ 전체 부서 IPA(중요도-성취도)를 활용하여 개별 부서의 종합평가 결과를 유형화하였음.

❍ 중요도-성과 분석은 분석 대상별 중요도와 달성 정도(성취도)를 기준으로 각 항목을 사분면

에 표시하고 상대적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방법임. 

- 중요도-성취도 분석을 통해서 농식품부 부서들을 분류할 수 있음. 중요도를 가로축으로 하

고 성취도를 세로축으로 하여, 과(팀)의 중요도·성취도에 대한 평균 점수를 이용하여 과(팀)

를 평가 가능함.

- 중요도 점수화를 위해 낮음은 1점, 보통은 2점, 높음은 3점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계산하였음.

❍ 이 분석을 통해 각 항목에 대해 보통인 2점을 중심으로 4사분면을 만들고, 원점, 1사분면과 

3사분면을 통과하는 45° 기울기를 가진 선을 그려 5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영역 (1)은 ‘강화 요구 영역’으로 정의함. 이 영역에 속한 항목은 중요하고 성과도 크지만, 

중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아, 성과를 높이도록 개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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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2)는 ‘상대적 강점 영역’으로 정의함. 영역 (2)에 속한 항목은 중요하게 여겨질 뿐만

이 아니라 동시에 상대적으로 많은 성과를 얻음.

- 영역 (3)은 ‘유지 또는 확대 영역’으로 정의함. 이 영역에 속한 항목은 중요성은 상대적으

로 낮지만,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 현상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수 있음. 

- 영역 (4)는 ‘개선 영역’으로 정의함. 이 영역에 속한 항목은 중요도에 비해서 성과가 상대

적으로 크지만, 중요도와 성과 모두 평균보다 낮음. 성과가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 영역 (5)는 ‘우선 개선 영역’이라고 정의함. 이 영역에 속한 항목은 비교적 중요성이 낮으

며 성과가 상대적으로 더 부족하거나(3사분면), 중요하지만 성과가 부족함(4사분면). 성

과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함.

❍ 각 영역의 우선순위를 업무 강화 측면에서 적용하면 (5) 우선 개선 영역 - (1) 강화 요구 영역 - 

(4) 개선 영역 - (2) 상대적 강점 영역 - (3) 유지 확대 영역 순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중요도에 비해 성과가 낮은 (1) 강화 요구 영역, (5) 우선 개선 영역에서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적자원 투입 등의 강화가 필요함을 의미함.

<그림 4-1> 중요도-성과분석(IPA) 영역별 구분

자료: 김홍상 외(2017). ‘18-’22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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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취도와 현재 및 미래 중요도를 바탕으로 중요도-성과분석을 실시했을 때, 10개 과(팀)에

서 우선순위 변화가 나타남.

- 현재 중요도와 미래 중요도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우측(1사분면, 4사분면)으로 이

동하는 모습을 보임, 이는 대체적으로 많은 과(팀)들이 미래에 중요도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함.

- 현재 중요도-성취도 분석 시, 개선 영역(영역 4)이었던 정보통계정책담당관, 빅데이터전

략담당관, 디지털소통팀, 농촌여성정책팀, 국제협력총괄과,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농

기자재정책팀(7개)은 미래 중요도-성취도를 분석했을 때는 우선순위가 높은 우선개선영

역(영역 5)로 이동함. 영역 이동은 업무 강화를 의미하는 데 관련 기능 시너지를 내기 위하

여 산발적이고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업무를 총괄 기획 기능을 포함하여 조직 확

대가 필요함을 의미함.

- 반면, 농업기반과, 원예산업과, 원예경영과(3개)는 우선 개선 영역에서 개선 영역으로 이

동하여, 우선순위가 낮아짐. 우선순위가 낮아진 업무는 조직 통폐합을 포함한 조직 재설

계에 반영해야 함.

<표 4-5> IPA 분석을 통한 종합평가결과 유형화

영역 현재 중요도-성취도 미래 중요도-성취도

1

기획재정담당관, 농촌정책과, 농지과, 경영인력과, 
재해보험정책과, 식량정책과, 공익직불정책과, 방역정책과,

 구제역방역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수출진흥과, 
유통정책과(12개)

기획재정담당관, 농촌정책과, 농지과, 경영인력과, 
재해보험정책과, 식량정책과,공익직불정책과, 방역정책과,

 구제역방역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수출진흥과, 
유통정책과(12개)

2 - -

3 - -

4

정보통계정책담당관, 빅데이터전략담당관, 
디지털소통팀,농촌여성정책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간척지농업과, 
국제협력총괄과,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농기자재정책팀 (11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추진팀, 농업기반과, 간척지농업과,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원예산업과, 원예경영과 (7개)

5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홍보담당관, 
운영지원과, 지역개발과, 농촌사회복지과, 농촌산업과, 

농촌재생에너지팀, 농업정책과, 농업금융정책과, 
식량산업과, 농업기반과, 농업통상과, 검역정책과,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축산환경자원과, 식품산업정책과, 
식품산업진흥과, 외식산업진흥과, 식생활소비진흥과, 

원예산업과, 원예경영과, 농산업정책과, 과학기술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종자생명산업과, 동물복지정책과 (28개)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정책담당관, 빅데이터전략담당관, 홍보담당관, 
디지털소통팀, 운영지원과, 지역개발과, 농촌사회복지과, 

농촌산업과, 농촌여성정책팀, 농촌재생에너지팀, 
농업정책과, 농업금융정책과, 식량산업과, 국제협력총괄과, 

농업통상과, 검역정책과,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축산환경자원과, 식품산업정책과, 식품산업진흥과, 
외식산업진흥과, 식생활소비진흥과, 농산업정책과,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과학기술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종자생명산업과, 동물복지정책과, 농기자재정책팀 (32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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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현재 중요도-성취도 분석

주: 그래프에 표시한 부서명은 우선순위가 변화하는 부서명만을 표기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3> 미래 중요도-성취도 분석

주: 그래프에 표시한 부서명은 우선순위가 변화하는 부서명만을 표기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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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부서의 현재·미래 중요도를 고려한 업무 강화 분야

❍ 부서별 업무의 현재 중요도, 미래 중요도, 중요도 증가 정도를 고려했을 때, 부서별로 결과 차

이가 있음.

- 현재 중요도 상위 부서는 재정, 식량, 농촌, 유통, 농지, 방역 등 농식품 정책의 전통적인 

역할 수행과 관련이 있는 부서임.

- 미래 중요도 상위 부서는 인력, 농촌, 축산환경 및 동물복지, 농업혁신성장과 관련한 부서로 

현재 중요도 상위 부서와는 차이가 있음.

❍ 앞으로 역할 강화가 필요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점수를 부여하였음.

- 중요도 점수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는 현재 중요도, 미래 중요도, 중요도 증가 정도임. 

- 중요도 증가 정도 = (미래중요도 – 현재중요도) - (미래중요도 평균 – 현재중요도 평균)

- 현재 중요도가 평균 이상이고, 미래 중요도가 평균 이상이고, 중요도 증가정도가 0 이상

일 때 3임. 세 가지 중 2가지를 충족하며 2이고, 한 가지를 충족하면 1, 아무것도 충족하

지 못하면 0임.

❍ 현재 중요도 상위 부서(평균 이상), 미래 중요도 상위 부서, 중요도 증가 여부를 기준으로 평

가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강화해야 할 부서라고 판단하였음.

- 중요도 점수가 3점 즉, 조직 확대 및 역할을 강화해야 할 부서는 경영인력, 농촌정책, 농산

업정책, 축산환경자원, 동물복지정책, 농촌재생에너지, 재해보험정책, 검역정책, 수출진

흥과임.

- 중요도 점수가 0점 즉, 업무를 축소해야 할 부서로는 지원부서를 제외하면 생산기반관련

과, 원예경영, 농촌산업, 농업금융정책과,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농촌여성정책팀 등임.

❍ 중요도 점수 결과 업무 강화 부서는 대부분 중요도가 높은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는 어젠다

와 관련이 있었고, 중요도 점수가 낮은 업무는 주로 일반 행정 분야, 시장의 역할이 더욱 중

요한 분야, 전통적인 농업기반 분야, 특정 시설의 설립 및 운영 분야와 관련된 과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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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부서명 현재 중요도
현재 중요도 

순위
미래 중요도

미래 중요도 
순위

중요도
증가정도

중요도
점수

18 경영인력과 2.39 8 2.63 1 +0.13  3

9 농촌정책과 2.52 3 2.63 1 +0.00  3

46 농산업정책과 2.26 14 2.58 3 +0.21  3

32 축산환경자원과 2.1 22 2.53 4 +0.32  3

50 동물복지정책과 2.13 21 2.51 5 +0.27  3

14 농촌재생에너지팀 2.09 23 2.51 6 +0.31  3

21 식량정책과 2.54 2 2.42 7 -0.23  2

47 과학기술정책과 2.02 25 2.42 8 +0.29  2

5 빅데이터전략담당관 1.62 48 2.42 9 +0.69  2

20 재해보험정책과 2.27 13 2.4 10 +0.02  3

16 농업정책과 2.3 12 2.4 10 -0.01  2

11 농촌사회복지과 1.98 29 2.39 12 +0.30  2

41 유통정책과 2.52 4 2.35 13 -0.28  2

1 기획재정담당관 2.58 1 2.34 14 -0.35  2

28 검역정책과 2.08 24 2.34 15 +0.15  3

17 농지과 2.48 5 2.31 16 -0.28  2

40 수출진흥과 2.18 17 2.31 17 +0.02  3

42 식생활소비진흥과 1.93 32 2.3 18 +0.26  2

4 정보통계정책담당관 1.74 43 2.3 20 +0.45  2

49 종자생명산업과 1.87 36 2.3 19 +0.32  2

33 방역정책과 2.46 6 2.28 21 -0.29  2

45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1.83 38 2.27 22 +0.33  2

10 지역개발과 2.16 19 2.21 23 -0.06  2

23 공익직불정책과 2.39 9 2.2 24 -0.30  2

48 친환경농업과 1.92 34 2.2 26 +0.17  2

37 식품산업정책과 1.94 30 2.2 25 +0.15  2

22 식량산업과 2.2 16 2.19 27 -0.12  2

30 축산정책과 2.37 10 2.18 28 -0.30  2

34 구제역방역과 2.42 7 2.17 29 -0.36  2

35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2.34 11 2.15 30 -0.30  2

6 홍보담당관 2.17 18 2.11 31 -0.17  1

31 축산경영과 2.16 20 2.08 32 -0.19  1

26 국제협력총괄과 1.82 40 2.07 33 +0.14  1

38 식품산업진흥과 1.83 39 2.03 34 +0.09  1

27 농업통상과 1.89 35 2.02 35 +0.02  1

7 디지털소통팀 1.72 44 2.02 36 +0.19  1

2 혁신행정담당관 1.99 28 2.01 37 -0.09  0

43 원예산업과 2.24 15 2 38 -0.35  1

19 농업금융정책과 1.99 27 1.98 39 -0.12  0

44 원예경영과 2.02 26 1.97 40 -0.16  0

12 농촌산업과 1.81 41 1.97 41 +0.05  1

<표 4-6> 과(팀)별 중요도 점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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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부서명 현재 중요도
현재 중요도 

순위
미래 중요도

미래 중요도 
순위

중요도
증가정도

중요도
점수

51 농기자재정책팀 1.66 47 1.93 42 +0.16  1

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94 31 1.85 43 -0.20  0

39 외식산업진흥과 1.69 46 1.82 44 +0.02  1

24 농업기반과 1.87 37 1.81 45 -0.17  0

29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1.8 42 1.74 47 -0.17  0

8 운영지원과 1.93 33 1.74 46 -0.30  0

13 농촌여성정책팀 1.54 49 1.62 48 -0.03  0

25 간척지농업과 1.7 45 1.58 49 -0.23  0

36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1.42 50 1.4 50 -0.13  0

15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추진팀
1.29 51 1.33 51 -0.07  0　

평균 2.04 　 2.15 　　

주 1) 중요도 점수는 현재 중요도가 평균 이상이고, 미래 중요도가 평균 이상이고, 중요도 증가정도가 0 이상일 때 3임. 세 가

지 중 2가지를 충족하며 2이고, 한 가지를 충족하면 1, 아무것도 충족하지 못하면 0임.

    2) 중요도 증가정도 = (미래중요도 – 현재중요도) - (미래중요도 평균 – 현재중요도 평균)

자료: 저자 작성.

1.4. 과(팀) IPA분석(업무 중요도-성취도)

❍ 과(팀)의 현재·미래의 업무 중요도와 업무 성취도 간의 비교를 통하여,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강화해야 할 부서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 앞 절에서의 IPA 총괄 분석과 같이 국 내 개별 과(팀)의 미래 중요도-성취도 점수를 이용하

여 과(팀)이 5개 영역 중 어떤 영역에 속하는지를 먼저 결정하고, 우선순위 지수를 적용하여 

과(팀)별 개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 중요도에 비해 성과가 낮은 (1) 강화 요구 영역, (5) 우선 개선 영역에 속하는 부서들에 대

해서는 인적자원의 투입 등 성취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함.

- (4) 개선 영역에 속하는 부서들은 중요도에 비해 성취도가 높으나, 중요도 및 성취도가 모

두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강화를 우선하기보다는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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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지원부서

❍ 지원부서의 과(팀) 업무중요도-성취도 분석

- 지원부서에 속한 과(팀)는 홍보담당관, 디지털소통팀, 운영지원과가 있음.

- 미래 중요도-성취도를 기준으로 보면, 지원부서의 모든 과(팀)는 우선 개선 영역에 속하

며, 홍보담당관, 디지털소통팀, 운영지원과 순으로 성취도를 제고할 수 있는 강화 방안을 

찾아야 함.

<그림 4-4> 지원부서 IPA 결과

자료: 저자 작성.

<표 4-7> 지원부서 소속 과(팀)의 IPA 결과

부서명 현재 중요도 - 성취도 미래 중요도 - 성취도 중요도  변화 업무 난이도

홍보담당관 우선 개선 영역 우선 개선 영역 -0.03 1.74

디지털소통팀 개선 영역 우선 개선 영역 +0.33 1.58

운영지원과 우선 개선 영역 우선 개선 영역 -0.14 1.57

주: 중요도 변화가 양수(+)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음수(-)이면 왼쪽으로 이동함. 중요도 변화의 절댓값의 크기는 이동하는 

크기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1.4.2.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 과(팀) 업무 중요도-성취도 분석

- 기획조정실에 속한 부서로는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

보통계정책담당관, 빅데이터전략담당관이 있음.



64   ❙

- 혁신행정담당관, 정보통계정책담당관, 빅데이터전략담당관의 중요도가 미래에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미래 중요도-성취도 기준으로, 우선 개선 영역에 속한 빅데이터전략담당관, 정보통계정

책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순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개선해야 할 강화 요구 영역에는 기획재정담당관이 속함.

- 기획조정실에 속한 과(팀)은 강화를 통하여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그림 4-5> 기획조정실 소속 과(팀)의 IPA 결과

자료: 저자 작성.

<표 4-8> 기획조정실 소속 과(팀)의 IPA 결과

부서명 현재 중요도 - 성취도 미래 중요도 - 성취도 중요도  변화 업무 난이도

기획재정담당관 강화 요구 영역 강화 요구 영역 -0.22 2.35

혁신행정담당관 우선 개선 영역 우선 개선 영역 +0.06 1.77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우선 개선 영역 우선 개선 영역 -0.05 1.79

정보통계정책담당관 개선 영역 우선 개선 영역 +0.55 1.86

빅데이터전략담당관 개선 영역 우선 개선 영역 +0.76 2.02

주: 중요도 변화가 양수(+)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음수(-)이면 왼쪽으로 이동함. 중요도 변화의 절댓값의 크기는 이동하는 

크기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1.4.3. 농촌정책국

❍ 농촌정책국 과(팀) 업무 중요도-성취도 분석

- 농촌정책국에 속한 부서로는, 농촌정책과, 지역개발과, 농촌사회복지과, 농촌산업과, 농

촌여성정책팀, 농촌재생에너지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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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정책국에 있는 모든 과(팀)의 중요도가 미래에 상승할 것임.

- 미래 중요도-성취도 기준으로, 우선 개선 영역에 속한 농촌재생에너지팀, 농촌사회복지

과, 지역개발과, 농촌여성정책팀, 농촌산업과 순으로 개선을 해야 함.

- 다음으로 강화 요구 영역에 속하는 농촌정책과, 개선 영역에 속하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

험관추진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미래 중요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농촌정책국의 과(팀)들은 대부분 성취도 향상을 위해 강

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 강화의 우선순위

가 낮은 개선 영역에 속하여 효율화를 모색해야 함.

<그림 4-6> 농촌정책국 소속 과(팀)의 IPA 결과

자료: 저자 작성.

<표 4-9> 농촌정책국 소속 과(팀)의 IPA 결과

부서명 현재 중요도 - 성취도 미래 중요도 - 성취도 중요도  변화 업무 난이도

농촌정책과 강화 요구 영역 강화 요구 영역 +0.13 2.38

지역개발과 우선 개선 영역 우선 개선 영역 +0.09 2.12

농촌사회복지과 우선 개선 영역 우선 개선 영역 +0.42 2.12

농촌산업과 우선 개선 영역 우선 개선 영역 +0.17 1.87

농촌여성정책팀 개선 영역 우선 개선 영역 +0.11 1.71

농촌재생에너지팀 우선 개선 영역 우선 개선 영역 +0.48 2.29

농업역사문화전시
체험관추진팀

개선 영역 개선 영역 +0.04 1.31

주: 중요도 변화가 양수(+)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음수(-)이면 왼쪽으로 이동함. 중요도 변화의 절댓값의 크기는 이동하는 

크기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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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농업정책국

❍ 농업정책국 과(팀) 업무 중요도-성취도 분석

- 농업정책국에는 농업정책과, 농지과, 경영인력과, 농업금융정책과, 재해보험정책과가 속함.

- 농업정책과, 경영인력과, 재해보험정책과의 중요도가 상승할 것으로 나타남.

- 미래 중요도-성취도를 기준으로 우선 개선 영역에 속하는 농업정책과와 농업금융정책과

를 먼저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후, 강화 요구 영역에 속하는 농지과, 경영인력과, 재해보험정책과를 강화해야 함.

<그림 4-7> 농업정책국 소속 과(팀)의 IPA 결과

자료: 저자 작성.

<표 4-10> 농업정책국 소속 과(팀)의 IPA 결과

부서명 현재 중요도 - 성취도 미래 중요도 - 성취도 중요도  변화 업무 난이도

농업정책과 우선 개선 영역 우선 개선 영역 +0.13 2.38

농지과 강화 요구 영역 강화 요구 영역 +0.09 2.12

경영인력과 강화 요구 영역 강화 요구 영역 +0.42 2.12

농업금융정책과 우선 개선 영역 우선 개선 영역 +0.17 1.87

재해보험정책과 강화 요구 영역 강화 요구 영역 +0.11 1.71

주: 중요도 변화가 양수(+)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음수(-)이면 왼쪽으로 이동함. 중요도 변화의 절댓값의 크기는 이동하는 

크기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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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식량정책관

❍ 식량정책관 소속 과(팀) 업무중요도-성취도 분석

- 식량정책관에는 식량정책과, 식량산업과, 공익직불정책과, 농업기반과, 간척지농업과가 속함.

- 식량정책관에 속하는 모든 부서는 미래에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감소 폭도 비

슷하여 전체 현재 중요도 기준 그래프의 형태와 미래 중요도 기준 그래프의 형태가 비슷함.

- 미래 중요도-성취도를 기준으로, 우선 개선 영역의 식량산업과의 개선이 우선시됨.

- 그리고 강화 요구 영역에 속하는 식량정책과, 공익직불정책과, 개선 영역에 속하는 농업

기반과, 간척지농업과를 순으로 개선해야 함.

- 식량산업과, 식량정책과, 공익직불정책과는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농업기반

과, 간척지농업과는 상대적으로 강화보다는 효율화 및 축소의 필요성이 더 큼.

<그림 4-8> 식량정책관 소속 과(팀)의 IPA 결과

자료: 저자 작성.

<표 4-11> 식량정책관 소속 과(팀)의 IPA 결과

부서명 현재 중요도 - 성취도 미래 중요도 - 성취도 중요도  변화 업무 난이도

식량정책과 강화 요구 영역 강화 요구 영역 -0.08 2.28

식량산업과 우선 개선 영역 우선 개선 영역 -0.07 2.04

공익직불정책과 강화 요구 영역 강화 요구 영역 -0.08 2.16

농업기반과 우선 개선 영역 개선 영역 -0.04 1.75

간척지농업과 개선 영역 개선 영역 -0.09 1.64

주: 중요도 변화가 양수(+)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음수(-)이면 왼쪽으로 이동함. 중요도 변화의 절댓값의 크기는 이동하는 

크기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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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국제협력국

❍ 국제협력국 소속 과(팀) 업무중요도-성취도 분석

- 국제협력국에는 국제협력총괄과, 농업통상과, 검역정책과,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가 속함.

- 국제협력총괄과, 농업통상과, 검역정책과의 중요도가 미래에 상승하나, 동아시아자유무역

협정과는 감소할 것으로 보임.

- 미래 성취도-중요도를 기준으로, 우선 개선 영역에 속하는 검역정책과, 농업통상과, 국제협

력총괄과를 개선하고, 이후에 개선 영역에 속하는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를 개선해야 함.

-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는 강화보다는 축소 혹은 효율화를 고려해야 하며, 검역정책과, 

농업통상과, 국제협력총괄과는 강화를 고려해야 함.

<그림 4-9> 국제협력국 소속 과(팀)의 IPA 결과

자료: 저자 작성.

<표 4-12> 국제협력국 소속 과(팀)의 IPA 결과

부서명 현재 중요도 - 성취도 미래 중요도 - 성취도 중요도  변화 업무 난이도

국제협력총괄과 개선 영역 우선 개선 영역 +0.26 1.96

농업통상과 우선 개선 영역 우선 개선 영역 +0.13 1.97

검역정책과 우선 개선 영역 우선 개선 영역 +0.33 2.14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개선 영역 개선 영역 -0.05 1.87

주: 중요도 변화가 양수(+)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음수(-)이면 왼쪽으로 이동함. 중요도 변화의 절댓값의 크기는 이동하는 

크기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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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축산정책국

❍ 축산정책국 소속 과(팀) 업무중요도-성취도 분석

- 축산정책국에는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축산환경자원과가 속함.

- 축산정책국에서는 축산환경자원과의 미래 중요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임.

- 미래 중요도-성취도를 기준으로 축산정책국 소속 모든 과는 우선 개선 영역에 속해 있어, 

강화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미래 중요도 상승을 고려했을 때, 축산환경자원

과,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순으로 강화가 필요함. 

<그림 4-10> 축산정책국 소속 과(팀)의 IPA 결과

자료: 저자 작성.

<표 4-13> 축산정책국 소속 과(팀)의 IPA 결과

부서명 현재 중요도 - 성취도 미래 중요도 - 성취도 중요도  변화 업무 난이도

축산정책과 우선 개선 영역 우선 개선 영약 -0.13 2.23

축산경영과 우선 개선 영역 우선 개선 영역 -0.07 2.11

축산환경자원과 우선 개선 영역 우선 개선 영역 +0.47 2.38

주: 중요도 변화가 양수(+)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음수(-)이면 왼쪽으로 이동함. 중요도 변화의 절댓값의 크기는 이동하는 

크기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1.4.8. 방역정책국

❍ 방역정책국 소속 과(팀) 업무중요도-성취도 분석

- 방역정책국에는 방역정책과, 구제역방역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가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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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정책국의 모든 과(팀)는 상대적으로 현재 중요도에 비해 미래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전체적인 감소 폭이 비슷하여 현재 중요도 기준 그래프와 미래 중요도 기준 그래

프의 형태가 비슷하게 나타남.

- 방역정책국의 모든 부서는 강화 요구 영역에 속하며, 방역정책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구제역방역과의 순으로 강화가 필요함.

<그림 4-11> 방역정책국 소속 과(팀)의 IPA 결과

자료: 저자 작성.

<표 4-14> 방역정책국 소속 과(팀)의 IPA 결과

부서명 현재 중요도 - 성취도 미래 중요도 - 성취도 중요도  변화 업무 난이도

방역정책과 강화 요구 영역 강화 요구 영역 -0.11 2.46

구제역방역과 강화 요구 영역 강화 요구 영역 -0.17 2.38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강화 요구 영역 강화 요구 영역 -0.14 2.36

주: 중요도 변화가 양수(+)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음수(-)이면 왼쪽으로 이동함. 중요도 변화의 절댓값의 크기는 이동하는 

크기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1.4.9.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업무중요도-성취도 분석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의 중요도는 미래에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개

선 우선순위에서는 개선 영역에 속하여 강화보다는 축소 혹은 효율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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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식품산업정책관

❍ 식품산업정책관 소속 과(팀) 업무중요도-성취도 분석

- 식품산업정책관에는 식품산업정책과, 식품산업진흥과, 외식산업진흥과, 수출진흥과가 속함.

- 식품산업정책관 소속 과(팀)는 모두 중요도가 미래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래 중요도-성취도를 기준으로 우선 개선 영역에 속하는 식품산업정책과, 식품산업진흥

과, 외식산업진흥과의 순으로 강화를 해야 하며, 강화 요구 영역에 속하는 수출진흥과를 

다음으로 강화해야 함.

<그림 4-12> 식품산업정책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소속 과(팀)의 IPA 결과

자료: 저자 작성.

<표 4-15> 식품산업정책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소속 과(팀)의 IPA 결과

부서명 현재 중요도 - 성취도 미래 중요도 - 성취도 중요도  변화 업무 난이도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개선 영역 개선 영역 -0.03 1.49

식품산업정책과 우선 개선 영역 우선 개선 영역 +0.27 1.82

식품산업진흥과 우선 개선 영역 우선 개선 영역 +0.22 1.82

외식산업진흥과 우선 개선 영역 우선 개선 영역 +0.19 1.64

수출진흥과 강화 요구 영역 강화 요구 영역 +0.20 1.93

주: 중요도 변화가 양수(+)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음수(-)이면 왼쪽으로 이동함. 중요도 변화의 절댓값의 크기는 이동하는 

크기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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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유통소비정책관

❍ 유통소비정책관 소속 과(팀) 업무중요도-성취도 분석

- 유통소비정책관에는 유통정책과, 식생활소비진흥과, 원예산업과, 원예경영과, 농축산물

위생품질관리팀이 속함.

- 식생활소비진흥과,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의 미래 중요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임,

- 미래 중요도-성취도를 기준으로 우선 개선 영역에 속하는 식생활소비진흥과, 농축산물위

생품질관리팀, 원예산업과를 먼저 강화하고, 강화 요구 영역에 속하는 유통정책과와 개선 

영역에 속하는 원예경영과를 강화해야 함.

<그림 4-13> 유통소비정책관 소속 과(팀)의 IPA 결과

자료: 저자 작성.

<표 4-16> 유통소비정책관 소속 과(팀)의 IPA 결과

부서명 현재 중요도 - 성취도 미래 중요도 - 성취도 중요도  변화 업무 난이도

유통정책과 강화 요구 영역 강화 요구 영역 -0.15 2.29

식생활소비진흥과 우선 개선 영역 우선 개선 영역 +0.41 1.98

원예산업과 우선 개선 영역 개선 영역 -0.24 2.24

원예경영과 우선 개선 영역 개선 영역 -0.07 2.04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개선 영역 우선 개선 영역 +0.41 2.06

주: 중요도 변화가 양수(+)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음수(-)이면 왼쪽으로 이동함. 중요도 변화의 절댓값의 크기는 이동하는 

크기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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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농업생명정책관

❍ 농업생명정책관 소속 과(팀) 부서별 업무중요도-성취도 분석

- 농업생명정책관에는 농산업정책과, 과학기술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종자생명산업과, 동

물복지정책과, 농기자재정책팀이 속함.

- 농업생명정책관에 속하는 모든 과(팀)의 미래 중요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임.

- 미래 중요도-성취도를 기준으로 우선 개선 영역에 속하는 과학기술정책과, 농산업정책

과, 동물복지정책과, 종자생명산업과, 친환경농업과, 농기자재정책팀의 순으로 강화가 

필요함.

<그림 4-14> 농업생명정책관 소속 과(팀)의 IPA 결과

자료: 저자 작성.

<표 4-17> 농업생명정책관 소속 과(팀)의 IPA 결과

부서명 현재 중요도 - 성취도 미래 중요도 - 성취도 중요도  변화 업무 난이도

농산업정책과 우선 개선 영역 우선 개선 영역 +0.30 2.12

과학기술정책과 우선 개선 영역 우선 개선 영역 +0.45 1.95

친환경농업과 우선 개선 영역 우선 개선 영역 +0.32 1.96

종자생명산업과 우선 개선 영역 우선 개선 영역 +0.41 1.89

동물복지정책과 우선 개선 영역 우선 개선 영역 +0.40 2.31

농기자재정책과 우선 개선 영역 우선 개선 영역 +0.22 1.80

주: 중요도 변화가 양수(+)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음수(-)이면 왼쪽으로 이동함. 중요도 변화의 절댓값의 크기는 이동하는 

크기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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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정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2.1. 농업·농촌 관련 이슈 중요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매년 시행하는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의 결과로 도시민

과 농민의 농업과 농촌에 관한 관심 변화를 확인하고자 함.

- 국민의식조사는 국민을 농업인과 도시민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

식과 관심사 변화를 조사함.

❍ 2020년 농업인들이 ‘올해 농업 이슈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에 대한 응답으로는 ‘자

연재해’, ‘농민수당’, ‘기후변화’, ‘공익직불제 시행’이 높게 나타남.

- 농업인들이 관심이 높다고 응답한 주제들은 농업인들이 실제 농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

제(자연재해, 기후변화)와 농가 소득과 관련된 주제(농민수당, 공익직불제)로 구성

- 2018년의 응답 결과와 비교하면, 농업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주제는 2020년과 마찬가

지로 ‘자연재해’였으며, 뒤따라, ‘농산물 가격 안정’, ‘쌀 목표 가격 설정’, ‘농민수당’에 대

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도시민들은 2020년 농업 이슈 중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짐.

- 도시민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로는 ‘농산물 가격 안정’, ‘자연재해’, ‘건강한 

먹거리 공급’, ‘가축질병과 방역정책’으로 나타남.

- 4개 관심사 모두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준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식품을 소비

하는 도시민들로서는 이와 관련된 농업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 2018년에 로컬푸드에 관심을 가진 도시민들은 6.0%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에 로컬푸

드, 푸드플랜을 포함한 건강한 먹거리 공급에 관심을 가진 비율은 24.8%로 크게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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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농식품 분야 이슈 중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복수응답)

단위: %

2018년 2020년

이슈 농업인 도시민 이슈 농업인 도시민

자연재해 43.4 48.8 자연재해(태풍, 장마 등) 61.3 36.2

스마트팜 육성 4.8 9.8 기후변화 27.3 14.3

가축질병 5.5 29.5 식량안보 문제 5.6 13.0

일자리 창출 5.8 12.7 공익직불제 실시 26.1 1.8

청년농 육성, 청년 창업 지원 5.6 11.7 일자리 창출 2.5 12.0

직접 지불제 개편 19.9 2.3 청년농 육성, 청년 창업 지원 4.8 12.2

식품안전성 10.3 17.7
가축질병(조류 인플루엔자 등)과 

방역정책
3.9 20.9

농산물 가격 안정 28.6 35.9 건강한 먹거리 공급(푸드플랜 등) 5.0 24.8

쌀 목표 가격 설정 27.8 6.4 농산물 가격 안정 16.3 37.1

농민 수당 20.2 3.1 농작물 재해보험 11.0 8.4

교통여건 개선 1.4 2.3 농업인 안전보험 2.6 5.7

로컬푸드 4.1 6.0 농민수당(기본수당) 28.4 5.1

농촌 태양광 9.5 3.5 영농영 태양광 보급 2.1 4.1

의료 여건 개선 4.1 2.1 동물복지 0.4 4.1

귀농·귀촌 3.5 8.1

모름/무응답 2.6 0.0

자료: 송성환 외(2018). 농업·농촌에 대한 201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우병준 외(2021). 농업·농촌에 대한 2020년 국민의

식 조사 결과.

2.2. 농업인과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변화

❍ 농업인은 현재의 농업·농촌 기능 중에서 ‘안정적 식량 공급’, ‘식품 안전성 향상’, ‘지역 활성

화’, ‘환경 보전’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식량안보 기능이 타 기능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편임.

-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농업인들은 ‘안정적 식량 공급’, ‘식품 안전성 향상’, ‘문화

유산 보존 계승’ 기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2020년보다 감소했지만, ‘지역 활성화’, 

‘여가 공간 활용’, ‘환경 보전’, ‘경관 보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농업인들에게 농업·농촌이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과 생산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

는 의미 외에도 농업인들이 살아가는 장소, 환경 보전을 담당하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더

욱 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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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민들의 현재의 농업·농촌의 기능 중 중요도 인식 순서는 농업인과 같지만, 그 정도에 있

어 차이가 있음. ‘안정적 식량공급’과 ‘식품 안전성 향상’이 비슷한 중요도를 가지고 ‘여가 

공간활용’ ‘경관보전’, ‘문화유산보존계승’ 이 농업인에 비해 중요하다고 인식함.

-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안정적 식량 공급’, ‘지역 활성화’ 기능이 중요하다는 

응답 비중은 감소하였고, ‘환경 보전’, ‘경관 보전’, ‘식품 안전성 향상’, ‘문화유산 보존 계

승’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비중이 증가함.

- 농업인에 비해 도시민이 농업·농촌 기능 범위를 넓게 인식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음.

❍ 미래의 농업·농촌의 기능에 대해 현재와 비교해서 농업인은 식량 안보, 생산 기능보다는 환

경, 경관 보전 기능으로 중요도 인식이 변하였음.

-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농업·농촌의 미래 기능에 대하여, ‘환경 보전’, ‘여가 공

간 활용’, ‘경관 보전’ 기능이 중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증가함.

- 반면, ‘안정적 식량 공급’, ‘지역 활성화’, ‘식품 안전성 향상’, ‘문화유산 보존 계승’ 기능

이 중요하다는 응답 비중은 감소함.

❍ 도시민들의 인식은 미래의 기능 중에서 ‘안정적 식량 공급’, ‘식품 안전성 향상’은 여전히 중

요하다고 보았을 뿐 아니라 ‘지역 활성화’, ‘환경 보전’, ‘문화유산계승보전’에 대해서도 고

루 중요하다고 응답함.

- 농업인들의 인식과 달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재와 미래 기능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임. 

❍ 농업인들과 도시민들은 현재의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은 생산과 연

계된 식량안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았으나, 미래에는 환경 보전 및 식품안전과 같은 

일반적으로 도시민의 현재 응답 추세와 유사하게 인식함.

- 즉, 생산 분야 정책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면 미래에는 농업인들도 식품안전, 환경 분야 정

책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됨.

❍ 미래의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은 ‘삶의 질’과 관련된 기능이, 도시민

들은 ‘식품’에 관한 기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농식품 정책 방향이 환경, 경관 보전에 

대한 투자,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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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들은 농촌에 거주하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삶터’로서의 농업·농촌의 기능이 

미래에 더욱 중요해지리라 인식하고 있기에, ‘환경보전’, ‘경관보전’, ‘여가 공간 활용’의 

기능이 미래에 더 중요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반면, 도시민들은 농업·농촌을 농업생산의 결과물인 식품으로 경험하게 됨. 식품 소비자

로서 안정적 식량 생산과 식품 안전성 향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그림 4-15> 현재와 미래의 농업·농촌의 기능에 대한 인식(복수응답)

[농업인] [도시민]

자료: 우병준 외(2021). 농업·농촌에 대한 2020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2.3.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정 수요 분석

2.3.1. 관련 연구

□ 비정형 데이터 분석

❍ 비정형 데이터란, 일정한 규격이나 형태를 지닌 숫자 데이터와 달리 그림이나 영상, 문서처

럼 형태와 구조가 다른 구조화 되지 않은 데이터를 말함.

- 비정형 데이터의 사례로는 음성 정보, 영상 정보, 책, 잡지, 문서의료 기록과 같은 전통적

인 데이터 외에 이메일, 트위터, 블로그처럼 모바일 기기와 온라인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가 있음.

❍ 텍스트 데이터 분석 중 인터넷 검색어 분석은 검색어를 중심으로 사용자들의 관심사를 파악

하는 분석법이며, 다양한 사이트에서 분석을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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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으로 네이버 데이터 랩과 구글 트렌드가 있음.

-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는 국내의 주요 관심사를 알아볼 수 있고, 구글 트렌드에서는 전 세

계적인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음.

□ 텍스트 마이닝

❍ 텍스트 마이닝이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마이닝 과정을 말함.

- 마이닝이란, 데이터로부터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 개념이나 특성을 추출하고 이들 간의 패

턴이나 추세 등의 정보를 얻는 과정을 뜻함.

- 정형 데이터를 이용한 마이닝을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비정형 데이터를 이용한 

마이닝을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이라고 함.

□ 워드클라우드 분석

❍ 워드클라우드란, 텍스트 마이닝 과정의 하나로써 대표적인 텍스트 시각화기법이며 문서의 

키워드, 개념 등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단어를 시각화하는 기법임.

- 예를 들면 많이 언급될수록 단어를 크게 표현하거나, 글자의 색상이나 굵기 등의 형태를 

다르게 하여 시각적인 중요도를 강조하는 기법 등이 있음.

- 주로 빅데이터(big data)를 분석할 때 데이터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활용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SNS의 키워드 분석이 있음.

2.3.2. 키워드 분석

❍ 202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워드클라우드 기법을 활용하여 시각화하였

으며 이를 통해 주요 키워드를 분석함.

❍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의견 결과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빈도에 따라 가중치

를 부여하여 분석에 활용함.



농식품 정책 여건 변화 대응 조직 진단 ❙   79

키워드(농업인) 빈도 키워드(도시민) 빈도

정책 229 지원 201

부족 167 정책 116

인력 160 가격 90

인구 86 관심 86

감소 85 복지시설 69

고령화 85 확대 67

지원 85 영농 63

개선 83 자금 58

<표 4-20>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주요 키워드(상위 20개)

단위: 명

의견 빈도 비율

농업의 가치 / 중요성에 대한 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27 2.6

농업에 대한 관심 / 지원이 필요하다 19 1.8

농업 정책이 현실적이지 않다 19 1.8

농업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17 1.6

농촌 고령화, 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14 1.3

농업 정책이 장기적이지 않다 9 0.9

자연재해,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9 0.9

인력이 부족하다 9 0.9

농업 종사자의 기초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 9 0.9

정책에 실제 농업 종사자의 의견이 반영 되어야 한다 6 0.6

젊은층에 맞는 농업 정책이 필요하다 6 0.6

직불금의 상향 조절이 필요하다 6 0.6

젊은 인력이 부족하다 / 후계 양성이 필요하다 5 0.5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5 0.5

농업인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 5 0.5

농업 정책이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4 0.4

농업 정책에 배정된 예산이 부족하다 4 0.4

혜택이 대상자 차별 없이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4 0.4

농촌 지역의 주거, 생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4 0.4

스마트팜 / 기계화가 필요하다 4 0.4

<표 4-19>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의견 (예시)

단위: 명, %

자료: 저자 작성.

❍ 비정형 데이터인 의견 데이터를 전처리 과정을 통해 품사를 분리하였고, 명사 품사만을 추

출하여 워드클라우드 분석에 활용함.

- 품사 분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추출된 명사 중 불용어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단어는 

직접 제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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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농업인) 빈도 키워드(도시민) 빈도

유통 75 귀농 51

양성 62 농지 47

후계 62 농민 44

안정 57 농약 44

소득 51 안정 41

과정 50 환경 39

방안 44 귀촌인 38

환경 41 보존 36

보장 40 유통 35

인건비 37 일자리 35

가치 36 인력 29

보존 36 시설 29

자료: 저자 작성.

❍ 농업인의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주요 키워드는 ‘정책’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부족’, ‘인력’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6> 농업인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자료: 저자 작성.

❍ 도시민의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주요 키워드는 ‘지원’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정책’, ‘가격’ 등의 순으로 나타남.



농식품 정책 여건 변화 대응 조직 진단 ❙   81

<그림 4-17> 도시민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자료: 저자 작성.

❍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를 통해 농업인과 도시민의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관심도 차이가 

있었음. 농업인은 농업생산, 농업구조에 관심이 있었다면, 도시민은 농산물 가격, 농촌생활

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농업인은 ‘인력’, ‘인구’, ‘고령화’, ‘감소’ 등 농업 인력과 관련된 키워드에 관심이 많은 것

으로 나타남.

- 도시민은 ‘지원’, ‘복지시설’, ‘귀농’ 등 농촌 복지와 관련된 키워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3. 종합고찰

3.1. 중요도에 따른 대내외 여건변화·농정어젠다·조직 연계 강화

❍ 대내외 여건 20개 중 인구구조 변화, 농촌 지역 소멸,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미흡한 

농업 혁신역량, 식량(먹거리 안보) 악화, 농업부문 환경오염 심화, 디지털·바이오 기술 융복

합 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대외적 여건으로 제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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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대내외 여건과 관련한 농정어젠다는 인력육성, 농촌재생, 혁신성장, 탄소중립, 다양

한 소비트렌드(안전·동물복지), 식량(먹거리)안보, 농가경영안정 등임.

- 즉, 농식품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설정된 주요한 농정어젠다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이 필요한 시점임.

❍ 실제로 주요하게 설정된 농정어젠다와 업무 연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부서들은 미래중요

도 순위도 높은 편이고, 중요도의 여러 요소를 고려한 중요도 점수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부서이지만, 성취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관련 부서가 선도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개편 방향이 정립될 필요가 있음.

3.2.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정책 시너지 강화 

❍ 우선순위가 높았던 대내외 여건 변화는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 농촌의 

열악한 사회서비스 환경, 기후변화 대응,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식량안보 등이지만, 이와 

연계된 어젠다를 수행할 조직은 여러 국에 산재해 있어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음.

- 환경오염 및 탄소중립과 관련된 여건변화와는 농촌재생에너지팀, 축산환경자원과, 친환

경농업과 등이 관련이 높음.

-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대내외 여건들에 대해서는 농촌정책국의  농촌정책과, 지역개발

과, 농촌사회복지과 등 소속 부서들 연관성이 높지만, 농촌정책국의 기능이 공간과 사회

가 혼재됨으로써 저성과 그룹에 해당됨.

- 식량안보는 식량정책과, 식량산업과,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는 식생활소비진흥과와 연계

가 높음.

❍ 예를 들어, 환경 관련 어젠다와 관련한 정책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농촌국, 축산국, 농

생명국에 산재해 있는 업무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직무분석 조사에서도 관련 부서들의 현재 성취도가 낮게 평가되었으며, 각종 내부 평가에

서도 평균 이하 결과를 보여 현재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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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어젠다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 개편 방향을 지원대상 및 품목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음.

- 대내외여건 변화 대응 및 새로운 어젠다 정책 역량 강화, 생산·성장 중심에서 경제·사회·

환경적 지속가능성 중심으로의 농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전통적 1차 산업 육성업무 효

율화 필요

- 식량·원예·축산 등 품목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자 했던 조직구조에서 수급안

정·산업진흥·소비안전 등 기능 중심으로 조직 재편 

3.3. 정책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의 기획 및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제시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정책 기획 및 통합컨트

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탄소중립, 혁신성장, 균형발전 등 농업·농촌과 연계된 주요 어젠다에 대해 정책을 기획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관련 정책 어젠다에 대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개편 방

향이 필요함. 

- 검역·방역 등 현재 수행 중인 집행 기능은 지자체, 소속기관에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소속기관 재편도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정책의 기반인 농식품 R&D의 성과제고를 위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

체계가 필요함.

- 저출산·고령화 여건과 연계된 농촌재생 어젠다의 능동적 수행을 위해 범부처 정책추진 및 

컨트롤타워 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이 요구됨.

❍ 중앙정부 기획 기능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집행 업무에 대한 일

괄적인 지자체 이관은 바람직하지 않음. 농지보전, 환경보전, 안전관리 등 지자체 특성을 고

려한 적용보다는 중앙정부의 일관적 기준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분야가 다수

임. 이에 기존 지방조직을 지역 농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편하는 방안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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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수요자 관심을 반영한 농정어젠다 수행

❍ 농업생산, 농가소득, 삶의 질 정책 등 농업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소에 대한 농업

인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어 경영안정정책, 농촌정책에서의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가 여전함.

- 특히 최근 들어 농업소득 외에도 농촌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어, 농촌의 

환경 및 경관 보전과 여가 활동 장소로서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국민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반면, FTA 등으로 인한 시장 개방 이슈에 대해서는 농업인 조사에서도 관심이 감소하고 

있어 개방에 대응한 구조개선정책, 보완대책에 대한 투자보다는 탄소중립, 혁신성장에 대

한 투자가 요구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필요함. 

❍ 농정 목표인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은 농업인·도시민 구별 없이 농업·농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식품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가 필요하고, 안정적으로 소비자에 공급할 수 있도록 농지 등 기반 유지가 필요함.

- 현재 단계별 관리체계가 분산되어 있는 농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검토하고, 국민들

이 안전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먹거리 보장 정책이 강화되어야 함.

❍ 도시민들은 농산물의 최종 소비자로서 농업·농촌을 의식하고 있어 농식품의 안전하고 안정

적인 생산, 공급안정으로 인한 가격 변동에 관심이 높았고, 문화유산 보존·계승 등 농업·농

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 및 기능도 산

업정책 혹은 사회정책이 아닌 융복합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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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농식품 분야 조직 사례5

1. 미국

1.1. 농식품 조직 현황

❍ 미국 농무부는 정책 성격 및 사업업무영역에 따라 농업생산 및 보호, 식품·영양 및 소비자 

지원, 식품안전관리, 유통·검역 및 검사, 자연자원 및 환경, 농촌개발, 연구·교육 및 경제, 무

역 및 해외농업 분야로 총 8개 부문으로 나누어짐.

- 산하에 부문별 1~5개의 기관이 소속되어 있으며 18개의 산하기관이 있음. 또한 업무추진

에 필요한 주 및 세계 각 지역에 사무소를 둠.

❍ 농업생산 및 보호 부문은 농장을 경영하는 농가들을 시장변동, 자연재해 등 불확실성으로부

터 보호하고 농업경영 안정 및 농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담당하며 농업지원청(FSA), 

위험관리청(RMA), 자연자원보존청(NRCS), FPAC센터 등이 소속되어 있음.

- 농업지원청은 농업정책 시행, 신용 및 대출 프로그램 관리를 맡고 있으며 전국의 지역 사

무소를 통해 재해 및 농가 마케팅 프로그램 등을 관리함.

- 위험관리청은 농가의 위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수행하며 농가경제의 안정

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함.

- 자연자원보존청은 자연 자원과 환경을 보존하고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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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PAC 센터는 작물 보험, 보존 프로그램, 농장 안전망 프로그램, 대출 및 재해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의 중대한 위험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농업지원청 및 위험관리청, 자

연자원보존청 소속 직원과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주로 연방, 주, 비영리 단체 및 영

리 단체와의 계약 체결, 보조금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식품·영양 및 소비자 지원 부문은 국민의 영양과 건강 개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저소득 

계층에 대한 식량지원 확대, 적절한 영양제공, 운동 촉구를 통해 미국인의 영양과 건강수준

을 개선함.

- 소속기관인 식품영양청(FNS)은 식량안보 강화, 어린이 및 저소득 계층 대상 식량 지원 업

무를 수행하며 식량, 건강한 식단, 영양 교육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식품안전관리 부문은 안전하고 영향이 풍부한 균형잡힌 식단 제공을 목표로 하며 식품의 안

전관리 관련 업무는 식품검사청(FSIS)에서 담당함.

- 식품검사청은 공중보건과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육류, 가금류 및 난류 제품에 대한 안전

성 검사 등을 관리함.

❍ 유통·검역 및 검사 부문은 미국 농산물의 국내외 유통 확대, 동식물 건강 및 후생 보호를 임

무로 하며 미국산 농산물의 유통 및 식품안전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함. 산하기관으로

는 농업유통청(AMS), 동식물검역청(APHIS)가 있음.

- 농업유통청은 공정 거래 보장,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시장 촉진, 농산물의 전략적 마케팅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마케팅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017년 곡물

검사유통관리청(Grain Inspection, Packers and Stockyards Administration) 및 농

업지원청(FSA)의 일부 프로그램 영역 합병을 통하여 농가, 축산업자 등 정책수요자의 요

구를 충족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 동식물검역청은 동물과 식물의 건강,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 

공중 보건에 기여함.

❍ 자연자원 및 환경 부문은 미국 산림 및 초지를 관리하며 사유지 및 공유지의 자연자원에 대

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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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하여 산림청에서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및 환경관리 업무를 통해 국가 산림, 초지

의 보전, 다양성 및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음.

❍ 농촌개발 부문은 미국 내 농촌지역의 경제활동 기회 증진,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세

계 시장에서의 농업경영체 및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 업무를 담당함. 산하기관으로는 농촌주

택청(RHS), 농촌설비청(RUS), 농촌기업청(RBS)가 있음.

- 농촌주택청은 농촌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 주거환

경 개선, 지역사회 필수 시설 건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농촌노동자를 위한 주

택 대출, 보조금 등을 지원함.

- 농촌설비청은 농촌 지역사회의 인프라 구축 및 자금 조달 역할을 수행하며 수도, 폐기물 

처리, 전력 및 통신 서비스가 포함됨.

- 농촌기업청은 농촌주민을 위한 취업 교육뿐만 아니라 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지원하

며 주민의 창업 지원, 농업 시장에서의 취업에 도움을 줌.

❍ 연구·교육 및 경제 부문은 농산물 및 식품 연구, 경제 및 통계 분석과 농가 지도, 훈련 및 교

육사업, 농업 관련 기술·정보 개발, 응용, 보급 업무를 수행함. 연구·교육 및 경제 부문은 차

관이 총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수석과학자를 겸하고 있음. 수석과학관실은 농업 R&D의 

총괄 및 조정, 전략적 우선순위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함. 또한,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기 위해 산하에 농업연구청, 국립농업통계청, 국립식품농업연구소, 경제조사청 등 4개 소속

기관을 둠.

- 농업연구청은 농무부의 주요 과학 연구기관으로 현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에게 영향을 미

치는 농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임무로 함.

- 국립농업통계청은 농가, 기업 및 공무원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농업 및 농촌 데이터 서

비스를 제공함.

- 국립식품농업연구소는 농업 연구, 교육 및 지도보급 중심의 투자·발전을 통한 사회적 과

제 해결을 임무로 함.

- 경제조사청은 농무부의 사회 과학 연구기관으로 정책 및 시장 분석을 통해 연구 결과 및 

사회 경제 지표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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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국 ◦ 부서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범죄행위 조사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 제고

법무자문국 ◦ 모든 프로그램 및 활동에 관한 부서 관리나 기관에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법률 기관

재정국 ◦ 효과적인 정책 관리와 프로그램 결정 및 구현에 필요한 재무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환경 조성

수석경제관실
◦ 농업 시장과 관련된 경제 정보기관으로 농식품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또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위

험 평가, 비용 이익 분석

사무국
◦ 장관실의 직속 서신을 관리, 특별 프로젝트 수행 지원, 국가 안보 기밀 항목을 포함한 장관 기록의 조

직, 저장 및 접근 관리

예산평가국
◦ 부서의 예산, 입법 및 규제 기능에 대한 조정 및 방향을 제공, 중요한 정책의 구현을 지원하기 위한 분

석 및 평가를 제공

대외협력국
◦ 중앙 집중식 정보 서비스, 일반 국민 대상 USDA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및 기능 설명 전략, 제품 및 서

비스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리더십, 조정, 전문 지식 등을 제공

부족관계국 ◦ 농무부와 부족 정부 간의 관계를 담당

시민참여국
◦ 농촌 및 소외된 지역 사회에 대한 파트너십을 개발·유지,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를 통해 해당 지역 사

회에 교육, 자원을 제공

재심사무국
◦ 국가 항소부(NAD), 행정법률판사국(OALJ), 법무관실(OJO)로 구성됨. 세 기관에 대한 계획, 조정 

및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기관별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및 일관성을 촉진

수석정보관실
◦ 정보 기술의 설계, 취득, 유지 보수, 사용 및 폐기의 감독 및 조정에 대해 관리

- 정보 기술 자원을 사용하여 서비스의 품질, 일정 및 비용 효율성을 개선

<표 5-1> 농무부 조직 구성 및 주요 역할

❍ 무역 및 해외농업 부문에는 해외농업청(FAS)이 소속되어 있으며 미국 농산물에 대한 해외 

시장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해외농업청(FAS)은 새로운 시장을 구축하고 세계 시장에서 미국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하

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함.

<그림 5-1> 미국 농무부의 조직 체계

자료: USDA(https://www.usda.gov/our-agency/agencies)를 참고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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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기능 및 역할

농업생산 및 보호

◦ 농작물 보험, 보전 프로그램, 농장 안전망 프로그램, 대출 프로그램, 재난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의 위
험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 시행

- (FPAC 센터) 농업지원청 및 위험관리청, 자연자원보존청 소속 직원,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 연방, 
주, 비영리 단체 및 영리 단체와의 계약 체결, 보조금 신청 등의 업무 수행

- (농업지원청) 농업정책 시행, 신용 및 대출 프로그램 관리를 맡고 있으며 전국의 지역 사무소를 통해 
재해 및 농가 마케팅 프로그램 등을 관리

- (위험관리청) 농가의 위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 수행
- (자연자원보존청) 자연 자원 및 환경 보존, 유지 개선 업무 수행

식품·영양 및 소비자 지원
◦ 국민의 영양과 건강 개선을 위해 영양 지원 프로그램 및 홍보센터 운영

- (식품영양청) 식량안보 강화, 어린이 및 저소득 계층 대상 식량 지원 업무 수행, 식량, 건강한 식단, 영
양 교육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식품안전관리
◦ 공중 보건 기관으로서 육류, 가금류 및 난류 등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 업무 담당

- (식품검사청) 육류, 가금류 및 난류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등 관리

유통·검역 및 검사

◦ 자국 내외 유통 촉진, 동식물 건강 보호, 유전자 조작 규제, 동물복지법 시행, 야생동물 피해 관리 활동 
수행

- (농업유통청) 공정 거래 보장, 경쟁력 있는 시장 촉진, 농산물의 전략적 마케팅 등 다양한 역할 수행, 
유통체계 개발

- (동식물검역청) 동물과 식물의 건강, 관리 업무 담당

자연자원 및 환경
◦ 부족 및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산림, 초지 보존 및 다양성 유지

- (산림청)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및 환경관리 업무 담당

농촌개발

◦ 농촌 주택 제공, 도로, 교량 및 수도 정비 등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와 대출, 보조금, 기술 지원 등 다양
한 지원사업 추진

- (농촌주택청) 농촌 주거환경 개선, 지역사회 필수 시설 건설 등 프로그램 추진, 주택 대출, 보조금 등
을 지원

- (농촌설비청) 농촌 지역사회의 인프라 구축 및 자금 조달 역할 수행
- (농촌기업청) 농촌주민을 위한 취업 교육, 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지원

연구·교육 및 경제

◦ 농산물 및 식품 연구, 경제 및 통계 분석, 농가 지도 및 교육사업, 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업무를 
수행

- (수석과학관실) 농업 R&D의 총괄 및 조정, 전략적 우선순위 결정 등 담당
- (농업연구청) 농업 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한 연구 담당
- (국립농업통계청) 농업 및 농촌 데이터 서비스 제공
- (국립농식품연구소) 농업 연구, 교육 및 확장 담당
- (경제조사청) 정책 및 시장 분석을 통해 연구 결과 및 사회 경제 지표 제공

무역 및 해외농업
◦ 농업의 해외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정보, 무역정책, 무욕촉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농산물 수출 

촉진
- (해외농업지원청) 해외시장 개척 프로그램 운영

자료: USDA(https://www.usda.gov/our-agency/agencies)를 참고하여 정리함.

부문 기관 조직 현황

농업생산 및 보호

농업지원청(FSA)
◦ 현장 조직 본부장(Deputy Administrator) 아래 51개의 주(State) 사

무소, 2,124개의 군(County) 사무소로 구성

위험관리청(RMA)
◦ 보험 본부장(Deputy Administrator for Insurance Services) 아래 

재보험부, 위험 관리 교육부, 위험 관리부와 10개의 지역 사무소 운영 

자연자원보존청(NRCS) ◦ 12개의 국립센터와 51개의 주 사무소 운영

식품·영양 및 소비자 지원 식품영양청(FNS) ◦ 전체 행정구역을 7개로 나누어 지역 사무소 운영

농촌 개발 ◦ 농촌 개발 부문 소속 45개의 주 사무소 운영

연구·교육 및 경제
농업연구청(ARS) ◦ 연구실을 5개 구역으로 나누어 현장 연구 및 정보 전달 역할을 수행

국립농업통계청(NASS) ◦ 12개의 지역 사무소 운영, 각 사무소는 소속된 주별 통계 작업을 담당

<표 5-2> 농무부 부문별 지방조직 현황

자료: USDA 각 소속기관 홈페이지(https://www.usda.gov/our-agency/agencies)를 참고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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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및 기관(조직)

예산 인력

2020
(확정)

2021
(잠정)

2020
(확정)

2021
(잠정)

농업생산 및 보호(Farm Production and Conservation: FPAC) 33,136 48,435 13,109 16,154

농업지원청(Farm Service Agency: FSA) 1,828 7,342 2,841 3,157

상품 신용거래 조합(Commodity Credit Corporation) 16,883 27,013 - -

위험관리청(Risk Management Agency: RMA) 9,895 9,047 355 380

자연자원보전청(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NRCS) 4,279 4,752 8,597 11,011

FPAC 비즈니스 센터 251 281 1,316 1,606

무역 및 해외농업(Trade and Foreign Agricultural Affairs: TFAA) 2,099 1,880 802 779

해외농업지원청(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AS) 185 280 802 779

P.L. 480 1,914 1,600 - -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 RD) 8,349 5,748 4,416 4,766

농촌 사업 협력 지원청(Rural Business-Cooperative Service) 51 608

4,416 4,766
농촌 주택청(Rural Housing Service) 2,915 2,027

농촌 시설청(Rural Utilities Service) 5,124 2,919

Salaries & Expenses 259 194

식량·영양 및 소비자 지원(Food, Nutrition and Consumer Services: FNCS) 114,230 200,198 1,374 1,539

식품영양청(Food and Nutrition Service: FNS) 114,230 200,198 1,374 1,539

식품안전관리(Food Safety: FS) 1,061 1,130 8,514 9,190

식품검사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1,061 1,130 8,514 9,190

자연자원  및  환경(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NRE) 6,361 8,845 30,045 31,698

산림청(Forest Service: FS) 6,361 8,845 30,045 31,698

유통·검역 및 검사업무(Marketing and Regulatory Programs: MRP) 2,756 3,734 10,407 11,682

농업유통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 462 458 3,167 3,702

동식물검역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 1,390 1,869 7,240 7,980

Section 32 Funds 904 1,407 - -

연구·교육 및 통계지원(Research, Education and Economics: REE) 2,971 3,223 6,832 7,853

농업연구청(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 1,348 1,453 5,625 6,405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Service: ERS) 69 87 194 329

국립농업통계청(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NASS) 166 217 820 850

국립식량농업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NIFA) 1,388 1,466 193 269

지원 부서운영비(Departmental Activities) 16147 19,616 3,820 4,571

소계2) 187,110 292,809 79,319 88,232

총계3) 184,221 288,706 86,434 96,072

<표 5-3> 미국 농무부 인력 및 예산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명

주 1) 예산 항목은 지출값(Outlay)의 추정치를 사용함.

    2) 예산 소계는 예산에서 윗 값을 모두 합한 값이며 총계는 예산 소계에서 이자수익 등을 차감한 값임.

    3) 인력 소계는 연방정부 소속 인원의 합계이며 총계에서는 USDA에서 일하는 총 인력, 즉 연방정부 소속이 아닌 인원을 

포함함.

자료: USDA(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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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국 동식물검역 분야

1.2.1.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內 연구기관3)

❍ 조직 연혁

- (연방법 의거한 정부 소속기관) 동식물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미국 최대의 동

식물 질병 연구기관으로 연방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음.

- ARS는 미국 농무부 소속기관(in-house agency)으로,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림부 4

개 소속기관 중 하나이며, 이 중 동물 질병을 연구하는 대표적 기관으로 Animal Disease 

Research와 National Animal Disease Center가 있음.

- (예산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최대 규모 종합 연구 기관) 동식물 질병 연구뿐만 아니라 동식

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연구를 수행하는 종합 연구기관임.

❍ 동물 특화 연구 기관 1: Animal Disease Research

- (Animal Disease Research) Animal Disease Research는 Pacific West Area에 소

속된 연구기관으로 가축 질병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으나 주로 백신 개발과 관련된 

기초연구에 집중하고 있음. 특히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이러스의 위험성에 대

한 연구들을 수행함.

- 아래 <표 5-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Animal Disease Research 의 조직은 크게 6

개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행정지원 인력은 모두 6명이며, 동물 질병 연구 29명, 식물 테

스트 연구 18명, 농작물 유전 연구 14명, 지속가능한 환경 연구 8명, 그리고 농작물 유전

자 연구에 24명이 종사하고 있음.

- (다양한 협업 주체) Animal Disease Research는 미국 농림부에 소속된 연구 기관이지

만 다양한 주체들과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를 통하여 연구 결과를 확산하고 

농림부의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도 깊

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연구 성과를 적재적소로 제공할 수 있음.

-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다양한 협업주체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연

구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음. 현재 ADR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들은 크게 

3) 이재호 외(2020)에서 발췌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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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프로젝트(In-house appropriated), 기관 내 협력 과제(Interagency Agreement), 

타부처 협력 과제(cooperative agreement)로 분류될 수 있음.

<표 5-4> Animal Disease Research 연구 조직 및 인력

기능 분류 인력(명)

행정 지원 인력 (Location Support Staff) 6

동물 질병 연구 (Animal Disease Research) 29

식물 테스트 연구 (Plant Germplasm Introduction and Testing Research) 18

농작물 유전 연구 (Gain Legume Genetics Physiology Research) 14

지속가능한 환경 연구 (Northwest Sustainable Agroecosystems Research) 8

농작물 유전자 연구 (Wheat Health, Genetics, and Quality Research) 24

자료: 이재호 외(2020). 동식물질병 종합대응을 위한 연구기구 설립검토.

❍ 동물 특화 연구 기관 2: National Animal Disease Center

- (National Animal Disease Center) NADC의 경우 가축과 가금류 질병을 연구함. 특히 

가축과 가금류 상품화를 저해하는 전염병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들을 수행함.

- (경제적 관점에서의 연구 수행) 특히 가축 질병이 농가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에 초점을 맞

추어서 연구를 진행하며, 기초연구보다는 시장에서의 상품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응용 연

구, 백신 개발 연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 (인수공통감염병 연구) 사회적, 경제적 관점에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동물에서 인

간에게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다양한 연구기관과의 협업체계) National Animal Disease Center는 다양한 협력 주

체들과의 공동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협력 주체들은 타 정부 부처 기관에서

부터 대학 연구소, 민간 기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함.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공동 프로젝

트들의 현황은 아래 <표 5-5>와 같음.

- 대학, 민간기업, 타부처, 부처내부기관 등 다양하게 협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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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National Animal Disease Center 협력기관

프로젝트 이름 협력기관 협력기관 성격

Investigation of a PRNP Polymorphism on Susceptibility to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AUBURN UNIVERSITY,
Auburn, AL

대학

Immune Assay to Evaluate Cross-Protection Following 
Influenza Virus Vaccination

BOEHRINGER INGELHEIM 
VETMEDICA, INC., Saint Joseph, MO

민간기업

Development of a Transgenic Mouse that Expresses the 
Bovine Prion Polymorphism T231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CLEVELAND, OH

대학

The Study of Influenza A Viruses in the Swine Host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TLANTA, GA

민간연구소

Rapid Evolution of Influenza A Viruses in Swine Results in 
Zoonotic Viruses with Human Pandemic Potential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DAR, 

Commonwealth)
타부처

Survival of the Animal Pathogen Bordetella bronchiseptica 
in Aerosols

FOOD & DRUG ADMINISTRATION, 
SILVER SPRING, MD

타부처

Characterization of Virus Isolates in Support of Swine 
Influenza A Virus Surveillance and Diagnostics

IOWA STATE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AMES, 

IA
대학

Cell Based Therapeutic Approach for Immunomodulation 
of Inflammatory Response for a Better Outcome in Dairy 

Animals with Mastitis

ISRAEL-U.S. BINATIONAL 
INDUSTRIAL RESEARCH &, RISHON 

LEZION 7528809
국제기구

Continued Development of Antibodies for Bottlenose 
Dolphin Immune Assay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NAVY, ARLINGTON, VA

타부처 (해군)

USDA Swine Influenza Virus Surveillance System: 
Computational Evolutionary Biology of Whole Genome 

Sequences - Continuation
USDA, APHIS, AMES, IA 부처 내부

자료: 이재호 외(2020). 동식물질병 종합대응을 위한 연구기구 설립검토.

1.2.2. 역학조사 및 진단 기능 조사 기관

□ 유기적·통합적 역학 조사 필요성

❍ (질병 위험 단계에 따른 유기적 조사) 해외 선진국에서는 역학조사를 일회성의 단편적 업무

로 인식하기보다, 동물성 감염병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유기적 절차의 일부로 판단하고 

있음.

❍ (통합적 시스템 구축) 미국, 세계동물보건기구, UN에서는 역학 조사와 진단, 그리고 데이터 

축적을 합하여 감시(surveillance)라는 하나의 제도로 명명하고 있음.

❍ (역학 조사 내 정보의 흐름과 모니터링) 역학 조사 수행 시, 동물 질병에 대한 정보의 흐름은 

아래 <그림 5-2>와 같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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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축 등 동물에게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이에 관한 정보가 농부, 수의사, 역학 조사

팀,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의 순서로 전달되어야 함. 정책 입안자들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된 전략과 정책은 다시 농부와 수의사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전 과정은 정부에 의

하여 모니터링 및 관리되어야 함.

<그림 5-2> 역학 조사 내 정보 흐름

자료: 이재호 외(2020) 재인용.

□ 역학조사

❍ 역학 조사의 시행은 크게 진단(diagnostic test)와 정보의 축적(data collection and 

management)로 이루어짐(USDA APHIS, 2020). 

- 이 중 현재는 진단과 조사 업무만이 역학 조사 업무로 인식

- 사실 정보의 축적과 분석, 그리고 이에 기반한 미래 상황 예측은 감염성 질병의 전파를 조

기에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됨.

□ 정보의 축적

❍ (재난형 감염성 질병) 역학 조사를 통하여 도출한 정보들은 디지털 DB 구축을 통하여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되어야 함.

❍ (연구를 통한 심화된 정보 축적) 단순히 역학 조사를 통하여 도출한 단편적 정보만을 축적하

는 것이 아니라, 실험실 내 연구와 조사를 통하여 질병의 발생 원인과 바이러스 특성 등 향후 

동물성 감염병 창궐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아래와 같은 단

계를 통하여 정보 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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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정보 축적의 흐름

자료: 이재호 외(2020) 재인용.

□ 미국 농무부 산하 APHIS (Animal Health and Inspection Service)

❍ (경제학적 모델링 통한 예측) 축적된 정보를 숙련된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경제학적 모델을 

구축하는 데 활용

- 미국 농림부 산하 APHIS(Animal Health and Inspection Service)에서는 역학 조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정보를 축적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경제학자들로 하여

금 경제학적 모델을 구축하는 데 활용하게 함. 

- 이를 통하여 감염병 전파 경로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성 등을 예측할 수 있음.

❍ GIS 활용한 정보 구축

- 미국 APHIS는 GIS를 활용하여 역학 조사 정보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미국 동물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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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청 조직도

자료: USDA APHIS(https://www.aphis.usda.gov/aphis/banner/aboutaphis/SA_APHIS_Organization, 검색일: 2021. 

08.31.)

1.2.3. 식물보호 및 검역 본부

❍ 동식물검역청(APHIS) 산하 식물보호 및 검역본부(PPQ)는 해충 및 유해 잡초의 유입, 확산

과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농업과 천연 자원을 보호하고 농산물의 안전한 거래를 촉진하는 것

을 목표로 함.

- 조직은 핵심 기능인 운영 관리, 국내 운영 및 위기대응, 현장 운영, 국제 식물위생 관리 및 

표준, 병해충 검역 및 수입, 과학기술, 총 6개의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됨.

❍ 운영 관리부는 4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 지원, 직무교육 등을 담당함. 식물검역 

능력 강화를 위해 분석 전문가 그룹인 식물위생학 고급분석팀을 운영 중이며 전문성 개발 

센터를 통해 식물검역 전문가를 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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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운영 및 위기대응부는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및 분류, 긴급조치, 위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장 운영부는 현장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사무소를 관리하며 6개의 지역 사무소가 운

영되고 있음.

❍ 국제 식물위생 관리 및 표준부는 2개의 과로 운영되며 국제 식물위생 표준 개발, 전략적 우

선순위 설정 및 계획 개발, 식물위생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지원함.

❍ 병해충 검역 및 수입부는 효과적인 규정 및 정책 수립을 위해 검역대상 식물 판단 등 식물 및 

목재류의 수입을 규제함. 병해충과 유해 잡초의 유입, 확산과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미국 농

업과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식물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함.

- 수출 식물에 대한 식물위생 인증서를 발급하여 농가 및 수출업자를 지원하기도 함. 해당 

인증서는 식물 수입국의 요구조건 충족 여부 판별에 활용됨.

- 또한, 동식물 검역정책 수립, 세관 협력, 품질인증 관리, 소독처리, 동식물성 폐기물 처리 

업무를 담당함.

- 이 외에도 식물검역 수수료 징수 및 분석, 농산물 수입검역요건, 식물검역 매뉴얼, 식물류 

수입허가, 병해충 사용허가 등 기타 검역 및 관련규정 관리 업무를 수행함.

❍ 과학기술부는 과학 기술을 통해 국내외 데이터를 관찰하여 병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

을 하고 병해충 유입 시 생물학적 통제 또는 제한하는 전략을 개발함.

- 식물보호 및 검역본부의 과학기술부는 PPQ 규정 설정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과학적, 

분석적 지원을 제공함. 또한, 식물 병해충 탐지, 퇴치, 관리에 실용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본부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함. 현재 7개의 주요 연구소와 과학자, 분석가 및 지원 인력

을 포함한 약 23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내 및 긴급 과학기술 지원과는 식물 보호 위기 대응, 국내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대한 

과학적인 지원을 제공함. 식물 병해충을 통제를 위한 생물학적 통제 프로그램, 초파리 관

리 프로그램, 국립 식물보호 실험실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함.

- 국가 건전 육묘 네트워크는 과수, 포도, 홉, 베리, 감귤류, 고구마, 장미에 대한 무질병 육

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며 20개 주, 35개의 지원센터가 있음. 지원센터는 식물 병원체 

진단, 치료 등을 통해 무질병 육묘 보급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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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병해충 연구실은 농산물, 천연 자원 및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외래 식물 병해출 담지, 

조사 및 통제 역할을 담당함.

- 곤충관리 및 분자진단실은 곤충 및 무척추동물을 대상으로 병해충 탐지 및 관리, 치료, 진

단도구 개발 업무를 수행함.

- 해충 감식 기술 실험실은 식물보호 및 검역본부 및 협력 대상에게 해충에 대한 사용자 친

화적이며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식별 정보를 제공함.

- 식물병원체 확인 진단 실험실은 규제 대상인 식물 병원체 탐지를 위한 진단 방법을 개발

하고 적용, 검증 및 활용 업무를 수행함.

- 식물 병해충 위험 분석과는 식물보호 및 검역본부의 정책 및 운영 결정 시 활용할 수 있도

록 위험도 분석 실시 및 기타 과학 제품을 개발함.

- 식물 치료 및 검사방법 실험실은 물품 검역, 치료 및 병해충 관리 기술을 개발·검증함.

❍ 식물보호 및 검역본부는 국가식물위원회(NPB)와 협력을 통해 각 연방 및 주 당국, 자산과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식물 건강 보호와 안전한 무역 거래를 지원함.

<그림 5-5>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청 식물보호 및 검역 업무

주: 현장운영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남서부주 담당 (AZ, AR, CA, NM, OK, LA, TX) - 응급지원기능, 수의사, 정보관

리, 2) 남동부주 담당(DE, GA, PR, NC/SC, TN/KY, VA, FL, AL/MS, MD, WV) - 밀수금지 및 교역허가, 수입/검역, 식

물유전자, 3) 북동부주 담당(CT/MA/RI, ME, MN, NJ, NY, PA, VT/NH, WI, MI, IN, OH, IL) - 사전, 생물공학, 수출, 

교역, 4) 북서부주 담당(AK/WA, CO, HI, ID, IA, MO, MT, ND, NE/KS, NV/UT, OR, SD, WY) - 검출 및 답변, 5) 병

해충 관리, 안전 조직관리 -  해충관리, 항공기 관리, 안전 및 위생, 6) 행정지원

자료: USDA APHIS(https://www.aphis.usda.gov/aphis/ourfocus/planthealth/ppq-program-overview/ppq-

organization)를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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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동식물검역청 수의본부(VS) 조직도

자료: 데일리벳 기사 참고(https://www.dailyvet.co.kr/news/prevention-hygiene/107030, 검색일: 2021. 11. 01.)

<그림 5-7> 동식물검역청 야생동물본부(WS) 조직도

자료: USDA APHIS(https://www.aphis.usda.gov/aphis/ourfocus/wildlifedamage/sa_program_overview/ct_ws_

organization, 검색일: 2021.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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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국 기후대응 분야

1.3.1. 수석경제관실(OFFICE OF THE CHIEF ECONOMIST)

❍ 수석경제관실(OCE)는 농무부의 경제 및 정책 관련 연구 분석을 중점적으로 다룸.

- 공공 및 개별 의사결정자에게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 문제와 현안에 대해 편중되지 

않은 정보와 데이터 중심의 분석을 제공하고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함.

❍ 수석경제관실은 세계 농업 전망 위원회(WAOB), OCE 직속 사무국(IO), 위험 평가 및 비용

편익 분석국(ORACBA), 해충 관리정책국(OPMP), 에너지 및 환경 정책국(OEEP), 총 5개

의 사무국으로 구성됨.

❍ 세계 농업 전망 위원회(WAOB)는 미국 및 세계 농업에 대한 경제정보 및 원자재 전망을 담

당함. 위원회에서는 월간 세계 농업 공급 및 수요 추정 보고서(WASDE)와 함께 장기 농업 

전망에 대해 조정, 검토 및 승인함.

- 수석경제관실 내 기상학자는 해당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기상 판단 및 실시간 수확량 

정보를 담당함. 정기적으로 기상 측정법을 개발하여 국제 및 국내 작물 생산에 영향을 미

치는 날씨에 대한 부서장 업무지침과 세계 농업 공급 및 수요 추정에 도움을 줌.

❍ OCE 직속 사무국(IO)은 경제 및 정책 분석을 수행하고 장관에게 시장 개발, 프로그램 변경, 

입법 제안, 미국 주요 무역 이니셔티브와 농업 노동 문제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조언함. 직속 

사무실 직원은 또한 부서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식품 손실 및 폐기물 활동을 조정함.

❍ 위험 평가 및 비용편익 분석국(ORACBA)은 농무부에서 제안한 주요 규제에 대하여 해당 규

제가 과학적, 경제적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지 검토·검증함.

❍ 해충 관리 정책국(OPMP)은 농약, 생명공학, 통합 해충 관리 및 관련 주제에 대한 농무부 정

책을 개발하고 조정함.

❍ 에너지 및 환경 정책국(OEEP)은 에너지, 환경 시장, 기후 변화 활동을 중점적으로 다르며 

농무부와 정책대상자(the people we serve)가 미래의 도전과 기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분

석 및 평가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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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수석경제관실(OCE) 조직도

자료: USDA OCE(https://www.usda.gov/oce)를 참고하여 정리함.

1.3.2. 에너지 및 환경 정책국(OEEP) 세부 사무소

❍ 에너지 및 환경 정책국(Office of Energy and Environmental Policy)은 에너지, 환경 시

장, 기후 변화에 초점을 두고 농무부와 정책대상자(the people we serve)가 미래의 도전과 

기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 주로 에너지 개발 및 환경 정책 해결을 위한 정책 분석, 장기 계

획, 연구 우선 순위 설정 및 대응 전략을 조정함.

-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및 자원을 개발하고, 기후에 탄력 있고 지속 가능한 농장, 목장, 농촌 

토지 및 농촌 지역 사회를 건설하고, 친환경 제품 및 환경 보존에 대한 시장을 확대하고, 

농업인의 환경 보존 의사 결정을 지원함.

❍ 에너지 및 환경 정책국(OEEP)은 기후 변화 프로그램 사무소(CCPO), 에너지 정책 및 신재

생 에너지 사무소(OEPNU), 환경 시장 사무소(OEM)로 구성됨.

□ 기후 변화 프로그램 사무소(CCPO)

❍ 농무부는 기후탄력적 경관과 농촌 경제 시스템을 추진하며 기후 판단, 기후변화 적응 및 완

화 분석, 비용편익 분석, 농업, 산림, 방목지 및 농촌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수단에 기여함.

❍ 기후 변화 프로그램 사무소(CCPO, Climate Change Program Office)는 에너지 및 환경 

정책국(OEEP) 내에서 운영되며 농무부 전반에 걸친 농업, 농촌 및 임업 관련 기후 변화 프

로그램과 정책 문제를 조정함. 기후 변화 프로그램 사무소(CCPO)를 통해 농무부의 기후 변

화 및 제안된 대응 전략의 영향 분석이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평가임을 보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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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정책 및 신재생 에너지 사무소(OEPNU, The Office of Energy Policy and New Uses)

❍ 에너지 정책 및 신재생 에너지 사무소(OEPNU)는 에너지 및 환경 정책국(OEEP) 내에서 운

영되며 농무부 장관의 에너지 정책, 프로그램 및 전략 개발·조정 업무를 지원함. 또한, 농무

부가 빠르게 발전하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에너지 정책 및 신재생 에너지 사무소(OEPNU)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음.

- 바이오 연료 및 바이오 기반 제품으로 창출되는 경제적 수익을 조사하는 미국 바이오 기

반 경제 보고서의 연례 지표들을 게시함.

- 미국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하여 저렴하고 환경 친화적인 바이오 연료, 바이오 제품 및 

바이오 파워(Biopower)를 생산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가속화하기 위한 연방 바이오매스 

연구발전 위원회(BR&D, Federal Biomass Research and Development)를 지원함.

- EPA 및 기타 연방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생 가능한 연료 표준(RFS) 프로그램을 구현, 

모니터링 및 업데이트함.

□ 환경 시장 사무소(OEM)

❍ 환경 시장은 사유지의 환경 보전을 위한 자금을 활용하는 혁신적인 정책 접근 방식으로, 전

통적인 보존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함. 현재 탄소 및 온실 가스, 수질, 수량, 습

지, 서식지에 대한 시범적 환경 시장을 운영하고 있음.

❍ 2008년 식품·보존·에너지법(2008년 농장 법안이라고도 함)은 미국 농부, 목장주 및 산림 

소유주의 환경 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됨.

❍ 환경 시장 사무소(OEM)는 에너지 및 환경 정책국(OEEP) 내에서 운영되며 환경 시장 개발

을 지원하고 천연 자원 보존 서비스, 산림 서비스 및 경제 연구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산림청

을 포함한 농무부 내 여러 소속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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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2.1. 농식품 조직 현황

2.1.1. 농림수산성

❍ 일본의 농림수산식품 관련 정부기관은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의약생활국, 소비자청으로 

나눌 수 있음.

- 농림수산성은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은 역할을 하며 식료의 안정공급 확보, 농림

수산업의 발전, 농림어업자의 복지 증진, 농산어촌 및 중산간지역 진흥, 농업의 다원적 기

능 발휘, 삼림의 보존육성 및 삼림 생산력 증진, 수산자원의 보전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함.

- 후생노동성의 의약생활국은 식품안전 행정에서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식품위

생법 등에 의거한 식품의 안전 확보에 따른 국민 건강 보호를 도모함.

- 소비자청은 식품표시 및 소비자 권익 증진 등에 관한 전반전인 업무를 다루며 식품표시와 

관련된 식품표시법, 건강증진볍, 쌀이력추적법, 식품위생법, JAS 법 등의 입안 및 집행을 

담당함.

❍ 농림수산성은 대신관방, 정책총괄관과 6개의 내국(內局), 7개의 외국(外局), 2개의 외청(外

廳)을 두고 있음.

- 외국은 지방농정국을 지칭하며 권역당 하나의 지방농정국을 둠. 총 7개의 지방농정국과 

1개의 농정사무소를 두고 있음. 또한, 산하 지역조직으로 식물방역소, 나하 식물 방역 사

무소, 동물 검역소, 동물 의약품 검사소, 농림 수산 연수원, 농림 수산 정책 연구소가 있음.

- 외청은 임야청, 수산청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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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기능 및 역할

내국

대신관방

◦ 농림수산성 전체의 종합 조정, 정책평가, 재정 회계, 정보공개, 인사, 복지후생, 검사 및 감
사, 통계업무 담당

- (신사업·식품산업부) 신사업·식품산업 정책, 식품 생산 및 유통, 외식·식품 문화 업무 담당
- (검사감찰부) 검사 및 감사업무 담당
- (통계부) 농림수산통계업무 담당

소비·안전국 ◦ 소비자행정, 식생활교육, 식품안전정책 및 관리, 식물방역, 동물위생 및 방역 등을 담당

수출·국제국
◦ 국제업무 종합조정, 국제전략 기획, 시장개방 협상 및 기타 국제협상, WTO 업무, 국제기구

그룹 업무, 각 국 및 지역과의 관계, 해외투자 및 개발협력, 지적새산권 업무 담당

농업국
◦ 곡물, 원예작물, 화훼 및 시설원예, 차 등 작물별 담당부서와  기술보급, 농업환경대책, 무역 

및 사업 등농업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로 구분됨.

축산국 ◦ 축산진흥, 사료, 유제품, 우유 및 유제품, 육류 및 난류, 경마감독 등을 담당

경영국 ◦ 경영안정대책, 농지정책, 취농 및 여성정책, 협동조합, 농업금융, 보험 등을 담당

농촌진흥국
◦ (농촌정책부) 농촌정책, 지역진흥(일본형직접지불, 중산간지역지불 등), 도농교류, 도시농

업, 농촌환경대책 등을 담당
◦ (정비부) 농촌정비, 토지개량, 농지자원, 방재  등의 업무를 담당

농림수산기술회의
사무국

◦ 시험연구정책의 총괄 조정

외청

임야청
◦ 임업경영, 임산물 및 목재산업, 삼림계획, 삼림경영, 조림, 치산, 임도, 보안림, 삼림보호, 국

토녹화, 산촌진흥, 국유림사업 등

수산청
◦ 수산의 경영개선, 가공유통, 보험 및 공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 어업 지도감독, 국제협

력, 수산시험연구, 어장보전, 어항 및 어장 정비, 재해복구 등

외국 지방농정국
◦ 7개 권역(도호구, 칸토, 호쿠리쿠, 도카이, 추고쿠 시코쿠, 규슈)에 지방농정국과 훗카이도 

농정사무소를 설치함.

시설·
기관

식물방역소 ◦ 병해충의 침입, 확산 방지, 수출입 식물 및 국내 식물 검역

동물검역소 ◦ 동물·축산물 전염성 질환의 침입 방지, 수출입 검사

동물의약품검사소 ◦ 동물용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심사·검사·지도

농림수산연수소 ◦ 농림수산성 직원 및 관련 단체의 직원에 대한 연수 실시

농림수산정책연구소 ◦ 식량·농림수산업·농산어촌 동향 및 정책 연구

독립
행정
법인

농림수산소비안전
기술센터

◦ 비료, 농약, 사료, 애완동물 먹이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식품표시 등에 대한 검사

가축개량센터 ◦ 가축 개량 및 사양 관리 개선, 사료작물 종묘 생산·공급·검사, 강습 및 지원

농업·식품산업
기술종합연구기구

◦ 기반기술연구본부(농업정보, 로보틱스, 유전자원, 고도 분석 등 4개 센터), 부문별·지역별 
연구 부서 및 센터로 구성되어 농업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구 개발

국제농림수산업연구센터 ◦ 열대 및 아열대에 속하는 개발도상국 지역의 농림수산업 기술 향상에 대한 연구 진행

산림연구정비기구
◦ 삼림종합연구소, 임목육종센터, 지역별 삼림정비센터, 삼림보험센터로 구성되어 삼림 연

구·정비·보험 운영

수산연구교육기구 ◦ 수산업, 해양 생태계 모니터링 및 연구

농춖산업진흥기구
◦ 농축산업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로 경영 안정 대책, 수급 조정·가격 안정 대책, 재해·질병에 

대한 긴급 대책을 시행

<표 5-6> 농림수산성 조직 구성 및 주요 역할

자료: 이재호 외(2017). 미래환경 변화와 농식품부 기능 재설정 방안 연구. pp.141-142, 일본 농림수산성 및 각 기관 홈페이

지. 검색일: 2021.11.30.



주요국 농식품 분야 조직 사례 ❙   105

업무영역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 2021 2020 2021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확보(食料の安定供給の確保) 134.5 132.2 493.7 497.5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수요 개척(新たな価値の創出による需要の開拓) 0 0 0 0

글로벌 마켓의 전략적 개척(グローバルマーケットの戦略的な開拓) 6.4 6.7 0 0

소비자와 농식품 유대 강화(消費者と食・農とのつながりの深化) 0.3 0.6 0 0

식품 안전과 소비자의 신뢰 확보(食品の安全確保と消費者の信頼の確保) 8.7 8.5 0 0

종합적 식량 안보 확립(総合的な食料安全保障の確立) 118.9 116.5 493.7 497.5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農業の持続的な発展) 979.9 984.7 465.2 432.9

담당자의 육성·확보와 농업경영 
안정화(担い手の育成・確保等と農業経営の安定化)

378.5 374.8 465.2 432.9

농지집약화와 농지확보(農地集積・集約化と農地の確) 49.5 48.0 0 0

농업성장, 산업화, 국토 강화에 이바지하는 농업생산 기반 정비
(農業の成長産業化や国土強靱化に資する農業生産基盤整備)

31.8 31.7 0 0

수요 변화에 대응한 생산기반 강화와 유통 및 가공 구조 합리화
(需要構造等の変化に対応した生産基盤の強化と流通・加工構造の合理化)

426.5 433.7 42.6 28.4

농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農業の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の推進) 0.7 3.8 0 0

혁신 창출 및 기술 개발 추진(イノベーション創出・技術開発の推進) 92.4 92.3 0 0

환경정책의 추진(環境政策の推進) 0.1 0.1 0 0

농촌 진흥(農村の振興) 77.3 77.3 0 0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과 고용기회 확보
(地域資源を活用した所得と雇用機会の確保)

0 0 0 0

농촌 거주를 위한 조건 정비(農村に人が住み続けるための条件整備) 77.3 77.3 0 0

농촌의 새로운 활력 창출(農村を支える新たな動きや活力の創出) 0 0 0 0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부흥과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東日本大震災からの復旧・復興と大規模自然災害への対応)

0 0 0 0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와 부흥(東日本大震災からの復旧・復興) 0 0 0 0

대규모 자연재해 대비(大規模自然災害への備え) 0 0 0 0

대규모 자연재해로부터의 복구(大規模自然災害からの復旧) 0 0 0 0

산림의 다원적 기능 발휘와 임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
(森林の有する多面的機能の発揮と林業・木材産業の持続的かつ健全な発展)

242.3 212.5 364.5 361.5

산림의 다원적 기능 발휘(森林の有する多面的機能の発揮) 233.6 203.9 364.5 361.5

임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林業の持続的かつ健全な発展) 5.9 5.6 0 0

임산물의 공급 및 이용 확보(林産物の供給及び利用の確保) 2.7 2.9 0 0

수산물 안정공급과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
(水産物の安定供給と水産業の健全な発展)

125.1 119.3 18.2 18.1

수산 자원의 회복(水産資源の回復) 31.0 33.6 0 0

어업 경영의 안정(漁業経営の安定) 49.7 44.6 18.2 18.1

어촌의 건전한 발전(漁村の健全な発展) 44.3 41.0 0 0

정책의 연계성 강화(横断的に関係する政策) 6.4 4.6 0 0

정책 수요에 대응한 통계 작성과 이용 추진
(政策ニーズに対応した統計の作成と利用の推進)

6.4 4.6 0 0

총계¹⁾ 1,939.4 1,851.8 1,504.8 1,454.3

<표 5-7> 농림수산성 예산

단위: 10억 엔

주 1) 내수(內數) 금액 투입은 복수의 정책에 걸쳐서 정리할 수 있는 예산으로 총계에 합해서 표기함.

2) 소수점 두 번째 자리 이하는 버림 하여 표기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및 각 기관 홈페이지. 검색일: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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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농림수산성
(임야청, 수산청 제외)

19,337
(17,975)

19,014
(17,658)

18,693
(17,351)

22,630
(16,900)

22,115
(16,438)

21,526
(15,899)

21,149
(15,582)

20,759
(15,249)

20,387
(14,882)

20,007
(14,530)

지방 농정국 12,616 11,934 11,550 11,158 10,851 10,283 9,961 9,623 9,266 8,915

홋카이도 농정 사무소 595 623 608 596 580 606 597 572 558 537

지방농정부국 계 13,211 12,557 12,158 11,754 11,431 10,889 10,558 10,195 9,824 9,452

지방지분부국 비율, %
(임야청, 수산청 제외)

68.3
(73.5)

66.0
(71.1)

65.0
(70.1)

51.9
(69.6)

51.7
(69.5)

50.6
(68.5)

49.9
(67.8)

49.1
(66.9)

48.2
(66.0)

47.2
(65.1)

<표 5-8> 농림수산성 인원 추이

주 1) 농림수산성 인원은 각 연도 7월 현원 기준이고, 지방농정부국 인원은 정원 기준임.

   2) 2013년 임야청 현원이 크게 증가하였음.

자료: 政府統計の総合窓口. (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s?page=1&toukei=00000002&result_page=1, 2021. 

11. 10.), 農林水産省(2020).

❍ 일본 농림수산성은 환경정책, 수출촉진정책, 식품산업 및 축산업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2021년 7월 1일 조직을 개편함. 

<그림 5-9> 일본 농림수산성 조직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https://www.maff.go.jp/j/org/outline/index.html) 검색일: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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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일본 농림수산성 축산 및 방역 관련 업무 조직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https://www.maff.go.jp/j/org/outline/index.html) 검색일: 2021.08.31.

❍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는 소비․안전국에서 식품 안전 업무와 더불어 가축방역, 식물방역 업무

를 담당하고 있으며, 축산경영안정대책, 축산진흥, 사료, 우유 및 유제품, 식육 및 식용란, 

경마감독 등의 업무는 축산국에서 담당

- 2021년 7월 1일, 수출확대의 주축을 담당할 축산분야의 생산기반 강화 등을 추진하기 위

해 생산국 내 축산부를 축산국으로 승격

❍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도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나 해충에 대한 국내 

방역 및 국경 검역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그림 5-11> 일본 농림수산성 조직개편 전후 비교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https://www.maff.go.jp/j/org/outline/index.html) 검색일: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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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조직 및 정원 요구에 대한 일본 농림수산성 발표 내용

- 농림수산업의 성장 산업화와 그 토대가 되는 생산기반 강화,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의 

구축 등을 위해 농림 수산 행정을 둘러싼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비 추진

1. 농정개혁 추진을 위한 체제 강화

① 『미도리의 식량 시스템 전략』 추진을 위해 『대신관방 환경바이오매스정책과 미도리식

량시스템추진실(가칭)』설치. 유기농업의 생산 확대 등 높은 생산성과 지속적인 생산 체

계로의 전환을 위해 『농산국 농업정책부 농업환경대책과 지속·유기농업추진실(가칭)』 

설치

②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의 5조엔 목표 달성을 위해 『농림 수산물·식품의 수출 확대 실행 

전략』 등에 포함된 수출 산지 육성, 품목 단체의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한 본성 및 지방

조직 일원화

③ 인력·농지 등 관련 시책의 검토에 대응하고, 인력·농지 계획의 원활한 추진, 신규 취농

자의 육성·확보, 농촌 소득과 고용기회의 확보 등의 시책 추진을 위한 체제 강화

④ 농지·농업용 시설에 관한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한 방재·감재 및 국토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체제 강화

⑤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나 해충에 대한 국내 방역 및 국경 검역을 

위한 체제 강화

2. 산림·임업·목재 산업에 의한 녹색 성장의 실현을 위한 체제 강화

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의 정비·보전, 목재 이용 촉진을 비롯한 산림 흡수원 

대책 등을 강화하기 위한 체제 강화

② 대규모 산지 재해에 대한 방재·감재 국토 보전을 위한 체제 강화

3. 수산업의 성장산업화 실현을 위한 체제 강화  

① 악성·교묘해지는 외국 어선에 대한 어업 단속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수산청 자원 관리

부 어업 단속과 외국 어선 대책실(가칭)』 설치

② 불법어획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고 수산물 유통적정화 제도의 운용 체제를 정비하기 위

해 『수산청 어업정부 가공유통과 수산유통적정화추진실(가칭)』 설치

③ 지역적인 수산 자원 관리의 대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ALPS(다핵종 제거 설비 등) 처

리수 해양 방출에 의한 풍문 영향 대책 등을 실시하는 체제 강화



주요국 농식품 분야 조직 사례 ❙   109

2.1.2. 일본 지방농정국

❍ 지방농정국은 기획조정실, 총무부, 소비·안전부, 식량부, 생산경영유통부, 농촌계획부, 정

비부, 통계부로 구성되며, 그 외에 지방농정사무소, 통계·정보센터 등을 두고 있음.

- 지방농정사무소는 2003년 식량청 폐지에 따라 종전의 식량사무소가 개편된 조직으로, 

지방농정국이 설치되지 않은 전국 39개 현에 소재하고 있음.

- 홋카이도 농정사무소를 포함한 지방농정국의 정원은 9,452명임. 최근 10년간 조직 정원

은 대체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성 내 지방농정국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

로 감소함. 임야청, 수산청을 제외한 농림수산성 감소 인원은 대부분 지방농정국 감소 인

원이었음.

<그림 5-12> 일본 지방농정국의 조직 체계

자료: 저자 작성.

❍ 농림수산성이 지방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로 직접 정책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었고, 이에 지방 실정에 맞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1963년 지방농정국이 도입됨.

- 지방농정국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농림수산성의 농지과, 식료과, 통계과, 어업임업과 등 각 

과가 개별적으로 농업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초기에는 농지과만을 대상으로 지방농정국을 

설치하였다가 추후 식료과, 통계과, 어업임업과 등이 지방농정국에 편입됨.

❍ 2001년 일본의 중앙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농림수산성과 그 산하 지방농정국도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음.

- 당시 조직 개편으로 지방농정국 내에 기획조정실, 총무부, 생산경영부, 농촌계획부, 정비

부, 통계정보부 등을 두고, 그 외 통계정보사무소, 사업소 등을 두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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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E(소해면상뇌증, 일명 광우병) 발생을 계기로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어 

2004년에 농림수산성에 소비·안전국이 설치됨.

- 농림수산성 내 소비·안전국 설치로 외청인 식량청이 폐지되면서 지방농정국에 소비·안전

부와 식량부가 설치됨. 또한 도도부현에 설치되어 있던 식량사무소는 지방농정사무소로 

개편됨.

- 2006년에는 지방농정국 내 별도로 존재하던 지방농정사무소와 통계정보센터를 통합하

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현재와 같은 조직체계가 갖추어졌음.

❍ 지방농정국은 농업분야 예산집행에는 관여하지 않으나 농림수산성과 현청 농정부 간 매개

체 역할을 수행하며 현에서 실시하는 농업정책 지원 및 감독 관리가 주요 업무임. 

-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식량·농업·농촌에 관한 정책 보급 및 지역 실태 파악, 식품의 안전

성 확보를 위한 감시·지도 및 행정업무, 주요 식량업무 실시, 식품산업 행정 추진, 생산 및 

경영을 통한 농업정책의 일체적 추진, 농촌 및 중산간 지역 진흥, 농업·농촌 정비사업의 

실시, 지도, 조성, 통계작성 및 제공 등에 관한 사무 등을 담당함.

❍ 지방농정사무소는 조직 개편을 거치면서 현장성이 강한 식량 업무, 소비안전 업무, 농림통

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경영안정대책과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음. 이 중에서 소

비·안전 업무와 호별 소득보장과 관련한 업무 비중이 높음.

3. 프랑스

3.1. 농업식품산림부 조직 현황

3.1.1. 중앙정부 조직

❍ 2012년 프랑스 공공정책과 공동농업정책 개혁으로 수산 분야, 농촌성 분야가 분리되어 수

산 분야는 환경에너지해양부4)로, 농촌성 분야는 국토정비부로 이관되었지만, 2021년 기준 

수산분야 중 운송, 해역(항만)을 제외한 수산업 부문은 농업식품산림부 소속임.

4) 환경부(Ministère de l'Écologie): 에너지·기후국(DGEC), 운송·해역국(DGITM),민간항공관리국(DGAC), 방재대책

총국(DGPR), 지속발전가능위원회(CGDD), 환경·지속가능개발·에너지부의회(CGE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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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식품산림부 본부의 중앙행정 조직은 크게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 통합을 거

쳐 2015년부터 ‘국– 과 – 계’의 구조로 조직됨.

- 정책국은 농업식품산림부의 주요 임무 수행 및 농정서비스 제공 역할을 담당함. 사무국은 

예산, 인적자원, 근대화, 법률, 커뮤니케이션, 통계 등 지원기능을 담당함. 농식품 및 농촌 

공간위원회(CGAAER)는 농정감독 및 자문을 담당하고 있음.

<그림 5-13>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 조직도

자료: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https://agriculture.gouv.fr/administration-centrale, 검색일: 2021. 10. 15.)

❍ 농식품 및 농촌 공간위원회(Le Conseil general de l’alimentation, del’agriculture et 

des espaces ruraux : CGAAER)5)

- CGAAER의 위원장은 농업식품산림부 장관이며, 실무 책임자인 부위원장은 농업식품산

림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의 동의로 임명됨. 위원은 주로 전문 엔지니어(ingenieurs gen-

eraux des ponts), 농업 검사관(inspecteursgeneraux de l’agriculture), 동물 위생 

검사관(inspecteurs generaux de la santepublique veterinaire) 등으로 구성됨.

- CGAAER의 역할은 ① 농업 식품부 장관의 주재로 부처의 공공정책에 대한 컨셉

(conception), 정의(definition) 그리고 평가(evaluation)를 논의하고 ② 농업 식품부 

장관의 정책 입안을 도우며, 정책의 실행에 필요한 요소들(elements)을 제공하고 장관이 

위기관리를 하는 데 도움을 줌.

5) CGAAER(https://agriculture.gouv.fr/le-cgaaer-presentation-role-et-missions. 검색일: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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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는 감사(inspections and audits)/농업, 목축, 어업, 양식, 수산 분야/ 식품, 동식물, 

공공 보건/산림, 수질, 농토(land)/ 연구, 교육과 직업/공공 경영, 개혁/전망, 사회, 국제 

분야로 나누어짐.

❍ 총사무국(Le secrétariat général: SG)은 인사, 재정, 서비스 조직, 정보 및 통신, 농업통계 

및 예측, 법무 관리를 지원하고 부의 현대화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함.

- 사회 및 물류 금융 부서, 법무국, 통계전망부서, 인사부서, 디지털서비스부서, 정보통신대

표단, 관리 및 변환 대표단이 포함됨.

❍ 본부 조직 중 정책국은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산림, R&D 등을 포함한 농업, 식품 및 농

촌 발전 업무를 총괄함. 농업·식품·산림·농촌 분야 업무를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 식품 안전 

및 품질, 연구 및 교육 지원, 해양수산, 크게 4가지 정책 기능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 EU의 해양산업분야 조정을 위한 통합관리체제 시행으로 ‘범부처해양위원회’를 운영해왔

으나 2020년 ‘해양부’를 신설하게 됨. 또한, 농식품부 내 ‘해양수산양식국’이 신설됨. 

2020년 7월 15일 농식품부 장관의 권한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해양부 장관과 공동으로 해산물 및 양식 분야 품질 및 안전성 관리와 관련된 정책 등에 권

한을 가지게 됨.

- 세부 분야별 소속 및 산하기관을 두면서 본부에서 전 분야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기능

을 수행하고 있음.

❍ 기업 경제 및 환경성과국(La direction générale de la performance économique et en-

vironnementale des entreprises: DGPE)은 기업의 경제적, 환경적 성과 개선을 통한 경제

활동과 고용 활성화를 전략적 목표로 하며 혁신적이고 다기능적인 관행을 통해 농업 및 농식

품, 말, 임업 및 목재, 생물경제, 환경 및 영토 통합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기업 경제 및 환경성과국은 2015년 5월 농업·농식품 및 영토 정책국(DGPAAT)에서 변

경되었음.

❍ 식품국(La direction générale de l’alimentation: DGAL)은 지역 및 부서 등 다양한 관련 

행위자와 협력하여 식품 사슬의 전 과정에서 식품 안전과 품질, 동식물 건강 및 보호를 담당함.

- 농업계 전문가, 협회, 소비자뿐만 아니라 경제부 장관 및 연대 보건부 장관과 협력하여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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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품질관리 및 건강안전에 관한 정책을 시행함.

❍ 교육 및 연구국(La direction générale de l’enseignement et de la recherche: DGER)

은 교육부의 범위 내에서 연구, 혁신 및 개발 정책을 정의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함. 특

히, 농업 및 농촌 개발 신탁 계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국가 농업 및 농촌 개발 계획의 조정, 

농업교육기관 및 연구기관과 농업기술기관 동원 및 기술기관의 협력을 통해 혁신을 지원함.

- 교육 및 연구의 기본 방향은 농업 교육 및 지속적인 훈련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고 농업, 생

명공학 및 수의학 연구 정책의 정의 및 실행에 참여하는 것임.

❍ 해양수산양식국(La direction des pêches maritimes et de l'aquaculture: DPMA)은 

해양수산, 해산물, 해양 및 내륙 양식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국제 및 지역사회 협

상에 기여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20년 7월 15일 시행령에 의하여 해양수산 및 양식업에 관한 권

한 부여

❍ 지방조직으로 지방청, 소속·산하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청을 통해 주요 정책을 집행하

고 있음.

- 전통적인 ‘코뮌 – 데파르트망’ 체계의 지역 구분은 세분화되어 있어 13개(해외영토포함)

의 지역으로 나누어 행정을 추진함. 또한 품질관리, 산림정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별도

의 소속 및 산하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3.1.2. 주요 산하기관

❍  국립농업, 식품, 환경 연구소(InstitutNational de la Recherche pour l’agriculture, 

l’alimentation et l’environnement:INRAE)6)

-  지식(knowledge)의 수집과 배포

- 노하우와 혁신(innovation) 구축

- 공공기관과 기업에 감정(expertise) 제공

6) INRAE (https://www.inrae.fr/, 검색일: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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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계 토론에 참여

- 연구 트레이닝

❍ 국립 원산지 및 품질 연구소(Institut National de l’Origine etde la Qualite: INAO)7)

- 원산지 인증

- 원산지와 라벨(label) 보호

- 인증 관리와 감독

- 생산지역 제한

- 국제 협력

- 인증에 대한 정보 제공

❍ 국립 농식품공무원교육원(InstitutNational de formation des personnels du minis-

tere en charge de l’agriculture: IINFRA)8)

- 농업 식품부의 업무에 필요한 자질 함양과 농업 식품부의 정책 실행에 필요한 교육

- 농업 식품부에 속한 공무원(agents)의 교육·훈련

❍ 프랑스친환경 농업 발전과 증진청(Agencefrancaise pour le developpement et la 

promotion de l’agriculture biologique - AgenceBio)9)

- 친환경 농산품의 발전과 증진

- 프랑스 시민을 상대로 친환경 농산품(biological products)의 다양성과 질에 대한 홍보

와 친환경 농산품에 대한 설명

-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농산품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국립 산림청(Office National des forets - ONF)10)

7) INAO (https://www.inao.gouv.fr/, 검색일: 2021. 11. 30.)

8) INFOMA (https://infoma.agriculture.gouv.fr/spip.php?page=sommaire&lang=fr, 검색일: 2021. 11. 30.)

9) Agence Bio(https://www.agencebio.org/, 검색일: 2021. 11. 30.)

10) Office National des Forêts (https://www.onf.fr/, 검색일: 2021. 11. 30.)



주요국 농식품 분야 조직 사례 ❙   115

- 공공 산림 관리

- 목재 생산(프랑스에 필요한목재의 40%)

- 공원과 도로 설치로 일반의 산림 방문 촉진

- 산림과 생태 다양성(biodiversity) 보호

- 자연 경찰 역할: 산림 보호원(forest ranger)은 산림을 해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의 의무

와 권리 행사

❍ 프랑스 생태다양성청(Office francais de la biodiversite: OFB)11)

- 생태 다양성에 대한 연구를 주도하고, 종(species), 환경 그리고 그것들의 유용성에 대한 

감정 제공

- 정부의 환경 정책을 지원하고, 국가 영토에서 정책의 실행을 위한 지원

- 생태 다양성에 대한 일반 교육

❍ 프랑스 해외 영토 농업 경제 발전청(Office de developpement de l’economie agricole 

d’outre-mer: ODEADOM)12)

- EU 지원금(POSEI: Program of options specificallyrelating to remoteness and 

insularity/Programme d’options specifiques al’eloignement et l’insularite: 외

딴 지역과 섬에 대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13)과 국가 지원금 교부

- 여러 다른 행정부처, 분야(sectors)와 직업(professionals) 간의 논의, 정보와제도의 통합

- 행정 서비스와 수산 분야 내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관찰(observation)과 연구 주도

- 위에 언급한 ODEADOM의 세 가지 역할(missions)은 해외 영토 분권 서비스와 DAAF

(해외 영토에서 본토의 DRAAF와 같은 역할을 이행함)와 함께 진행

11) Office français de la biodiversité (https://ofb.gouv.fr/, 검색일: 2021. 11. 30.)

12) Office de development de l’ecomomie agricole d’outre-mer(https://www.odeadom.fr/, 검색일: 2021. 

11. 30.)

13) EU의 특별 지원금으로 외딴 지역, 섬, 소규모, 지리적 문제(산악, 사막 등) 혹은 기후 문제 등 특별한 문제에 직면한 지

역에 지원함. POSEI는 경제적으로소량의 상품에 의지하는 지역에도 지원(https://ec.europa.eu/info/food-farming-

fisheries/key-policies/common-agricultural-policy/market-measures/outermost-regions-and-small-

aegean-islands/posei_en#aimofposei, 검색일: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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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프랑스 농정추진체계

3.2.1. 지방조직 포함 농정체계

❍ 프랑스는 해외 영토 포함 총 18개의 레지옹과 101개의 테파르트망으로 구성됨.

- 본토에는 총 13개의 레지옹과 96개의 데파르트망, 약 36 000여개의 코뮌이 존재함.

- 해외 영토는 귀안(Guyane), 라 레위니옹(La Reunion), 마르티니크(Martinique), 과델

루프(Guadeloupe), 마이요트(Mayotte) 등 5곳은 레지옹과 테파르트망이고, 셍 피에르 

에 미켈론(St Pierre-et-Miquelon), 누벨 칼레도니(Nouvelle Caledonie), 왈리스 에 

푸트나(Wallis-et-Futuna)와 프랑스 폴리네시아(Polynesie francaise)는 해외 집합체

로 간주함.

- 해외 영토는 레지옹과 데파르트망 그리고 해외 지역/집합체(Collectivites d’Outre Mer)

로 구분되며, 본토와는 다르게 레지옹과 데파르트망의 구분이 없음.

<그림 5-14> 2016년 개편된 레지옹 지도

자료: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https://agriculture.gouv.fr/reforme-territoriale-la-nouvelle-carte-des-draaf-1, 검

색일: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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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농정은 지방청을 통해 주요 정책을 집행하고 있음.

- 전통적인 ‘코뮌 – 데파르트망’ 체계의 지역 구분은 세분화되어 있어 13개의 지역(레지옹)

으로 나누어 행정을 추진함. 

❍ 프랑스의 농정체계는 지방행정체계에 따라 수행되며 “EU(공동농업정책) - 국가(중앙정부, 

농림부) – 레지옹의 농림부 지방사무국(DRAAF) – 데파르트망 단위 주민보호국(Les 

Directions departmentales de la protection des populations; DDPP) 혹은 고용, 노

동, 연대와 주민 보호국(les Directions departementales de l’emploi, du travail, des 

solidarites et de la protection des populations; DDETS-PP)에서 수행함.

- 광역 단위 농정 ‘레지옹’은 국가정책의 코디네이션 및 에니메이션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함. 도 단위 농정 ‘데파르트망’은 정책 수혜 지역 및 대상자와 최단거리에서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임.

❍ 레지옹(Les Regions) 차원 농림부 지방 사무국(Les DRAAF)은 농업 분야와 농업가공품 분

야의 정책 설정, 지원, 구조 조정과 생산자들의 경제 조직 강화, 생산을 장려하고, 해당 지역

의 동식물 총량(biomasse)의 가치 증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Les DRAAF는 지역 차원에서 식료품(식료품 제공, 식물 보호), 산림과 목재 정책(산림 목

재 분양의 경제 조직과 구조 조직; 산림 재생을 위한 장비의 사업화 통제), 농업, 식료품 산

업, 산림 분야의 고용 정책을 실행함.

- Les DRAAF는 농업 식품부 정책의 지역 내 실행 결과에 대한 평가에 참여하고, 공공기관

의 참여에 대한 상호 협력을 보장하고 있음.

* DRAAF 농업 식품부의 지방 분권 서비스로 프레페(Prefet: 지역에서 중앙 정부를 행정 수반으로 치안 등을 책임)

의 지휘를 받음.

* 중앙 부처의 정책을 레지옹 내에서 실행하기 위한 공무원은 총 36 000명(agents)

* 총 13개의 DRAAF: 본토의 레지옹에 각 1개)

❍ 데파르트망 차원에서 농정은 DDPP(데파르트망의 주민 보호국) 혹은 DDETS-PP(데파르

트망의 고용, 노동, 연대와 주민 보호국)에서 수행하는데 데파르트망마다 1곳이며, 총 95개 

데파르트망 중 코르스(Corse)만 예외적으로 2곳(Corse du Sud와 Haute Corse)이 설치

되어 총 96곳임.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 해외 영토 5곳에 DAAF가 존재하고, 데파르트망에 

따라 DDPP 혹은 DDETS-PP을 선택하며 그 역할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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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료품의 질과 안전성 관리

- 소비자 보호와 시장의 규제 보장

- 동물 건강 보호 보장

- 환경 보존과 야생 동물 보호

- 식료품과 살아있는 동물을 다루는 작업장의 위생 상태 보장 관리

- 상품(비 농산품과 공산품)과 서비스 상태 관리

<그림 5-15> 재편된 DRAAF 지도

자료: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https://agriculture.gouv.fr/ddpp-et-ddets-pp-tous-les-contacts-des-services-

deconcentres, 검색일: 2021. 10. 15.)

❍ 지방사무국은 국가사무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는 차이가 있

으며 데파르트망 지역단위에서 수립되는 농업발전계획(PDA)을 바탕으로 EU와 프랑스의 

농업정책 예산이 배분됨.

- 전통적인 지방자치에서 데파르트망이 중추적인 실행 단위를 맡았으나 2000년대 이후 행

정 구역, 자치 단위 광역화와 국가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레지옹의 권한, 

기능, 정치적 역할이 중요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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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발전계획은 데파르트망에 설치된 ‘농업지도위원회’에서 수립하며 위원회는 농업 및 농

촌 관련 정부투자기관,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되어 있음.

- 농업지도위원회에서 수립한 지역농업발전계획(PDA)을 바탕으로 DDTM은 중앙정부와

의 협의를 통해 농업정책자금 분배 및 계획실천에 필요한 예산을 결정함.

- 지역농업발전계획은 정책자금의 지역 간 배분뿐만 아니라 지역 내 정책자금 배분에 있어

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농업지도위원회는 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 정책자금 배분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농업지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농촌법전(CODE Rural 제313-1)에 의거하여 농림부

령을 통해 정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데파르트망 의회의 조례를 따름. 농업지도위

원회는 프레페(데파르트망의 행정수반)가 의장을 맡고 지역 내 농업·농촌 관련 직능단체, 

소비자단체, 농산물 가공업체 등 범 농업계로 구성됨.

❍ 농업지도위원회의 경제 및 구조분과 위원회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경제 및 구조

분과 위원회는 지역 단위에서 추진되는 각종 농업정책자금 수혜대상자들을 심의·선정하는 

기구로, 후보 농가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 농가를 선정함.

- 또한, 농업지도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에서 제출한 지역농업발전계획(PDA)을 심의하는 역

할을 수행하고 있음.

❍ 재정 성격에 따라 농정예산 취급기관이 달라짐. 유럽공동농업정책의 1, 2축과 관련된 보조

금은 지불청(ASP)에서 담당하며 시장 관련 정책은 통합 공동시장조직인 FranceAgriMer

를 통해 이루어짐.

- 농업구조정책과 관련된 정책(청년영농정착, 농업경영 이양 및 승계, 투자계획 등)은 농업

경영구조개선협회(ADSEA)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 프랑스 지불청(ASP)은 농림부, 고용노동부 공동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중앙정부의 정책 관

련 보조금 지급 관리 업무를 담당함.

- 농업보조금 외에도 환경, 고용, 직업교육 관련 보조금 관리 업무를 맡으며 공동농업정책 

예산 관리를 위해 ISIS와 OSIRIS라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ISIS는 1축의 직불 예

산을 관리하며 직불금 신청 또는 수령 농가와 관련 행정업무 종사자들이 이용함. OSIRIS

는 2축의 농촌개발프로그램 관련 예산을 관리하며 농촌개발 관련 종사자들이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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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공동농업시장조직인 FranceAgriMer는 기존의 5개 품목별 공동농업시장조직 Ofimer, 

Office de l'elevage 등이 합병되어 신설된 기관으로서 EU의 시장조절 규정관리, 품목별 

시장조직화, 기술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과거 시장가격지지 방식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시기에는 품목별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였음. 그러나 가격지지 방식에서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품목별 공동시장조직들

이 하나의 조직으로 통폐합됨.

3.2.2. 프랑스 지불청

❍ 프랑스 지불청(Agency for services and payment: ASP)은 농업식품산림부 및 고용노동

부 소속 공공기관으로 EU 공동농업정책의 직불제 확대로 신설됨.

- 본부는 2개소(Limoges, Montreuil), 지역 사무소는 17개소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음.

- 지불청은 유럽농업보증기금 및 유럽농촌개발기금(통합 행정 관리 시스템 관리 지역 내) 

이외에도 다양한 재원을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함. 일부 업무는 지불청이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 업무는 외부 기관에 위탁하고 있음. 

<그림 5-16> 프랑스 지불청 본부 및 지역 사무소 분포

자료: 프랑스 지불청 홈페이지(검색일: 20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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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청은 주 대표 12명과 공공 부문 대표 9명으로 이루어진 이사회에서 운영함.

- 최고 경영자는 대표 역할을 수행하고, 경영 책임자가 그 역할 일부를 분담함. 사무총장은 

예산, 재무, 물류, 인적 자원 관리, 성과 관리, 소통 등 행정 업무 전반을 관장하며 IT 부서

는 IT 시스템 관리 전반과 프로젝트 관리를 담당함. 

<그림 5-17> 프랑스 지불청 조직 체계(2018년 11월 1일 기준)

자료: ASP(2018: 5).

❍ 지역 사무소는 지역 내 개별 농업인을 지원하고,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함. 지역 사무소는 

별도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음. 

<그림 5-18> Nouvelle-Aquitaine 지역 사무소 구성

주: FPE(Formation Professionnelle Emploi), AES( d'accompagnants éducatifs et sociaux)

자료: 프랑스 지불청 홈페이지(검색일: 2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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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지불청은 농업 부문에서는 유럽농업보증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 EAGF) 및 유럽농촌개발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

ent: EAFRD) 지급을 담당함. 

- 2019년 기준 지불청은 약 190억 유로 규모의 공적 자금을 지급하였음. 지급액 중 국고는 

46%, EU 예산은 42%, 기타 예산은 12%였음.

- 공동농업정책 사업 중에는 기본지불금, 생산연계 방식 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농업

-환경-기후 정책 예산 등을 집행함. 

❍ 프랑스 지불청 내 농업 및 농촌 개발 업무는 다음 부서에서 담당함.

- 농업 직불제 담당 부서(DSDA)는 유럽농업보증기금과 유럽농촌개발기금(통합 행정 관리 

시스템 관리 지역 이내) 집행을 담당함.

- 농촌개발 담당 부서(DDRP)는 유럽농촌개발기금(통합 행정 관리 시스템 관리 지역 외부) 

집행을 담당함. 

- 정책 관리 담당 부서(DDC)는 현장 관리를 담당함. 

- 회계 부서(AC)는 수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총액 등을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함.

- 지역 사무소(DR)는 지역 내 개별 농업인을 지원하고,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함.

업무 DSDA DDRP DDC AC DR

직불금 신청 절차 수립, 행정 업무, 직불금 지급, 서식 배포 및 고시, 위탁 업무 감독

원격 감지기 및 현장 조사를 활용한 현장 점검

직불금 지급 결정, 관리, 직불금 규모 산정, 승인 등에 필요한 IT 시설 및 계획 관리

정보 수집, 지급, 회계 절차 수립

IT 및 회계 과정 관리

지불청 안팎에서 수행하는 활동 관련 캠페인 관리

탈집중화된 국가 서비스 기관(DDTM) 감독 및 행정 관리

사회 통합 및 인구 보호부(DDCSPP)2) 산하 담당 기관의 가축 관리 업무 감독

현장 점검

직불금 계산 과정 및 일정 관리

직불금 지급 이력 관리

수혜자가 준수사항 위반했을 때 제재 및 기록

집행위원회에 승인 요청

현장 점검 결과를 집행위원회에 보고

지급 및 환수 결과를 집행위원회에 보고

<표 5-9> 프랑스 지불청 부서별 담당 업무
1)

주 1) 유럽농업보증기금과 유럽농촌개발기금(통합 행정 관리 시스템 관리 지역 이내))기준임.

    2) Direction departementale de la cohesion sociale et de la protection des populations

자료: ASP(2018: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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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지불청은 유럽농업보증기금 및 유럽농촌개발기금(통합 행정 관리 시스템 관리 지역 

이내) 업무 중 일부를 탈집중화된 국가 서비스 기관에 위탁하고 있음. 

- 프랑스 지불청 지침을 따라 직불금 신청 서식 접수 및 지급 이전 단계까지 행정 업무를 수

행함. 현장 점검 지역을 선정하여 현장 점검을 함께 수행하고, 필요시 철회를 결정함.

❍ 지불청은 프랑스 농업인에게 90억 유로 이상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함. 

- 지불청은 국토해양부 사무국(departmental directorates for territories and the 

sea)으로부터 확인 대상 목록을 받음. 2015년부터는 지자체로부터 유럽농촌개발기금 수

혜자 확인 대상 목록을 받고 있음. 

- 매년 농가 조사 등을 5만 건 이상 수행하고 있고, 이 중 약 절반은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시행함. 위성사진을 전산화하는 과정으로 처리하여 공동농업정책 보조금을 보다 투명하

고 안전하게 집행하고 있음.

- 지불청 직원 중 20%는 점검 업무와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함. 담당 직원은 정기적으로 기

술 교육과 현장 조사 시 유의 사항(윤리) 교육을 이행함. 

❍ 점검 방식이나 종류 등은 EU 규정에 따라 결정됨. 

- 매년 제1, 2축 사업 대상자(필지) 중 5%를 선택하여 조사함. 표본은 임의추출하거나 위험 

분석 기준에 따라 추출함. 

- 점검 방식은 1) 필지 상태, 피복 상태 점검 등, 2) 가축식별, 3) 환경 보전 및 동물복지 기준 

준수 여부 확인, 4) 시설 설치 및 투자 지원금 용처 확인 등으로 이루어짐. 

- 제1축 사업 지원을 받는 필지는 모두 전산화된 사진 판독(computer-assisted pho-

to-interpretation) 방식으로 점검함. 이 기술을 도입하면서 현장 방문 빈도를 약 50% 

줄일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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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해외사례

4.1. 독일 지방농정 추진제도14)

❍ 독일의 지방농정은 농업청(Landwirtschaftsamt)과 농업회의소(Landwirtschafts-kammer)

라는 이원화된 체제로 실시되고 있음. 

- 다시 말해 독일의 지방농정은 관리주체인 주 정부(주농무성)가 산하에 군(Kreis) 단위 행정

기관인 농업청을 통해 직접 농정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주 정부가 민간기구인 농업회의소

에 농정업무를 위임하여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두 가지 형태를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개별 주 정부는 지방농정의 집행을 위해 이러한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현재 독일에서 농업회의소가 조직되어 있는 곳은 서독지역 7개 주인데, 이 주들은 슐레스비

히-홀슈타인, 니데르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알란트, 함부르크, 브

레멘 주임.

- 이들 주 이외 주에서는 농업청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주농무성
   (위탁)

농업회의소

광역행정청 농림
부서

군 단위 농업청 농업회의소 지소

<그림 5-20> 독일 지방농정체계(주별 선택사항)

자료: 김수석(2018) 재인용.

❍ 농업청 체제에서는 주농무성과 군 단위 농업청 사이에 광역단위 농정조직이 있으나, 광역단

위 조직은 업무의 흐름을 매개하는 역할이 주된 것이고, 지방농정추진의 중심이 군 차원의 

농업청에 있음.

14) 김수석(2018)에서 발췌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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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농업회의소 체제에서는 조직의 중심이 주 차원의 농업회의소 본부에 있음. 

- 사업의 기획과 의사결정이 농업회의소 본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군 지소는 이를 군 차

원에서 집행하는 사업소 역할만 수행하고 있음.15)

❍ 바이에른 주의 경우, 2014년 현재 ‘식품농림청’이란 명칭을 갖는 47개의 농업청을 설치·운

영하고 있는데, 이들 농업청은 7개의 광역지역에 소속되어 있음. 

- 농촌개발업무는 농업청과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되는데, 바이에른 주의 경우 농촌개발청

은 광역지역 단위별로 1개씩 총 7개가 설치되어 있음.

❍ 농업청의 주된 업무는 직불사업과 같은 개별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집행, 농작물 생산과 축산

경영에 대한 기술·경영적 지원, 친환경농업 육성, 안전한 농식품 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함. 

- 농업청이 설치된 지역은 농업회의소가 없기 때문에 농업청에서는 농업회의소의 고유업무

인 농업직업교육과 지도·상담 업무도 부차적으로 담당하고 있음.

구 분 농업청 농업회의소

조직의 성격 행정조직 농업인 자치조직

조직의 규모 군(郡)단위 조직 주(州)단위 조직

고유업무영역 농업지원 및 지도상담 직업교육 및 농업상담

수위탁업무 직업교육 일반농정 집행

군 단위 지방농정 담당 농업청 농업회의소 군지소

시군 지자체와의 관계 독립기관 독립기관

주 정부와의 관계 하부기관 수위탁 관계

<표 5-10> 독일 농업청 및 농업회의소 비교

자료: 김수석(2018) 재인용.

4.2. 영국 농업연구조직

❍ 정부출연연구기관인 Pirbright Institute는 주로 농장 가축들의 질병을 연구하는 역할을 수

행함.

- 1914년 소들의 폐결핵 증상 연구하기 위해 농업 연구위원회 설립

15) 농업회의소는 군 단위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군 지소를 두고 있는데, 군 지소의 지소장은 해당 지역의 농업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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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연구소의 형태는 1981년 에딘버러에 연구소가 건립되면서 갖추어짐.

❍ Pirbright Institute의 가장 큰 목표는 ‘영국 국민과 영국 경제를 바이러스성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preventing and controlling viral disease)’으로, 공익적 목표를 최우선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 생물학,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바이러스성 질병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바이러스성 질병이 국경을 넘어올 경우를 대비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사안들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목표를 가진 연구팀들을 다채롭게 구성하고 있음.

❍ 현재 Pirbright Institute에는 약 350여 명의 인력이 근무 중임.

- 350명 중 연구 조직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약 180여 명이며, 행정 지원 조직

에 약 170여 명이 근무하고 있음.

□ 조직 구조와 기능

❍ 위원회 (Science Advisory Board) 조직 통한 연구 객관성 확보

- Pirbright Institute는 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위원회 조직을 구성하

고, 소속 연구자들을 위원으로 참여하게 함.

- 연구 주제 선정 및 진행의 중요한 골조는 모두 연구 위원회를 거쳐 구성되며, 연구 위원회

는 일반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에 대한 조언을 제공함.

- 이를 통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의 공공성 및 윤리성에 대해서도 제고

가 가능함.

- 민간 기업 관계자들도 위원회에 참여하여 연구 성과의 미래 상품성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연구 질 확보를 위한 체계적 조직 구성

- Pirbright Institute의 관리자 그룹은 4명의 Director, 9명의 최고 관리자(Head)로 구

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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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이름 업무 내용

Directors

Institute Director • 연구소 전반에 대한 업무 담당

Director of Capability
• 연구 역량 관리 총 책임자
• 기부금 등 재원 충원 담당

Director of Risk and Assurance • 생물 안전, 생물 보안, 재무 등 기업 위험 관리 전반 담당

Director of Finance and Company Secretary • 재무관리

Head

Science Administration
• 연구소 행정 전반
• 위원회 관리, 정부 지원금 관리, 연구 계약

Institute Core Capability Grant • 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fund들을 관리

Quality Management
• 연구 성과물 질 관리
• 연구-행정 조직 간 협업 체계 및 프로그램 지원

Enhanced Host Responses 
for Disease Control

• 가축 질병 중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질병들에 대한 
특별 연구

Bio-Risk and Site Biosafety Officer
• 유전자 변형 유기체 연구
• 유전자 변형 유기체 활용 범위에 대한 기준 설정

Site Health and Safety Officer
• 연구소 구성원들의 안전, 환경, 건강 관리
• 작업 환경 관리, 안전 관리

Communications
• 전략적 기업 커뮤니케이션
• 홍보, 내부 커뮤니케이션, 위기 상황에서의 미디어 대응책 마련

Academic Affairs and Training
• 대학과의 연계 담당
• 연구소 내 박사과정 교육 담당

Information Services •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 정보 보안 등을 담당함

Human Resource • 인사 담당

Programme: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Viral Diseases

• 바이러스 메커니즘에 대한 특정 연구를 담당하는 프로그램

<표 5-11> Pirbright Institute의 기능

자료: 이재호 외(2020). 동식물질병 종합대응을 위한 연구기구 설립검토.

❍ 조직 기능을 통하여 본 연구소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역량 강화

- 위 <표 5-11>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Pirbright Institute는 단순히 바이러스성 질

병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에서 더 나아가 연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감지하고, 영

국 사회와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다양한 소프트웨어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생물 보안) 먼저 연구소 내에서 연구하고 있는 바이러스들의 전파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보안과 안전, 정보 보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이 존재

함. 전담 조직 내에서 보안과 안전에 대한 교육을 연구소 구성원들에게 실시하고 있음.

- (커뮤니케이션 및 위험 관리) 연구소 내부 구성원들의 삶의 질과 업무 공조 시 효율성 향상

을 위한 내부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외부 사회와의 지속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연

구소 운영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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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과의 협력 강화)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연구 질을 향상하고 전문성을 갖춘 연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대학과의 협력을 담당하는 전문 조직을 구성하고 있음.

❍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조직 구성

- Pirbright Institute는 영국 정부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연

구뿐만 아니라 외교, 경제 문제 등에 다양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직 구조를 갖추고 있음.

- 먼저 연구팀의 경우, 구제역 등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팀뿐만 

아니라 새롭게 발현될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성 질병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팀, 

DNA 구조 등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한 기초 연구를 담당하는 팀이 모두 존재함.

종류 연구 그룹

일상적 질병 연구
• Influenza Viruses
• Mosquito Immunology

신종 질병 연구
• Transmission Biology
• Orbivirus Research

기초 연구
• Anthropod Genetics
• Large DNA Viruses
• Molecular Virology

기술 상품화
• Bioimaging
• Bioinformatics, Sequencing and Proteomics
• Vaccine Differntiation

<표 5-12> Pirbright Institute 연구 조직 분류

자료: 이재호 외(2020). 동식물질병 종합대응을 위한 연구기구 설립검토.

❍ Pirbright Institute는 영국 정부를 주로 고객으로 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지만, 민간 기

관이나 다양한 정부 부처, 지방 정부와도 협업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 이외에도 연구 기관의 목적과 비전에 부합할 경우 다양한 국제 기구 및 시민 사회, 민간 기

업과도 협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연구 결과의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지식 공유와 이전 통한 공익적, 경제적 가치 창출

- 연구의 결과를 단순히 학술적 차원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이전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있음.

- 또한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하여 백신 개발 결과 등을 상품으로 연결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 및 세계 시장에서의 국가 위상 확보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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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ledge Exchange; KE) Pirbright Institute의 Knowledge Exchange (KE) 프

로그램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Pirbright Institute의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대학, 외

부 연구소, 정부 공무원, 그리고 민간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일종의 협의체임. 이를 통하

여 연구 결과의 공유, 상품성 확인, 시장에서의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토론하

고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음.

We apply some key approaches and principles:

• The knowledge and expertise we generate has to be shared, for example via workshops, meetings, 

conferences, scientific publications as well as training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 Where possible, we strive that our knowledge is developed into valuable advice, tools, technologies, 

products and services

• We actively protect our knowledge and inventions are patented wherever possible and appropriate as 

we believe that protection ultimately benefits society

- (Innovation Hub) Innovation Hub는 Pirbright Institute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디

어 창출을 위한 허브로써, University of Surrey 안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를 통

하여 Institute 내 연구원들이 객원 연구원으로 파견되기도 하고 반대로 교수 등 대학 내 

연구자들이 Pirbright Institute로 파견되어서 오기도 함. Pirbright Institute는 

Innovation Hub 운영을 위한 재원을 제공함.

□ 기관의 특장점

❍ 전문화된 연구와 자율성 확보

- (전문적 연구 가능한 정부 출연연구기관) 정부가 출연하고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기간 연

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전문 인력을 위주로 한 운영이 가능함.

- (전문화, 특성화된 연구) 현재 Pirbright Institute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동물 질병을 

연구하는 Compton Site와 비정상적이고 변이된 바이러스로 인하여 창궐하는 전염병을 

연구하는 Pirbright 두 개의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음. 각 연구소는 존립 목적에 따라 특성

화된 연구를 수행함. 특히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발병해온 일상적 질병뿐만 아니라 

새롭게 발현할 가능성이 있는 재난형 질병, 그리고 DNA 등 심도 깊은 바이러스성 질병 연

구를 위한 기초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동물성 질병을 연구하고 있음.

- (높은 자율성) Pirbright Institute는 높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1937년부터 지금까지 가

축질병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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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원화된 예산구조) 특히 예산구조의 다원화를 통하여 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음. 

1년 예산 3,000만 파운드 중 25%는 영국 생명과학 연구위원회에서 지원하지만, 나머지 

50%는 민간과 타 정부 부처에서 지원함.

❍ 지식 공유 통한 연구 시장성, 가능성 극대화

- Pirbright Institute는 Knowledge Exchange Program, Innovation Hub 등을 통하

여 연구에 참여하는 주체들을 다원화하고, 이들 간 지식의 공유를 촉진하여 연구 결과 확

산을 유도하고 있음.

- (연구 결과 확산과 성과 질 확보) 이를 통하여 연구 결과의 확산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질을 확보

할 수 있음.

- (시장성 확보와 규제 완화) 또한 이러한 지식 공유를 위한 협업 시스템에는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와 민간 기업 관계자가 모두 협업 주체로서 참여함. 이를 통하여 연구 

결과의 시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부 규제 완화를 꾀할 수 있음.

□ 현 구조의 한계

❍ (업무 과중화로 인한 전문성 약화) 다량의 수탁과제 통하여 독자적 생존 능력이 가능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수탁과제 수주 및 시행으로 인하여 연구 전문성 약화

❍ (연구 독립성의 제한적 확보) 연구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서의 제한성을 내재하고 있음. 정부에서 지원

하는 예산의 비중이 상당한 만큼 정부 주도 연구 아젠다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여

전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기초연구 미비) 현재 Pirbright Institute는 재난성 질병, 일상적 질병뿐만 아니라 바이러

스에 대한 기초연구를 통하여 심도깊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고 있음. 이는 정부와 관련되

어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기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임. 그러나 여전히 예산상 외부 수탁

과제에 의지하는 비중이 높아 기초연구에만 집중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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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5.1. 지방 농정 기관 설립·운영 검토 

❍ 미국의 경우, 농산물 수급불안정에 따른 가격 변동성과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정성으로

부터 농가를 보호하고, 농업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업지원청, 위험관리청과 같은 전담 조

직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특히 농업지원청(Farm Service Agency, FSA)은 농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농산물 가격, 농가 소득안정, 환경보전, 재해지원, 국제식량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는 전담 기관임. FSA는 본부의 지원부서 이외 50개 주에 주사무소(State 

Office)를 두고 있으며 County Office를 두고 있음. 

❍ 농업지원청(FSA)은 연방뿐만 아니라 주와 군 단위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전국조직을 통해 

농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미국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있음. 또한 농업지원청은 농업

부 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를 통해 

확보한 별도의 예산까지 집행함. FSA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다양한 농업프로그램의 집행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음.

❍ 일본의 경우, 1961년 농업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농업구조개선 기타 제반과 관련된 시책은 

지역의 자연적·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요청이 꾸준

하게 제기되어 왔음. 이를 바탕으로 1963년 농림수산성설치법 개정에 의해 기존의 농지사

무국 조직을 모체로 하는 지방 농정국이 설립되었음. 현재 지방농정국은 홋카이도와 오키나

와를 제외한 전국 7개 권역에 설치되어 있음. 

❍ 지방농정국의 주요 업무는 ① 식량 농업·농촌에 관한 정책의 보급 및 지역의 실태파악, ②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및 지도와 행정업무, ③ 주요 식량업무의 실시, ④ 식품산업 

행정의 추진, ⑤ 생산 및 경영을 통한 농업정책의 일체적 추진, ⑥ 농촌 및 중산간 지역의 진

흥, ⑦ 농업·농촌 정비사업의 실시, 지도, 조성, ⑧ 통계작성 및 제공 등 관련 사무 등임.

❍ 프랑스의 경우, 농정 추진체계는 EU 공동농업정책-국가-지방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단

계별로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광역 단위 농정 주체인 ‘레지옹’은 국가정책의 조정 

역할을 담당하며, 도 단위 농정 ‘데파르트망’은 정책 수혜 지역 및 대상자와 근거리에서 정

책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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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사무국은 국가사무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는 차이가 있

으며 데파르트망 지역단위에서 수립되는 농업발전계획(PDA)을 바탕으로 EU와 프랑스의 

농업정책 예산이 배분됨. 특히, 2000년대 이후 행정 구역, 자치 단위 광역화와 국가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레지옹의 권한, 기능, 정치적 역할이 중요해짐.

❍ 농업발전계획은 데파르트망에 설치된 ‘농업지도위원회’에서 수립하며 위원회는 농업 및 농

촌 관련 정부투자기관,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되어 있음. 농업지도위원회에서 

수립한 지역농업발전계획(PDA)을 기초로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농업정책자금 분배 및 

계획실천에 필요한 예산을 결정함.

❍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은 다소 차이는 있으나 지역 단위에서도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지방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전국을 아우를 수 있는 전담 조

직을 중앙 또는 지방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기획-지자체 실

행의 이원화되어 있는 농정추진 과정에서 주인-대리인문제(Agency Problem)가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모든 지역에서 폭넓게 시행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공통된 기준이 적용

되어야 하는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직불제, 농업경영체, 농지 등)에 대해서는 지방에 전담 조

직(‘가칭’ 농업지원청)을 설치하여 농정추진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2. 동식물 검역 및 방역 업무 총괄 기관 필요

❍ 동식물 검역 및 방역 업무 총괄을 위한 행정조직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미국에서는 동

물보호, 식물보호 및 검역, 수의 등 동식물 검역 및 방역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무부 

산하에 동식물검역청을 두고 있음. 우리나라의 동물 방역 업무는 농식품부 내 방역정책국과 

산하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식물 방역 및 검역 업무는 농식품부

의 검역정책과와 식량산업과,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 기관 간 역할이 분산되어 있어 식물 검역 및 방역에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구제역, 

ASF, HPAI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정책국 등 타 부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

래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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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동식물검역청과 같이, 우리나라도 동식물 검역과 방역 업무,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업무 등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해당 업무들을 총괄하는 행정기관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3. 저탄소·환경 친화 농업·농촌으로의 전환을 위한 조직 강화 필요

❍ 미국의 경우 에너지 및 환경 정책국을 두고 산하에 기후변화 프로그램 사무소, 에너지 정책 

및 신재생 에너지 사무소, 환경 시장 사무소를 두어, 기후 변화에 대응한 에너지 및 환경 정

책을 강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농업 부문은 2050년에 2018년 대비 37.7% 감

축 의무 이행 요구되며, 2030년 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27.1% 감축으로 설정되어 

단기간에 더 많은 감축 필요함.

❍  이와 같은 농업부문의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농식품 가치사슬 전반의 저탄소화, 환경

친화 농업 및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들의 연계와 조직 강화

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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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분야 조직 개편 방안6

1. 기본방향

1.1. 비전 및 기본 원칙

❍ (비전) 농식품 대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농업·농촌 가치 실현

<그림 6-1> 농업·농촌 미래가치

자료: 저자 작성.

❍ (원칙 1: 대응성) 미래 환경변화가 요구하는 새로운 정책 수요에 선제적·유연하게 대응 

- 중요한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농정 어젠다와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능동적, 효과

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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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성장 중심 조직에서 소득(경영) 안정, 삶의 질 제고(농촌 재생), 환경 개선(탄소중립), 

먹거리 안전·포용, 농식품산업 혁신(디지털 전환) 등 핵심 어젠다 중심 조직으로 전환

- 농정 패러다임 전환 및 대내외여건 관련 핵심 어젠다들은 정부 타 부처와의 협력이 중요

한 과제들임. 따라서 타 부처와 주도적이고도 원활한 협력이 가능한 조직으로 전환   

과거 개선

농정 가치
경쟁ㆍ효율 강조
산업·성장 중시

사람 중심
소득안정·삶의 질 제고

농정 대상 농업인 중심 국민 전체

농정 방향 생산ㆍ공급 관점 농업ㆍ환경ㆍ먹거리 균형발전

거버넌스 중앙정부 주도
중앙·지방

민ㆍ관 협치농정

<그림 6-2> 농정 패러다임 전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8.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원칙 2: 정책성) 농식품부 본부는 정책기능을 수행하고, 양청 및 소속·산하 기관에서 집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

- 중앙정부 기능은 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고, 집행조직을 재편하여 

집행 효율성을 도모

- 현 품목 및 사업 위주의 업무로 인한 중앙정부 단위 행정비용 저감 도모

❍ (원칙 3: 효율성) 업무 중요도, 중복·분산된 업무 재조정을 통해 효율적 정책 추진체계 구축

- 업무의 현재 중요도, 미래 중요도, 중요도 증가 정도를 고려하여 조직 및 역할을 강화

- 현재 산업 중심의 국 조직으로 인해 탄소 중립 및 환경친화 농업, 디지털 농식품산업, 농업

진흥 및 수급관리 등 국별로 분산된 업무를 가능하면 어젠다 중심의 국으로 개편하고 하

나의 국 내로 통합 

- 또한 업무 난이도, 업무 전문성 등을 고려한 인력 구성 필요

- 장기 저성과 분야에 대한 검토를 통한 농정성과제고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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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처명 변경

❍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부처의 역할 및 지위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부처명으로 변

경하고, 부처명 확립을 바탕으로 농촌정책을 통합적이고 주도적으로 추진

❍ 현 농림축산식품부 내 기능 중심 재편뿐 아니라 중앙부처 전반을 고려할 때 1차 산업 전체에 

대한 기능 중심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전제

- (1안: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부) 원칙적으로 1차 산업 전반이 포함된 정부재정구조를 반

영하여 농림해양수산 분야를 고려한 수산·어촌, 임업·산촌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명칭

- (2안: 농수산·농어촌식품부) 현재 임업·산촌의 경우 농업·농촌과 정책대상이 명확히 구

분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명칭에 포괄적으로 임업·산촌 분야가 포함되었다고 가정한 명칭

- (3안: 농업농촌부) 수산·어촌, 임업·산촌 분야가 부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만, 명시적으

로 사용하지 않는 프랑스 등 사례를 참고한 포괄적 명칭

- (4안: 농업농촌식품부) 수입농산물과 국내농산물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우리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부처 기능을 강조하기 위한 명칭

❍ (제안) 농업농촌식품부와 같이 現 부처 명칭에 ‘농촌’ 및 ‘식품’에 대한 명확한 표기를 통해 

부처의 비전 및 목표 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現 농림축산식품부의 영문명: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 세부 조직개편 요소 

2.1. 탄소 중립 대응과 환경 친화 농업을 위한 정책 강화

2.1.1. 조직 현황 및 문제점

❍ 탄소 중립 등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농업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농업·농촌 대내외 여건에 대

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분야임.

- 우리나라 정부를 포함한 세계 각국 정부와 국제 사회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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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12월에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음.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21년 8월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

리오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올해 10월 말에 정부안을 확정하였음.

- 농식품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2050

탄소중립, 그린 뉴딜)’이 20개 대내외 여건 중 가장 중요도가 높은 대내외 여건으로 제시

됨. ‘농업 부문의 환경오염(토양 양분 과다, 악취) 완화 및 기후 변화 대응 필요성 증가’는 

4번째로 제시됨.

❍ 이러한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는 과들은 여러 국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워 

정책 시너지를 내기 어렵고 협력적인 수행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도 어려움이 있음.

-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2050탄소중립, 그린 뉴딜)’과 관련성이 큰 부서는  농촌재

생에너지팀(1순위), 친환경농업과(2순위), 축산환경자원과(3순위)로 제시됨.

- ‘농업 부문의 환경오염(토양 양분 과다, 악취) 완화 및 기후 변화 대응 필요성 증가’와 관련

성이 큰 부서는 친환경농업과(1순위), 축산환경자원과(2순위) . 농촌재생에너지팀(3순위)

로 제시됨. 

- 탄소 중립과 친환경 농업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과는 세 개의 국에 흩어져 있음. 농촌재생

에너지팀은 농촌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는 축산정책국, 친환경농업과는 농업생명정책관

에 속해 있음.

- 이는 농식품부 조직이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어젠다의 효과적 추진보다는 대체로 산

업과 대상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임.

- 세 개의 과 외에도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공익직불정책과, 농업기반과, 국제협력총괄과, 

농업통상과, 농기자재정책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순위 농업·농촌 대내외 여건 요소 1순위 2순위 3순위

1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2050탄소중립, 그린 뉴딜)

환경
위협

농촌재생
에너지팀

친환경농업과 축산환경자원과

4
농업 부문의 환경 오염(토양 양분 과다, 악취) 

완화  및 기후 변화 대응 필요성 증가
환경
약점

친환경농업과 축산환경자원과
농촌재생
에너지팀

<표 6-1> 탄소중립 및 환경친화농업과 관련성 있는 대내외 여건과 과련 과

자료: 저자 작성.



농식품 분야 조직 개편 방안 ❙   139

<표 6-2> 탄소중립 및 환경친화농업 관련 과와 업무

부서 주요 업무

농촌
정책국

농촌재생에너지팀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2050 농업분야 탄소중립 추진전략 마련, 농촌재생에너지 확대

식량
정책관

공익직불정책과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운용, 공익직불기금 운영 및 집행 

농업기반과 통합물관리 관련 농업용수 분야 계획수립 및 정책 사업 추진

국제
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국제농업협력을 통한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기여 

농업통상과 식량안보·기후변화·탄소중립 등 국제 논의 대응(FAO, OECD, G20, APEC, P4G 등)

축산
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중·장기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이행,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친환경안전 축산물직접지불제 
관리, 친환경축산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가축분뇨적정처리

농업
생명

정책관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지원 및 제도 운영, 친환경농업육성, 유기 및 무농약 농산물 인증 관리, 
친환경농업 육성·소비·유통 활성화

농기자재정책팀 농업용 면세유 공급 관리, 토양 양분관리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

❍ 세 개의 과는 현재에 비해 미래의 중요도가 매우 높아지나, 현재 성취도는 평균보다 모두 낮

아 조직 차원에서 강화가 필요함.

번호 부서명 현재 중요도 미래 중요도 업무 난이도 성취도

14 농촌재생에너지팀 2.03 *2.51 2.29 1.80

32 축산환경자원과 2.07 *2.54 2.38 1.85

48 친환경농업과 1.95 *2.27 1.96 1.85

평균 2.02 2.44 2.21 1.83

전체 평균 2.02 2.16 2.02 1.87

<표 6-3> 탄소중립 및 환경친화농업 관련 주요과의 중요도와 성취도

주: 미래 중요도 점수 옆 * 표시는 평균적인 현재 대비 미래 중요도 상승보다 그 부서의 중요도 상승이 큰 경우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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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타 부처 사례

부처 실, 국 관 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해양공간정책과

 해양보전과

 해양생태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도시정책과

 도시경제과

 도시활력지원과

 스마트도시팀

건축정책관

 녹색건축과

 건축정책과

 건축문화경관과

 건축안전과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

 기후전략과

 기후경제과

 신기후체제대응팀

 기후변화국제협력팀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

 녹색산업혁신과

 녹색기술개발과

 통합허가제도과

 환경교육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환경정책과

 대기미래전략과

 대기관리과

 교통환경과

자료: 저자 작성.

2.1.3. 개편방안

❍ 타 정부 부처와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및 환경 친화 농업과 관련된 과를 

하나의 국으로 소속하게 하여 농식품부의 어젠다 추진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타 부처와의 

연계, 협력에서도 주도권을 강화하고 협력 창구를 집중화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과들을 모아서 농업환경자원국 신설 

❍ 조직과 예산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효과적 성과관리를 위해서 ‘(가칭)환경친화·탄소중립 농

업’ 프로그램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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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가칭)농업환경자원국 소속과와 주요 신규 업무

국명 과 주요 신규 업무 비고

농업환경
자원국

농업환경자원정책과

∙ 농업 환경자원,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정책 
총괄

∙ 선택형 직불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관련 R&D 기획 
∙ 농식품부 국제협력국 관련 업무 협력
∙ 타 부처와의 환경 및 탄소중립 정책 협력 총괄

(신설)

지속가능농업과
(종전: 친환경농업과 )

∙ 친환경농업직불제를 포함하여 확대된 선택형 
직불제 사업 지원 및 제도 운영

(명칭변경) 농업 지속가능성 제
고라는 농정 목표를 조직명에 반
영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과를 
지속가능농업과로 변경

축산환경자원과 (이관)

농업기반과
(통합) 농업기반과와 간척지농업
과를 통합

농업·농촌재생에너지과
(종전: 농촌재생에너지팀)

∙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팀→과) 농업부문의 에너지 효
율화를 강조하기 위해 명칭 변경

자료: 저자 작성.

2.2. 농가경영안정정책군(政策群) 실효성 강화

2.2.1. 조직 현황 및 문제점

❍ 일반적으로 기업 활동에 있어 마주하는 여러 가지 경영상의 위험에 대비하고 위험을 분산시

키는 일은 매우 중요함. 일반 기업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수익 극대화

는 안정적 경영 기반에서 가능함. 

❍  농업경영 역시 맞닥뜨리는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하여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이러한 경영안정활동은 최근 재해위험 증가, 경영규모의 확대, 인적위

험 증가 등 더욱 중요해짐.

-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주(농업인)의 역할은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경영안정 

정책의 효율성이 요구됨.

❍ 현재 경영안정정책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정부의 주요한 정책은 공익직불사업, 재해보험사

업, 재해대책사업, 정책금융사업 등임. 

❍ 따라서, 농가경영안정정책과 관련한 조직은 공익직불과, 재해보험정책과, 농업금융정책과

가 일차적으로 포함되며,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기반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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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농지과, 경영인력과가 포함될 수 있음. 

- 그 외에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있는 농업정책과가 포함됨.

❍ 실제로 관련한 업무는 모두 농업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공익직불과(舊 농가소득안정추

진단)는 식량정책국에 포함됨. 

- 과거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의 업무는 ①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②농업소득의 보

전에 관한 법률 운용으로 농가경영안정정책과 연관이 깊었음. 현재 공익직불과의 업무는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한 기획, 홍보, 이행점검, 기금관리 등 공익직불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현재의 조직 구조는 중복 업무 및 다원적 컨트롤 타워로 정책 수행 효율성을 제고하기가 어

려움. 즉, 정책의 기획, 추진, 성과관리가 일관적으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음.

- 식량국과 농업정책국이 나뉘어져 있어 쌀 산업 등 식량안보에 정책 목표 비중이 높은 식

량국과 경영안정 정책목표는 괴리가 있음.

- 농정국의 향후 정책 목표를 큰 틀에서의 농가경영안정이라고 한다면, 현재 수행되고 있는 

경영안정정책군 사업뿐 아니라 수입보험, 거대재해보험, 영농은퇴연금 등 향후 마련될 농

가경영안정 정책을 대비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경영안정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중요하므로, 농지 및 농업노동정

책은 농업생산요소 측면에서 해당 부서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필요함.

<표 6-5> 관련 과 및 주요 업무

부서 주요업무

식량
정책관

공익직불정책과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운용, 공익직불기금 운영 및 집행, 기
본직불제 사업 운용 총괄, 농가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관리, 공익 직불DB 및 시스템 관리

농업
정책국

농업정책과
중장기 농업정책,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정책 및 제도, 공익형 직불제, 농업·농촌 분야 청년 
정책, 남북협력 및 FTA, 농업 혁신 및 일자리 창출 업무

재해보험정책과
농업 재해대책 수립,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사업 관리, 농업정책
보험 지원강화

농업금융정책과 농업정책자금 관리, 농가부채대책 수립 및 관리, 농협제도 개선, 농식품 투자 활성화. 

경영인력과
후계인력 육성 대책 및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업무, 농업 교육기관 관리, 농촌고용인력지원 
및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 농업법인제도 운영,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불균형 해
소, 귀농·귀촌 활성화

농지과
농지관리기금 운용, 농지제도 정비, 농지은행·농지보전제도·농지전용허가제도 관리, 농지연
금제도 및 농지정보화업무, 청년농 농지지원 확대 및 농지제도 개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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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안정정책과 관련이 있는 과들의 중요도는 평균적으로는 현재보다 미래가 높지만, 큰 차

이는 나지 않고,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 수준의 중요도, 난이도가 있다고 보임.

- 경영인력과와 재해보험정책과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고, 농지과, 공익직불과

중요도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미래에는 농업부문 단독의 정책보다는 범부처 영향이 

있는 정책이 점차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농업금융정책과는 중요도, 난이도, 성취도 모두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정책금융역할 제

고와 병행하여 개편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됨.

<표 6-6> 주요 관련 과의 중요도와 성취도

번호 부서명 현재 중요도 미래 중요도 업무 난이도 성취도

16 농업정책과 2.30 2.42 2.28 1.96

17 농지과 2.38 2.27 2.40 2.09

18 경영인력과 2.34 *2.64 2.48 2.08

19 농업금융정책과 1.99 *2.03 1.99 1.87

20 재해보험정책과 2.24 *2.43 2.21 2.05

23 공익직불정책과 2.38 2.30 2.16 2.12

평균 2.27 2.35 2.25 2.03

전체 평균 2.02 2.16 2.02 1.87

주: 미래 중요도 점수 옆 * 표시는 평균적인 현재 대비 미래 중요도 상승보다 그 부서의 중요도 상승이 큰 경우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2.2.2. 개편방안

❍ 경영안정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정책을 펴고, 효율적인 정책 수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공익직불과 업무는 공익직불전담관리기구 추진 및 농관원 직불관리 업무 확대 추세에서 

중앙정부는 관리보다는 경영안정정책에 집중하도록 개편

- 농업경영정책과로 명칭 변경하여 총괄

<표 6-7> 농업경영국 소속과와 주요 신규 업무

국명 과 주요 신규 업무 비고

농업
경영국

농업경영안정정책과
(종전: 공익직불과)

∙ 경영안정정책 총괄, 기본형공익직불, 
농업조세정책관리

(통합)농업정책과 통합

농업재해보험정책과 (유지)

농업금융정책과
∙ 융자 및 보증정책 컨트롤 타워
∙ 농식품모태펀드 업무 연관성 검토 필요

(변경) 저리융자-종합자금전환, 농
식품모태펀드 업무 연관성 검토

농업경영인력과
(종전: 경영인력과)

(유지) 명칭변경

농지과 (유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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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스마트 농업 등 신산업 육성으로 농업 혁신성장 동력 마련

2.3.1. 조직 현황 및 문제점

❍ 스마트 농업 등 신산업 육성으로 농업 혁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농업·농촌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분야임.

- 전 세계적 인구 증가, 기후 위기 및 환경오염, 빈곤 및 기아에 대응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

명 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디지털 농업 또는 스마트 농업을 발전시켜 경제, 사회, 환경 측면

에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이를 위해 우리나라뿐만 아니

라 세계 각국과 기업은 디지털 농업에 대한 정책과 투자를 강화하고 있음.

- 농식품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디지털 뉴딜)’이 8번째, ‘디지털·바이오기술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 농업 확대 및 그

린바이오 성장’이 9번째 중요한 대내외 여건으로 제시됨.

❍ 이러한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여 농업 혁신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는 업무들이 여러 국

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

- 농식품부 직원 대상 설문 조사 결과 ‘디지털·바이오기술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 농업 확대 

및 그린바이오 성장’과 관련성이 큰 부서는 농산업정책과(1순위), 과학기술정책과(2순

위), 종자생명산업과(3순위)로 제시됨.

-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디지털 뉴딜)’과 관련성이 큰 부서는 빅데이

터전략담당관(1순위), 농산업정책과(2순위), 정보통계정책담당관(3순위)로 제시됨.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미래 경제, 사회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와 관련성

이 큰 부서는 농산업정책과(1순위), 과학기술정책과(2순위), 농업정책과(3순위)로 제시됨.

- 설문조사 결과, 제시된 과들은 스마트 농업, 데이터와 관련된 과들로 주로 정책기획관과 

농업생명정책관에 나누어져 있음.

- 또한 시설현대화 관련 사업들이 축산경영과, 원예경영과 등 산업별로 추진되는데 이를 통

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임.

- 한편, 농업 혁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과 투자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데, 현재는 농업정책국 내 경영인력과와 농업금융정책과에서 일부 업무로서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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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즉, 농업전후방연관산업의 혁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업무들이 농업경영체 중심의 

농업정책업무 일부로써 이루어지고 있음. 

순위 농업·농촌 대내외 여건 요소 1순위 2순위 3순위

8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디지털 뉴딜)
경제
기회

빅데이터
전략담당관

정보통계정책담당관,
농산업정책과

과학기술정책과

9
디지털·바이오기술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 농업 확대 및 그린바이오 성장 
경제
강점

농산업정책과 과학기술정책과 종자생명과학과

13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미래 경제, 사회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경제
위협

농산업정책과 과학기술정책과 농업정책과

<표 6-8> 농업 혁신성장 동력과 관련있는 대내외 여건과 관련 과

자료: 저자 작성.

<표 6-9> 농업 혁신성장 동력 관련 과와 업무

부서 주요업무

정책
기획관

정보통계정책담당관
정보화 관련 법령 및 계획 수립, 농식품 분야 공간 정보 총괄,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농업경영체 제도 개선 및 운영, 정보보안 기획 및 관리,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및 
침해사고 대응, 농식품 통계 기획 및 분석

빅데이터전략담당관
농업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농업인 자격증명 간소화 등 
MyAgridata 구축, 농식품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확대

농업
정책국

농업정책과 중장기 농업정책,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

농지과 농지원부 및 농지정보화업무

경영인력과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불균형 해소

농업금융정책과 농식품 투자 활성화

식량정책관 공익직불정책과 공익 직불DB 및 시스템 관리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축산 시설 현대화(ICT·스마트축산) 지원·관리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시설원예 현대화 및 경쟁력 제고

농업생명
정책관

농산업정책과
농식품분야 혁신성장 과제 관리, 스마트농업·스마트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확산

과학기술정책과
농림축산식품 R&D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 사업 기획․관ᅟᅧᆫ재 빅
데이터전략리,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R&D 지도,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관리, 농림식품
과학기술위원회 운영, 도시농업정책 활성화, 개방형 혁신 R&D 추진

종자생명산업과
디지털 육종 등을 통한 종자산업 육성, 종자산업 및 식물신품종보호제도 운영, 국립종자원 
지도 감독, 곤충 및 양잠산업 육성·지원, 미생물 등 생명산업 육성 및 생명자원 관리

농기자재정책팀 농기자재 정책 및 제도 개선,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자재 품질관리

주: 기울어진 글씨는 산업 육성보다 농정의 효과적 추진과 관련된 업무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참고하여 작성

❍ 설문조사 결과, 핵심 업무가 ‘신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 혁신성장 동력 창출’과 관련된 모든 

과들이 현재에 비해 미래의 중요도가 매우 높으며, 농기자재정책팀을 제외하고는 미래중요

도가 평균보다 높음. 

- 현재 성취도는 농산업정책과를 제외하고는 평균보다 낮아 성과 향상을 위한 조직 강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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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0> 주요 관련 과의 중요도와 성취도

번호 부서명 현재 중요도 미래 중요도 업무 난이도 성취도

5 빅데이터전략담당관 1.67 *2.43 2.02 1.70

46 농산업정책과 2.23 *2.53 2.12 1.99

47 과학기술정책과 2.01 *2.46 1.95 1.80

49 종자생명산업과 1.88 *2.29 1.89 1.71

51 농기자재정책팀 1.66 *1.88 1.80 1.72

평균 1.89 2.32 1.96 1.78

전체 평균 2.02 2.16 2.02 1.87

주: 미래 중요도 점수 옆 * 표시는 평균적인 현재 대비 미래 중요도 상승보다 그 부서의 중요도 상승이 큰 경우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2.3.2. 타부처 사례

부처 실, 국 관 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해양정책과

 해양개발과

 해양레저관광과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기술혁신과

 건설안전과

 시설안전과

환경부 -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기술혁신정책관
 기술정책과

 기술개발과

산업통상자원부 - - -

자료: 저자 작성.

2.3.3. 개편방안

❍ 타 정부 부처와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 혁신성장 동력과 

관련된 과를 하나의 국으로 소속하게 하여 농식품부의 어젠다 추진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타 부처와의 연계, 협력에 있어서도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 창구를 집중화할 필요가 있음. 

- 국 이름은 현재 농업생명정책관에서 농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그린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담당한다는 취지에서 (가칭)농산업혁신국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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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농식품산업 육성과 관련된 국들은 모두 하나의 정책실에 두어 농식품 가치사슬과 농업

전후방산업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빅데이터전략담당관이 정책기획관에 소속되어 있는데, 농식품산업 전체에 있어서 데

이터, 인공지능(AI),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하나의 국에 속하는 것이 디지털 

경제 시대에 디지털(데이터)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바람직함.

- 현재 빅데이터전략담당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대부분 산업 육성과 관련된 것이라기보

다는 농정의 수행과 관련된 공적 업무임. 예를 들면 농업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농업인 자격증명 간소화 등 MyAgridata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확대를 제시할 수 있음.

- 이는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MyAgridata 구축, 농식품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확대를 주로 정부의 역할로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됨. 즉, 현

재는 여전히 데이터 관련 업무가 주로 공적인 정부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민간 산

업과의 연계와 육성 측면에서는 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 그러나 농식품 산업의 육성과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 측면에서 데이터 관련 정책을 추진

하는 것이 앞으로는 더 중요하므로, 스마트 농업 및 데이터와 관련이 있는 다른 업무들과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산업 육성 측면에서의 데이터 관련 정책과 농정의 효과적 추진 측면에서의 데이터 

관련 정책을 구분하여 조직을 개편하되, 데이터 관련 정책의 중심은 산업 육성에 두는 것

이 바람직하며, 데이터 관련 정책의 총괄도 농식품산업 전반을 육성하는 국에서 맡는 것

이 바람직함. 

❍ 현재 빅데이터 관련 업무 중 공공데이터 관련 제도 및 관리 업무는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

당관실로 이관하고 데이터 활용 및 산업 진흥 업무 등 민간부문과의 연계·협력이 강조되는 

업무는 스마트디지털산업과에서 담당

❍ 조직과 예산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가칭)농업혁신성장’ 프로그

램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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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1> (가칭)농산업혁신국 소속과와 주요 신규 업무

국명 과 주요 신규 업무 비고

농산업
혁신국

농산업혁신정책과
(종전: 농산업정책과)

∙ 스마트농업, 디지털그린바이오, 농식품 디지털 
정책 총괄

∙ 농산업 분야 혁신을 위한 인력 육성, 금융·투자, 
제도  

(변경) 과명에 ‘혁신’을 넣어 조직 업
무 지향점을 명확히 제시함. 농업금
융정책과의 농식품 투자 활성화 업
무 이관  

스마트디지털산업과
(종전: 빅데이터

전략담당관)

∙ 농업 D.N.A 기반 구축  
∙ 농식품 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 

(변경) 데이터, 인공지능, 네크워크 
등을 포함한 농식품 디지털 산업 진
흥 담당

과학기술정책과 (유지)

그린바이오산업과
(종전: 종자생명산업과)

(변경) 종자를 비롯한 그린바이오산
업 육성 담당

스마트농업과
(종전: 농기자재팀)

∙ 축산 시설 현대화(ICT·스마트축산) 
지원·관리(축산경영과 업무 이관)

∙ 시설원예 현대화 및 경쟁력 제고(원예경영과 
업무 이관)

(변경)  농기자재를 비롯한 경종, 축
산, 시설원예 스마트농업 확산사업 
담당

자료: 저자 작성.

2.4. 농촌공동체 및 인적 역량 제고 정책 강화

2.4.1. 조직 현황 및 문제점

❍ 농업·농촌 인력을 육성하는 것은 농업의 미래 성장과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

책 분야임.

- 저출산·고령화, 수도권·대도시 인구 집중, 농업인력의 고령화, 농촌지역 인구과소화 등으

로 인하여 농업의 성장과 농촌 활력 증진을 통한 국토 균형 발전이 저해됨.

- 이에 정부는 청년의 창농 지원, 귀농·귀촌 촉진, 농촌 지역 개발과 삶의 질 개선 등의 정책

을 강화하고 있음. 

- 농식품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저출산(인구감소), 고령화(초고령사회), 수

도권·대도시 인구 집중 심화 등 인구 구조 악화’가 2번째, 농촌의 생활서비스 접근성 취

약, 인구과소화로 지방 소멸 위기 증가는 3번째, 농업 GDP 규모 및 농업 성장률 정체는 9

번째 중요한 여건으로 제시됨. 

- 또한  농업·농촌 인력 육성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회, 경제적 여건들은 ‘다양한 격

차(양극화·불평등)와 갈등 심화: 세대 간, 세대 내 고용·소득·자산 격차, 젠더·가치관 갈

등 등’(11위), ‘다양한 가치 추구에 따른 귀농, 귀촌 등 인구유입 농촌 증가’(12위),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16위)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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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인력 육성을 위해 직접적으로는 창업농·취업농 지원, 농업 인력 교육, 농촌 일

자리 창출, 농촌 경제·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 귀농·귀촌 지원 등의 정책이 강화될 필

요가 있음. 

- 또한 육성 인력의 지속적 정착을 위해서는 주거, 교통, 의료, 보건, 교육, 문화, 환경 등 농

촌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중요함. 

- 이 절에서는 농업·농촌 인력 유입을 위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 분야만 다룸.

순위 농업·농촌 대내외 여건 요소 1순위 2순위 3순위

3
농촌의 생활서비스 접근성 취약, 

인구과소화로 지방 소멸 위기 증가 
사회 
약점

농촌정책과 지역개발과
농촌사회
복지과

9 농업 GDP 규모 및 농업 성장률 정체 
경제 
약점

농업정책과
기획재정
담당관

농산업정책과

12
다양한 가치 추구에 따른 귀농, 귀촌 등 

인구유입 농촌 증가 
사회 
강점

농촌정책과 농촌사회복지과 지역개발과

16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
경제 
강점

농촌사회복지과 농촌정책과 농촌산업과

2
저출산(인구감소), 고령화(초고령사회), 

수도권·대도시 인구 집중 심화 등 인구 구조 악화
사회 
위협

농촌정책과 경영인력과
농촌사회복지과, 

농업정책과

11
다양한 격차(양극화·불평등)와 갈등  심화: 세대 간, 
세대 내 고용·소득·자산 격차, 젠더·가치관 갈등 등

사회 
위협

농촌여성정책팀 농촌사회복지과 농촌정책과

<표 6-12> 농업·농촌 인력 육성과 관련성 있는 대내외 여건과 관련 과

자료: 저자 작성.

<표 6-13> 농업·농촌 인력 육성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과와 업무

부서 주요업무

농촌
정책국

농촌사회복지과 농업·농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

농촌산업과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농촌관광 활성화

농촌여성정책팀 여성농업인 육성 및 양성평등 강화

농업역사문화전시
체험관추진팀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총괄

농업
정책국

농업정책과 농업·농촌 분야 청년 정책,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

농지과 청년농 농지지원 확대 및 농지제도 개편

경영인력과
후계인력 육성 대책 및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업무, 농업 교육기관 관리, 농촌고용인력지
원 및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불균형 해소, 귀농·귀촌 
활성화

축산
정책국

축산정책과 축산분야 일자리 창출 

주: 주거, 교통, 의료, 보건, 교육, 문화, 환경 등 농촌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과 관련된 과와 업무들은 제외함. 

이들 과와 업무는 다음의  농촌 재생에서 다루기로 함.  농업·농촌 사회적 경제, 농촌융복합산업, 농촌관광 등 경제와 산업 

분야는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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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부서명 현재 중요도 미래 중요도 업무 난이도 성취도

11 농촌사회복지과 2.01 *2.43 2.12 1.91

12 농촌산업과 1.83 *2.00 1.87 1.80

13 농촌여성정책팀 1.55 1.66 1.71 1.57

15
농업역사문화전시

체험관추진팀
1.31 1.35 1.31 1.47

16 농업정책과 2.30 2.42 2.28 1.96

17 농지과 2.38 2.27 2.40 2.09

18 경영인력과 2.34 *2.64 2.48 2.08

30 축산정책과 2.31 2.18 2.23 1.98

평균 2.00 2.12 2.05 1.86

전체 평균 2.02 2.16 2.02 1.87

<표 6-14> 농업·농촌 인력 육성 관련 과의 중요도와 성취도

주: 미래 중요도 점수 옆 * 표시는 평균적인 현재 대비 미래 중요도 상승보다 그 부서의 중요도 상승이 큰 경우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 농업정책과, 농지과, 경영인력과, 축산정책과를 포함한 농업 인력 육성과 관련이 있는 과들

은 모두 미래 중요도, 업무난이도, 성취도 모두 평균보다 높아 성과를 유지함과 동시에 조직

의 지속적 강화가 필요함.

❍ 농촌 인력 육성 또는 농촌 경제 및 사회와 관련된 과들은 농촌사회복지과를 제외하고는 미

래 중요도가 평균보다 매우 낮으며, 세 개과 모두 성취도가 평균보다 낮음. 따라서, 과의 역

할과 업무를 제고하고 성취도를 높일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음.

2.4.2. 개편방안

❍ 농업 인력 육성과 관련된 조직 구성과 역할에 있어서 큰 변화는 필요 없어 보이며, 단지 농업 

인력 육성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므로 정책과 사업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농촌 인력 육성은 주민·지자체 협력의 농촌(재생)정책을 추진할 전문인력 양성, 농촌의 다양

한 경제·사회·환경적 일거리를 수행할 인력의 육성, 농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수행할 인력의 육성 차원에서 중요함. 따라서 이와 관련된 조직과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농촌 인력 육성은 본질적으로 농촌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인적 자본을 축

적하고, 이를 통해 농촌 활력을 증진하고 지역 소멸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균

형 발전을 이루는 데 근본적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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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 농촌사회국을 신설하여 (가칭)농촌사회혁신과, 농촌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을 두고 

사람 중심의 농촌사회혁신을 목적으로 정책을 수행함.

- (가칭)농촌사회국은 현재의 농촌산업과의 역할을 확대 개편하여, 농촌주민·정부 협력의 

농촌(재생)정책을 지원할 전문인력 양성, 농촌의 다양한 사회·환경적 일거리를 수행할 인

력의 육성, 농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수행할 인력의 육성 등의 

정책을 수행함.

<표 6-15> (가칭) 농촌사회국의 소속과와 주요 신규 업무

국명 과 주요 신규 업무 비고

농촌
사회국
(신규)

농촌사회정책과

∙ 총괄
∙ 사람 중심의 농촌 경제, 사회, 환경 혁신 정책 총괄
∙ 농촌주민·정부 협력의 농촌 (재생) 정책을 

지원할 전문인력(중간지원조직 등) 양성

(신설)

농촌혁신과
(구: 농촌산업과)

∙ 농촌의 다양한 사회·환경적 일거리를 수행할 
일자리 창출

∙ 농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수행할 인력의 육성

∙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촌관광산업 육성

(변경) 과명에 ‘혁신’을 넣어 조직 
업무 지향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농촌 인력 육성 정책을 강화

농촌사회복지과
·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총괄(체험관 추진팀

에서 이관)
(유지)

농촌여성정책과
(종전: 여성정책팀)

(명칭 변경) 여성정책팀 → 
농촌여성정책과

자료: 저자 작성.

2.5. 농촌재생(농촌공간계획 포함)과 삶의질 향상을 위한 협력 강화

2.5.1. 조직 현황 및 문제점

❍ 농촌재생은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과밀·지방소멸 위기 등 국가적 문제해결을 위해 농촌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특단의 전략으로써 매우 중요함.

- 이에 정부는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농촌공간계획, 농촌재생뉴딜 등의 정책 강화를 통해 

농촌 경제·사회 활력 증진, 농촌다움 강화, 농촌 인구 유입 촉진 등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농식품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저출산(인구감소), 고령화(초고령사회), 수

도권·대도시 인구 집중 심화 등 인구 구조 악화’가 2번째, 농촌의 생활서비스 접근성 취

약, 인구과소화로 지방 소멸 위기 증가는 3번째 중요한 여건으로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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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농촌재생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회, 경제적 여건들은 ‘다양한 격차(양극화·불

평등)와 갈등 심화: 세대 간, 세대 내 고용·소득·자산 격차, 젠더·가치관 갈등 등’(11위), 

‘다양한 가치 추구에 따른 귀농, 귀촌 등 인구유입 농촌 증가’(12위), ‘농촌 지역 사회적 경

제 활성화’(16위) 등이 있음.

❍ 농촌 재생을 통해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촌공간의 재구

조화, 농촌다움 유지를 위한 공간 정책으로 농촌정책을 대전환하기 위한 부처 역량 확보가 

필요한 시급한 상황임16).

- 기존 업무방식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공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처 내 인력

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한 상황

- 더불어, 통합적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처 내 다양한 계획 및 사업을 조율·조정

할 수 있는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협약 부서가 필요한 상황 

❍ 또한 농촌정책은 다부처 사업이 연관되고 있고, 다양한 부처와의 효율적인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하나 농촌정책에 대한 부처 간 협력적 정책 거버넌스 부족

-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부재로 정책 시너지 효과 저감

- 농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이라는 공간 측면에서 통합적, 협력적 사

업수행이 요구됨.

- 부처 간 협업을 위한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이 제한되어 정책 실효성 저하

순위 농업·농촌 대내외 여건 요소 1순위 2순위 3순위

3
농촌의 생활서비스 접근성 취약, 인구 과소화로 

지방소멸 위기 증가 
사회 
약점

농촌정책과 지역개발과 농촌사회복지과

12
다양한 가치 추구에 따른 귀농, 귀촌 등 

인구유입 농촌 증가 
사회 
강점

경영인력과 농촌정책과 농촌사회복지과

16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
경제 
강점

농촌사회복지과 농촌정책과 농촌산업과

2
저출산(인구감소), 고령화(초고령사회), 

수도권·대도시 인구 집중 심화 등 인구 구조 악화
사회 
위협

농촌정책과 경영인력과 농촌사회복지과

11
다양한 격차(양극화·불평등)와 갈등  심화: 세대 간, 
세대 내 고용·소득·자산 격차, 젠더·가치관 갈등 등

사회 
위협

농촌여성정책팀 농촌사회복지과 농촌정책과

<표 6-16> 농촌재생과 관련있는 대내외 여건과 관련과

자료: 저자 작성.

16) 농촌재생을 위해서는 농촌이라는 공간에 대한 정책과 농촌 지역 인적 자본 형성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책이 모두 중요함. 

후자는 앞의 농업·농촌 인력 육성 부문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간에 대한 정책 중심으로 다룸



농식품 분야 조직 개편 방안 ❙   153

<표 6-17> 농업재생과 관련있는 과와 업무

부서 주요 업무

농촌
정책국

농촌정책과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 기본계획, 농촌 개발 등 농촌 정책 총괄, 농어업인 삶의질 업무 및 
농어업회의소 총괄,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및 농촌재생뉴딜 확산

지역개발과
지역개발 중장기계획 수립, 균형발전위원회 업무 총괄, 농촌지역 생활SOC 확충, 농촌 주
거환경 개선

농촌사회복지과 농촌 의료 업무 총괄 

농촌여성정책팀 농촌 교육·문화·복지 여건 개선,  농촌보육여건개선 

농업역사문화전시
체험관추진팀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총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참고하여 작성

번호 부서명 현재 중요도 미래 중요도 업무 난이도 성취도

9 농촌정책과 2.49 2.62 2.38 2.04

10 지역개발과 2.13 2.22 2.12 1.90

11 농촌사회복지과 2.01 *2.43 2.12 1.91

13 농촌여성정책팀 1.55 1.66 1.71 1.57

15
농업역사문화전시

체험관추진팀
1.31 1.35 1.31 1.47

평균 1.90 2.06 1.93 1.78

전체 평균 2.02 2.16 2.02 1.87

<표 6-18> 주요 관련 과의 중요도와 성취도

주: 미래 중요도 점수 옆 * 표시는 평균적인 현재 대비 미래 중요도 상승보다 그 부서의 중요도 상승이 큰 경우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 농촌재생과 관련이 있는 과들 중 농촌정책과, 지역개발과, 농촌사회복지과는 미래중요도, 업

무난이도, 성취도 모두 평균보다 높아 성과를 유지함과 동시에 조직의 지속적 강화가 필요함.

❍ 반면, 농촌여성정책팀과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 모든 항목이 평균보다 크게 낮

아 역할 재정립 및 성과 제고가 요구됨.

2.5.2. 개편방안

❍  농촌재생을 위한 농촌정책국의 역할과 조직을 강화함, 특히 농촌정책의 다부처 협력을 강

화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삶의 질 위원회 사무국을 둠.

- 삶의 질 위원회 사무국은 농촌정책국 소속이 아닌 차관 소속으로 함으로써 범부처 업무 

추진 및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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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9> 농촌정책국 소속과와 주요 신규 업무

국명 과 주요 신규 업무 비고

농촌
정책국

농촌정책과 ∙ 농촌 협약 등 부처 간 연계 협력 총괄 (유지)

농촌재생과
(종전: 지역개발과)

∙ (예시) 범부처 농촌재생 사업 추진
(변경) 농촌재생이라는 정책 목표 
강조

지역농정협력과
∙ 지역농정 지원 및 협력 총괄
∙ 농어업회의소 총괄

(신설)

삶의 질 위원회 지원단 
∙ 삶의 질 위원회 업무 총괄 
∙ 삶의 질 위원회 사무국

(신설) 구 소득안정추진단과 유사
하게 운용 

자료: 저자 작성.

2.6. 동물복지·반려동물 정책 강화

2.6.1. 조직 현황과 문제점

❍ 2017년 8월 8일 이전에는 축산, 방역,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업무를 축산정책국의 축산정

책과, 축산경영과,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 친환경축산팀에서 수행하였음.

❍ 동물보호 및 복지 업무는 2019년 10월 30일까지 축산정책국에서 담당하다가 이후 식품산

업정책실 농생명정책관 소속으로 조정되었으며, 2020년 2월 25일부로 동물복지정책과로 

승격됨.

<그림 6-3>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방역·동물복지 정책 담당 조직 변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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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0> 동물복지 관련 과 및 주요 업무

부서 주요업무

농생명
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동물등록제 활성화, 동물보호센터 설치, 윤리적 동물 실험 관
리, 반려동물 관련 산업 관리 대책 수립 및 시행,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 조성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참고하여 작성

❍ 동물복지와 관련된 농식품부 해당 과의 현재중요도, 미래중요도, 업무난이도, 성취도 조사

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미래중요도와 업무난이도가 높았지만, 성취도는 낮게 나타남.

- 미래중요도와 성취도를 동시에 고려한 IPA 분석 결과, 미래중요도보다 성취도가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나 성취도 제고를 위해 조직 단위 노력이 필요함.

번호 부서명 현재 중요도 미래 중요도 업무 난이도 성취도

50 동물복지정책과 2.05 *2.45 2.31 1.88

전체 평균 2.02 2.16 2.02 1.87

<표 6-21> 동물복지 부서의 중요도와 성취도 

주: 미래 중요도 점수 옆 * 표시는 평균적인 현재 대비 미래 중요도 상승보다 그 부서의 중요도 상승이 큰 경우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 『동물보호법』(동물복지정책과) 전부 개정에 따른 제도 및 업무 대폭 증가에 따른 동물복지 

업무를 담당할 인력 확충 필요

- 동물학대자 사육금지, 맹견사육허가·기질평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민간동물보호시

설 신고제 등의 제도가 신규 도입되었으며 반려동물 관리강화 등 이미 제도 개선이 이루

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개 식용 금지 등 새로운 정책 수요 확대

* 개 식용 금지 검토 지시(문재인 대통령, 21.9.27)

* 개식용금지법(동물보호법 개정안) 상정(한정애 의원실)

❍ 반려동물 가구의 증가 및 동물 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의 변화로 새로운 사회적 이슈 

및 정책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

- 반려동물 사료·용품, 디지털 동물학대 등 새로운 정책 분야가 지속 생성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력 부족

❍ 동물복지정책과는 국 단위 업무 확장 및 동물보호 및 복지업무 전담기관 설립 고려

- 동물학대 대응, 동물보호센터 관리, 반려동물 안전관리, 영업자 관리, 동물복지 축산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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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국민인식 개선 등 증가하는 동물보호 및 복지업무의 수행을 위해 전담 기관(‘가칭’ 한

국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

2.6.2. 개편방안

❍ 동물복지정책국(관)을 3과 체제로 확대 개편하고, 농식품부의 동물복지정책과와 농림축산

검역본부의 동물보호과를 이관하고 인력을 확충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과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정책과의 업무 범위가 중

복되어 업무 통합이 요구되며, 집행 업무는 향후 설립되는 동물복지진흥원으로 이관 계획

<그림 6-4> 동물복지정책국 신설(안)

자료: 저자 작성.

2.7. 동식물 방역·검역 업무 체계화 

2.7.1. 현황

❍ 동물 방역·검역 업무는 방역정책국,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동물검역), 검역본부 질병관리

부에서 수행

- 방역정책국(3과): 방역정책과, 구제역방역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국제협력국(1과): 검역정책과(동물검역)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5과): 방역감시과, 역학조사과, 질병진단과, 동물검역

과, 위험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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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8과): 연구기획과, 세균질병과, 구제역진단과, 바이

러스질병과, 조류질병과, 조류인플루엔자 연구진단과, 해외전염병과, 구제역백신연구센터

<그림 6-5> 동물 방역·검역 분야 조직 및 주요 업무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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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 방역·검역 업무는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와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 농진청, 검역본

부에서 수행

- 식량정책관(1과): 식량산업과

- 국제협력국(1과): 검역정책과(식물검역계)

- 농촌진흥청(2과): 재해대응과(본청), 작물보호과(농과원)에서는 예찰․방제 및 병해충 분류 

및 연구분석업무 담당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4과1센터): 식물방제과, 위험관리과, 식물검역과, 수출지

원과 및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에서 국경검역 및 위험 분석 등의 업무 수행 

<그림 6-6> 식물 방역·검역 분야 조직 및 주요 업무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참

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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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식물 방역·검역과 관련된 농식품부 해당 과의 현재중요도, 미래중요도, 업무난이도, 성취

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미래중요도가 높아지는 과는 검역정책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과는 미래 중요도는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남. 

- 업무난이도는 방역정책국의 세 개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식량산업과, 검역정

책과, 축산정책과는 낮게 나타남.

- 성취도는 방역정책과, 구제역방역과, 식량산업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순으로 높게 나

타났지만, 검역정책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단, 식량산업과 업무 중 방제와 관련이 없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세부 업무 단위로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현재 중요도와 성취도를 동시에 고려한 IPA 분석 결과 방역, 식물검역 관련 모든 과가 중요도

가 성취도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성취도 제고를 위해 업무 재조정을 통한 조직 재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번호 부서명 현재 중요도 미래 중요도 업무 난이도 성취도

22 식량산업과 2.16 2.09 2.04 1.96

28 검역정책과 2.04 *2.37 2.14 1.96

33 방역정책과 2.41 2.30 2.46 2.10

34 구제역방역과 2.37 2.20 2.38 2.08

35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2.30 2.16 2.36 2.02

평균 2.26 2.22 2.28 2.02

전체 평균 2.02 2.16 2.02 1.87

<표 6-22> 방역·검역 관련 부서의 중요도와 성취도 

주: 미래 중요도 점수 옆 * 표시는 평균적인 현재 대비 미래 중요도 상승보다 그 부서의 중요도 상승이 큰 경우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 또한 방역·검역 부서의 업무는 전문성 요구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방역 컨트롤 타워 통합

뿐 아니라 방역전문기관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2.7.2. 문제점

❍ (사전 예방 및 방역기반 강화에 미흡) 질병관리등급제 시행, 방역시설 현대화사업, 시·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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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방역센터 설치·운영, 방역 관련 업종 신설17)에 따른 사전 예방 및 방역기반 업무 확대에 

대응 미흡

- 가축 살처분에 따른 매몰지의 환경오염 문제 최소화를 위해 랜더링, 호기호열미생물발효, 

초고온소각, 화학적처리 확대 필요

❍ (기관 간 역할 분산으로 식물방역 업무의 효과적인 대응 한계) 식물병해충 검역 및 예찰·방제

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기관 간 역할이 분산되어 있고, 전문성도 부족하여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

- (식량산업과) 농작물 방제총괄, (검역정책과) 식물검역 총괄, 식물방역법 운용 및 LMO, 

(농진청) 예찰·방제 및 병해충 분류, (검역본부) 국경검역 및 위험분석 등

❍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농식품부 고유업무 추진 한계) ASF, HPAI 등 가축전염병 발

생 시 농림축산식품부 내 축산정책국 등 타 부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중앙정

부 행정비용 발생

- 최근 들어 ASF, HPAI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부서 고유업무 추

진에 어려움이 발생함.

2.7.3. 타부처 사례: 질병관리청18)

❍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

청으로 2020년 9월 12일 승격시킴.

- 독립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은 청장과 차장 포함, 5국 3관 41과 총 1,476명 규모로, 국립

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기

관을 갖춤.

❍ 기존의 질병관리본부는 전염병을 연구하고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

로 2003년 사스(SARS) 유행으로 감염병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설립되었음. 

- 이후 몇 차례 대규모 감염병 유행 당시 방역 조치를 수행에 대한 한계가 나타남.

17) 신설 업종으로 가축처리업, 가축예방접종지원업, 가축상하자업 등이 해당됨.

18) 질병관리청 2020.9.14.일자 보도자료 “감염병 대응체계 획기적 강화, 질병관리청 개청”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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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당시에도 메르스 유행 후속 조치로 질병관리본부를 분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

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며 무산되었음.

❍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책으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짐.

❍ 대규모 감염병의 일상화가 이루어지며, 항시 업무가 확대될 필요가 있고, 컨트롤타워의 전

문성이 요구된 것으로 보임. 

구분 개편 전(질병관리본부) 개편 후(질병관리청)

총괄

조직
위상

∙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 6급 이하 등 일부 직원 인사 권한만 

위임받아 운영 

∙ 중앙행정기관 
 * 조직·인사·예산 독립적 운영  

조직
규모

∙ 1본부장 5부·센터 23과(본부 기준)
∙ 907명(본부 259, 소속 648)

∙ 1청장 1차장 8국·관 41과(본청 기준) 
 * (순증) 20개 기구(1차장 3국·관 16과)
∙ 1,476명(본부 438, 소속 1,038)
 * (순증) 384명 / (재배치) 185명

역할 ∙ 복지부 위임사무 집행
• 질병 관리 정책 및 집행 기능 확대 
 * 감염병예방법 등 6개 법률 소관

지역 체계 ∙ 검역소(13), 검역지소(11)
∙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 1출장소
 *검역(지)소는 질병대응센터 소속 

주요
강화
분야

신고
감시

∙ 전담조직 부재,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일부가 
긴급상황실 역할 수행 

∙ 종합상황실 신설, 1339콜센터를 통합 운영하여 
신고·감시 등 모니터링 체계 일원화

역학
조사
분석

∙ 역학조사·분석, 위기대응연구 전담 기능 부족
∙ 역학조사 기반 위기대응분석 전담 부서 신설(1국 4과)
- 위기분석, 역학조사·분석, 역학조사관 역량 강화, 

위기대응 연구 강화

위해
대응

∙ 건강위해요인* 전담조직 부재로 상황별 적극적 
대처 한계

 * 예) 원인불명, 흡연, 손상, 중독질환 등

∙ 건강위해대응 전담 부서 신설(1국 3과)
 - 신종 건강위해요인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선제적 

대응 강화

백신·
치료제

∙ 국립보건연구원 내 국단위 기구
 * 감염병연구센터에서 백신·치료제 후보물질 

연구 중심

∙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신설 
- 임상연구, 효능평가 기능 보강으로 백신·치료제 

상용화 지원 

미래
의료

∙ 의료인공지능 및 재생의료 등 미래의료분야 
관련 기능 부족 

∙ 의료인공지능, 재생의료 전담 부서 신설 
 - 맞춤형 정밀의료 구현 및 재생의료 임상연구 안전성 

제고 

<표 6-23> 질병관리청 개편 전후 조직 및 업무 변화

자료: 질병관리청(2020). 감염병 대응체계 획기적 강화, 질병관리청 개청(2020.09.1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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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질병관리청 조직도

자료: 질병관리청(2020). 감염병 대응체계 획기적 강화, 질병관리청 개청(2020.09.1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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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개편방안

□ 개편방향

❍ 동식물 질병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역학조사-연구-방

역체계 일원화를 통한 상시 대응체계 마련하고 농식품부 본부는 컨트롤타워 역할 중심으로 

업무 조정

- 동식물 질병 발생 빈도 및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질병에 의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질병 

발생 시 현장 관리만으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

-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전 대응을 강화하는 상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

❍ 식물검역, 연구, 방제기능 강화 및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 확보를 위해 통합 관리 필요

□ 1안: (가칭)동식물방역청19) 설립 검토

❍ 행정효율성 제고 및 동식물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독립된 행정기관 설립 추진

-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동물 의료체계 및 가축전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독립된 행정기

관 설립 검토

- 방역정책국,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방역, 검역업무 담당 기관 및 부서를 통합한 동식물방

역청(가칭) 설립

*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독립된 행정기관인 2020년 9월 질병관리

청으로 승격 

□ 2안: 농식품부 본부 중심 검역·방역 실질 컨트롤타워 구축

❍ (방역정책국 → 동식물보건정책국) 동식물보건정책국(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3~4개 과 

확대

- 반려동물 소유자 증가와 인수공통전염병 대응을 위해 동물 의료 체계 재정립, 인력 수급 

및 동물의료 정책기능 신설·강화

- 방역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독약 등 동물 약품 산업 육성 및 동물 백신 정책기능 강화

- 사전 예방과 방역기반 기능 중심으로 방역정책 강화

19) 식품안전관리 업무 포함 시 (가칭)농식품안전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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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약품산업과 신규 업무 부재로 제외 가능

❍ 식물방역 업무를 통합한 “식물방역과”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 내 실질적인 식물방역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식량산업과의 식물병해충 

방제 업무, 검역정책과의 식물검역 업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외래 식물병해충 방제 업무 

등을 통합

- 농촌진흥청에 위임한 업무 중 방제계획 수립, 방제명령·손실보상 업무 흡수

- 전문성 보강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가축방역심의회’ 기능에 준하는 ‘(가칭)국가식물방역

심의회’ 신설·운영

❍ 본부 중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관리 업무는 현 검역본부(향후 동식품검

역방역본부 등) 및 지자체로 업무를 이관하여 방역체계 일원화를 추진

- 본부의 현장지원 업무가 축소되는 한편, 지자체 및 검역본부의 현장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확보 및 조직확대가 필요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방역 집행 및 연구·지원 기능 보강

- 농진청에 위임한 병해충 방제를 검역본부로 이관하고, 검역본부 소속으로 국경지·농경지 

병해충 통합방제단 설치

- 신규 병해충의 정확한 분류동정, 방제기술 개발 등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식물보호과 등과 협업강화 또는 기능조정

- 검역본부의 식물방역 집행기능을 강화할 경우, 수입 허용 결정 및 수출검역 요건 결정 등

을 포함한 검역협상 기능은 본부 검역정책과로 일원화

국명 과 주요 신규 업무 비고

동식물
보건

정책국(관)

동식물보건정책과 ∙ 관리, 기획(중장기대책수립), 법, 예산, 조직, 인력 등 (신규)

(동물약품산업과) ∙ 동물약품산업육성, 백신, 정책연구개발 (신규)

동물방역과
∙ 동물방역정책 컨트롤타워
∙ AI, ASF, 구제역 등 대상별 방역 대응대책 수립

(통합) 방역정책국 업무 조정

식물방역과
∙ 식물방역정책 컨트롤타워
∙ 방제계획 수립, 방제명령․손실보상 업무 등

(신설) 식량산업과, 검역정책과 
식물방역 업무 통합하여 신설

<표 6-24> 농식품보건정책국(관) 소속과와 주요 신규 업무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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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유관기관

1.1. 공공기관 분류

❍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및 운영되는 기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요건에 따라 매년 지정한 기관을 의미함. 공공기관은 크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되며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1. 1. 29.)를 기준으로 

정리함.

- 공기업은 직원 정원이 50명, 총수입액이 30억 원, 자산규모가 10억 원 이상이면서 총수

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이 해당됨.

-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명, 총수입액이 30억 원, 자산규모가 10억 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미만인 공공기관을 의미함.

-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 해당됨.

1.2.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2.1. 한국마사회(공기업)

❍ 한국마사회는 말산업으로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여가선용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미래의 레저문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공기업을 설정하고 있고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

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증진과 여

가선용을 도모한다는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설립목적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마사회에 사업기획본부, 경영관리본부, 말산업육성본부, 경

마운영본부, 건전화본부, 부산경남지역본부, 제주지역본부를 둠.

- 사업기획본부는 사업기획, 지사지원, 해외사업, 정보기술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경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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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리본부는 경영전략, 사회적 가치 경영, 경영지원, 인사, 비상계획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 말산업육성본부는 말산업진흥, 말산업인력개발, 말보건, 말등록, 장수목장에 관

련된 업무와 말산업연구소를 관리하며 경마운영본부는 경마기획, 경주자원관리, 심판, 고

객지원, 시설, 방송 업무를 담당함.

- 건전화본부는 고객보호, 불법단속, 공정관리, 도핑검사를 담당하고 있고, 부산경남지역

본부에서도 경마운영과 고객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제주지역본부는 경마사업과 제주목장

관리를 담당함.

<그림 1-1> 한국마사회 조직도

자료: 한국마사회(https://www.kra.co.kr/, 검색일: 2021.07.30.)

1.2.2. 한국농어촌공사(준정부기관)

❍ 농어촌공사는 기획전략, 기반조성, 수자원관리, 농어촌개발, 경영지원겸 농지관리를 하는 

이사가 있고 9개의 지역본부, 8개의 사업단, 3개의 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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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공사는 농어촌연구원, 인재개발원, 농어촌자원개발원을 두고 있고 전국에 93개 지

사를 둠.

<그림 1-2> 한국농어촌공사 조직도

자료: 한국농어촌공사(https://www.ekr.or.kr/,검색일: 2021.07.30.)

1.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준정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수산식품산업 진흥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와 삶

의 질 향상에 기여를 미션으로, 대한민국 농수산식품산업을 이끄는 힘 aT를 비전으로 설정

하고 있음.

- 핵심사업으로 수급, 유통, 수출, 식품이 있으며, 각 사업은 각각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수급 사업은 농식품 수급안정을 통한 국민편익증대를, 유통 사업은 농식품 유통효

율화를 통한 고객가치창출을, 수출 사업은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플랫폼 강화를, 식품 사

업은 식품산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전략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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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기획본부와 핵심사업 본부인 수급본부, 식품수출본부, 유통본

부, 농식품거래소가 있으며, 11개의 국내지역본부와, 5개의 중국지역본부, 2개의 일본지

역본부, 5개의 아세안지역본부, 3개의 미주지역본부 및 3개의 해외지사를 가지고 있음.

<그림 1-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직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http://www.at.or.kr/, 검색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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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축산물품질평가원(준정부기관)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에 가치와 신뢰를 더하여 사람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

한다를 미션으로, 모든 축산물의 품질, 유통, 정보를 선도하는 글로벌 NO1 축산전문기관, 

즐겁게 꿈꾸고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누리는 일하기 좋은 직장을 비전으로 설정함.

- 주요사업으로는 축산물등급판정, 축산물이력제, 축산물유통실태조사, 가금산물가격조사

시스템 등이 있음.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핵심사업 본부로 평가 R&D 본부, 이력사업본부, 유통사업본부를 

두고 있으며, 10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1-4> 축산물품질평가원 조직도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http://www.ekape.or.kr/, 검색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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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준정부기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농식품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미션으로, 농

식품 과학기술과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최고의 연구기획·평가기관을 비전으로 설정함. 

- 주요기능으로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 지원, 농림수산

식품과학기술 R&D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수행, 농림수산식품분야 기술 개발인력 육성 

지원 등이 있음.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핵심사업 본부로 사업관리본부가 있으며, GSP운영지원센터

를 운영하고 있음.

<그림 1-5>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조직도

자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http://www.ipet.re.kr/, 검색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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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준정부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업 경영혁신과 농촌 가치확산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 행

복한 농촌 실현에 기여를 미션으로, 창조농업, 행복농촌을 실현하는 미래가치 창출 전문기

관을 비전으로 설정함.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경영혁신본부와 핵심사업과 관련한 3본부, 1처, 1센터를 둠.

<그림 1-6>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조직도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https://www.epis.or.kr/, 검색일: 2021.07.30.)

1.3. 기타 공공기관

1.3.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효율적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안전성 향상을 미션으로, 가축위

생방역 일류기관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방역, 위생, 검역, 유통관리, 축

산농가교육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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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1본부, 9도본부, 3검역 사무소, 41사무소를 두고 중앙본부의 

핵심사업 부서로 방역총괄부, 방역관리부, 정보사업부, 위생검역부가 있음.

- 위생검역부에는 용인, 광주, 부산에 각각 사무소를 둠.

<그림 1-7>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조직도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http://www.lhca.or.kr, 검색일: 2021.07.30.)

1.3.2.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NAPPO(북미식물보호기구) 및 칠레, 뉴질랜드에서 요구하는 북미

로 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해충 검사와 항만지역의 예찰, 방제업무를 추진하여 국내 수출산

업을 지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탁받은 식물검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영리 공

익업무를 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함.

- 주요 사업으로는 선박에 대한 아시아매미나방(AGM) 검사, 북미출항 항만에서의 예찰·방

제활동, 수입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업무, AGM관련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 등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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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기획팀, 검사검역팀, 인사총무팀, 재무회계팀, 업무지원팀을 두고 

있고 부산·광양·군산·평택·인천·동해·포함·울산, 총 8개의 지역사무소가 있음.

<그림 1-8>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조직도

자료: 국제식물검역인증원(http://www.ipab.or.kr/, 검색일: 2021.07.30.)

1.3.3.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림수산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기여를 설립목적으로 하며 정책금융 전문서비스 제공으로 농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

하는 것을 미션으로, 농식품 산업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정책 금융 전문기관을 비전으로 

설정함.

- 수행업무로는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 보험, 펀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연구, 사업

관리·점검 등 정책금융 관리업무를 수행함.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핵심 사업본부로 정책보험본부와 투자운용본부가 있고, 정책자금

관리실, 리스크관리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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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조직도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http://www.apfs.kr/, 검색일: 2021.07.30.)

1.3.4. 축산환경관리원

❍ 축산환경관리원은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효율적 자원화를 통한 이

용촉진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됨.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및 국민행복 향상에 기여하는 것

을 미션으로 함.

- 핵심 업무로 축산환경관리사업, 자원순환활성화사업, 축산환경개선교육 및 컨설팅사업, 

혁신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며 가축분뇨 처리, 축산악취 저감 등 축산환경문제를 해결하

는 전담 기관임.

- 축산환경관리원은 1본부, 1실 3부 체제로 감사팀, 경영전략실, 자원이용부, 환경관리부, 

교육기술부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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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축산환경관리원 조직도

자료: 축산환경관리원(https://www.lemi.or.kr/contents.do?menuno=184, 검색일: 2021.08.04.)

1.3.5.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한국식품산

업클러스터진흥원이 설립됨.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주요 기능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식품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기업·기관 지원 

및 연계활동 촉진,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함.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사업본부로 기업유치지원부, 인프라조성부, 기술지원부, 

생산지원부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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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조직도

자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https://www.foodpolis.kr/history/history4.php, 검색일: 2021.08.04.)

1.3.6. 한식진흥원

❍ 한식진흥원은 한식 문화 확산, 한식 산업 육성을 통하여 우리 민족 얼이 담긴 한식을 지구촌 

브랜드로 키워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함.

- 주요 역할은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경쟁력 강화, 식문화 홍보, 연구개발 등이 있음.

- 한식진흥원은 경영지원팀과 핵심사업 부서로 사업기획팀, 사업 1팀, 사업 2팀, 조사연구

팀, 한식문화관을 둠.

<그림 1-12> 한식진흥원 조직도

자료: 한식진흥원(http://kfpi.hansik.or.kr/, 검색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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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세무행정

기관

국세청

(7개)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노동행정

기관

고용노동부

(6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현업행정

기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9개)

서울지방우정청
경인지방우정청
부산지방우정청
충청지방우정청
전남지방우정청
경북지방우정청
전북지방우정청
강원지방우정청
제주지방우정청

관세청

(6개)

인천본부세관
서울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
대구본부세관
광주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

공안행정

기관

법무부

(4개)

서울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공안행정

기관

국토교통부

(4개)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영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경찰청

(17개)

서울특별시경찰청
부산광역시경찰청
대구광역시경찰청
인천광역시경찰청
광주광역시경찰청
대전광역시경찰청
울산광역시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경기도북부경찰청
강원도경찰청
충청북도경찰청
충청남도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전라북도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해양경찰청

(5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검찰청

(6개)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표 2-1>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

2.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

❍ 특별지방행정기관

-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의미함.

- 유형은 세무행정기관, 공안행정기관, 노동행정기관, 현업행정기관, 기타행정기관으로 나

누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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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기타행정

기관

산업통상

자원부

(4개)

동부광산안전사무소
중부광산안전사무소
서부광산안전사무소
남부광산안전사무소

기타행정

기관

국가보훈처

(5개)

서울지방보훈청
부산지방보훈청
대전지방보훈청
대구지방보훈청
광주지방보훈청

국토교통부

(8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부

(8개)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중소벤처

기업부

(13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해양수산부

(11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식품의약품

안전처

(6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조달청

(11개)

서울지방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강원지방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제주지방조달청

통계청

(5개)

경인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산림청

(5개)

북부지방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병무청

(11개)

서울지방병무청
부산지방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경인지방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강원지방병무청
충북지방병무청
전북지방병무청
경남지방병무청
제주지방병무청

기상청

(7개)

수도권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대구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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