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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도래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개선하고, 저성장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국민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행정분권과 재정분권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방의 자율성, 다양성,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지방분권의 원칙은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농업·농촌부문은 지역적 특성과 차별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농정 활성화라는 정책추진에도 불구하
고 지역여건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앙정부
위임사무에서 자율성을 제고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농정성과 제고의 효과
가 미흡하게 나타나는 한계가 있었다.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은 지역의 농업·농촌발전을 위
한 지방농정 활성화라는 기존의 농정목표를 실현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여
건을 조성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분권에 대응하고, 이를 적극적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정추진체계를 개편하여 지역의 자율성과 지역선호
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충남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였고, 지방농정담당자들에 대
한 면담조사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결과가 농정
의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는 데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농
업·농촌이 보다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2018.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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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추진 성과를 제고
하고 저성장 위기에 처한 국민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
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지방분권의 목적과 취지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다. 농업·농촌부문은 지역적 특성
과 차별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농정의 활성화’가 추진되기도
하였는데, 주요한 결정의 권한이 낮아 한계가 있었다. 범정부 차원의 ‘지방
분권’은 이러한 농정목표를 실현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여건을 조성하여
줄 것이다.
지방분권의 추진에 대응하고 부정적 영향들을 최소화하여 농업·농촌발
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정 추진 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는 중앙농
정과 지방농정의 역할 및 관계 재설정, 농정사무의 지방이양 및 국고보조
금 지원체계의 변화 등을 포함한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및 지방농정의 자체 역량강화 방안 역시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문헌조사, 현지조사, 설문조사, 위탁연구 및 전문가
포럼, 통계자료분석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문헌조사는 농정추진체계
개선 및 지방분권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 자료를 활용하였고, 국정과제
와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 정부 측의 관련 동향과 자료들을 검토하였다. 현
지조사는 각 도의 농정담당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고, 설문조사는 각 시·도
및 시·군 농정담당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38명이 응답하였다. 또
한 현장 사례를 더욱 세밀히 들여다보기 위하여 충남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총 다섯 차례의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여 국내외 지방분권 사례
와 농정에 주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통계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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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지방재정 365 등의 지방재정 자료 등을 활용하여 국고보조금의 재
원과 배분 현황, 지방재정 실태 등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농정추진체계란 정책의 기획, 목표설정, 사업방향 설정-재정확보-농정집
행 및 실행-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한 주체들의 관계를 뜻한다.
주인-대리인 모형으로 설명 가능한 현재의 중앙집권적 농정추진체계는 국
고보조사업 수행에 가장 적합한 지자체의 선정,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지원
조건 및 지침의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유도 등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
대칭성으로 인해 농정성과 제고에 한계가 있다. 또한 지역의 자율성이 낮
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의 농정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일선
지자체에서는 국고보조금 확보에 보다 중점을 두게 되고 부족한 농정인력
으로 성과관리에도 한계를 보이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의 추진에 대응하여 농정도 분권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분권은 ‘지방행정의 결정과 집행을 위한 정치적·행정적·재정적 권한과
자원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지 않고 지방정부가 나눠가지는 것’이다. 경제
학에서도 ‘티부 가설’이나 ‘분권화 정리’ 등을 통해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지역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 이른바 ‘보충
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의 권한과 재정이 지방정부에 적절히 이양된다
면,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들이 보다 활
발히 추진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지방분권의 핵심 논리다. 지역 특성에 대
한 고려가 중요한 농정부문 역시 이러한 분권화가 농업·농촌발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의 축소
와 지역 내 정치적 관계 속에서 오히려 농업·농촌정책에 대한 재정 투입이
감소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현재의 재정분권 계획
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재량지출 예산도 일정
부분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경우 국고보조사업이 줄거나
지방으로 이양될 것이므로,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재량을 발휘하여 이에
준하는 지방농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전반적으로 늘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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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농정 투입 인센티브 마련이나 지역의 농정역량 강화 등이 시급
한 과제로 대두된다.
선진 주요국의 사례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농정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
다. 주요국들은 지방분권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에서만큼은 ‘직
불제’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영역과 책임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업무는 분산하여 지역 농정국과 같은 조직을 두어 직접 수행함
으로써 지방농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있다. 또한 농정사업을 세분하기보다
는 중앙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을 보이며, 지방농정의 추진
단위 역시 대체로 광역화되는 추세이다.
이처럼 농정 영역에서의 ‘지방분권’은 지방분권의 일반적 장점과 농정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는 가운데 지향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의 토대 위
에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농정 분권에 대하여 1차년도에 제시할 수 있
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분권 대응 차원은 물론, 농업·농촌발전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농정의 분권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표 하에 농정분권추진위
원회를 도입하여 전반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중앙-지방의 농정역할 분담 및 농정사업의 단계적 지방이양이 필
요하다. 농정사업을 국가의 책임영역과 지역의 자율성 측면에서 유형화하
여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때 사무는 물론 권한과
재정도 함께 이양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 농정은 직접 담당하
도록 지방농정국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셋째, 국고보조사업을 실질적으로 통폐합하고, 지역의 선택권을 확대해
야 한다. 지방에 이양되지 않는 국고보조사업도 분권의 이념을 실현하고
지방농정의 여러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넷째,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농업·농촌기본법」상에 중앙-지방의 농정협의회를 규정하고 도입하여

분기별로 농정을 점검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섯째, 지방농정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도입하고, 필요한 제도
적 변화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농정계획에 종속되어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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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발전계획이 지역의 입장에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이 참여하는 자치농정의 강화를 위한 지방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추진하여
야 한다. 광역 도와 시·군 지자체 간 역할 분담 등도 과제이다.
<농정추진체계의 분권화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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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roving Measures of the Agricultural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for Regional Decentralization
(Year 1 of 3)
Background of Research
The Korean government is pushing ahead with “decentralization” as one
of its policy task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response to a local extinction crisis and to promote
the new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facing a low-growth crisis.
The objective of decentralization, improving regional autonomy and
responsibility, is also an important challenge for the development of the
agricultural and rural sectors, as the sectors have distinct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by region. Accordingly, regional agricultural policy was also
promoted, but had limits due to low authority to make important decisions.
Decentralization at the pan-government level will create more effective
conditions for achieving this agricultural policy goal.
The agricultural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should be reforme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by
respon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decentralization and minimizing its
negative effects. The reform means resetting the roles of and relation
between central and regional agricultural policies, transferring agricultural
policy affairs to the provinces, and changing the support system of
government subsidies. Also, it is necessary to set up plans to establish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plans to strengthen regional agricultural policy capacities.

Method of Research
The methods of this study include literature review, field work, a survey,
commissioned research, expert forums, and statistical data analysis. For the
literature review, we used previous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rela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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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rovement of the agricultural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and
decentralization, and reviewed the government's relevant trends and
materials including policy tasks and the master plan for decentralization.
We visited and investigated agricultural policymakers in each province for
the field work, and surveyed agricultural policymakers in each
city/province and city/county. The number of the survey respondents was
138. Also, we conducted joint research with the ChungNam Institute to
examine field cases more closely, and held five expert forums to discuss
decentralization cases at home and abroad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n agricultural policy. Statistical data including budget management
data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 and
local finance data such as Local Finance 365 were utilized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finances and distribution of government subsidies and
local finances.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agricultural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is a relationship among
actors who participate in the entire process of planning an agricultural
policy and setting its goal and project direction, securing finances,
implementing the policy, and post management. The current centralized
system of agricultural policy implementation, a principal-agent model
regarding the relationship, has limits in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policy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agricultural policy, it is needed to strengthen each region's autonomous
selection of projects and responsibility by reinforcing the decentralization
of agricultural policy. The current agricultural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has a limit in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policy, because
regional agricultural policy focuses on securing government subsidies,
rather than implementing internal projects. Also, as many government
subsidy projects are implemented with low regional autonomy, performance
management has limits in regions that lack the local workforce for
agricultural policy.
Therefore, agricultural policy should also be decentralized, respon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decentralization. If the State's finances are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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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red to the provinces, it is required to enable the provinces to
implement projects with autonomous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more
actively, considering local characteristics. Decentralizing agricultural policy
will be effective for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In the process, it cannot be ruled out that financial input for agricultural
and rural policies may rather decrease with government subsidy cuts and
in political relationships in the provinces. It is needed to strengthen
regional agricultural policy capacities.
In this aspect, major advanced countries' cases provide many implications
for Korean agricultural policy. Although major countries pursue
decentralization, they emphasize the central government's responsibility in
the agricultural sector, with a focus on direct payment programs. The
central governments divide their work into local agricultural policy bureaus
and directly carry out the work, thereby not laying a burden on regional
agricultural policy. Also, the countries show a tendency to implement
agricultural policy projects at the integrated central government level, rather
than subdividing them, and the implementation unit of regional agricultural
policy has generally become bigger.
From these research results, we present the following plans to improve
the decentralization of agricultural policy in the first year of research.
First, although it is needed to respond to decentralization, it is required
to decentralize agricultural policy more actively as a new strategy for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With this goal,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untermeasures at the level of MAFRA by establishing the
Committee for Decentralization of Agricultural Policy, identifying overall
tasks, and setting up improvement plans.
Second, it is needed to divide the role of agricultural policy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ransfer agricultural policy projects to
the provinces by stages. Authority and finances should be transferred
together with business. It is required to prepare a plan to transfer
agricultural policy projects by stages by classifying them in terms of areas
under the State's responsibility and regional autonomy. In the process, local
agricultural policy bureaus can be introduced so that the central
government is directly in charge of its agricultural policy.
Third, it is necessary to practically merge government subsidy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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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pand options for the provinces. That is, even for projects that are
not transferred to the provinces to realize the principle of decentralization
and effectively respond to such problems as the shortage of regional labor
for agricultural policy, government subsidy projects should be implemented.
Fourth, cooperative governance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between local governments. It is possible to
consider stipulating the Central-Local Agricultural Policy Council in the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introducing the
council, and examining agricultural policy quarterly.
Fifth, it is required to introduce a system for strengthening regional
agricultural policy and necessary institutional changes. It is need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reg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plans which
are subordinate to the central government's agricultural policy plan, and to
strengthen regional governance for the reinforcement of autonomous
agricultural policy through farmers' particip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ivide roles between provinces and city/county-level local governments.
Researchers: Hwang Euisik, Kim Soosuk, Kim Kyuho, Choi Jiseon,
Kim Taeyeong
Research period: 2018. 1. ~ 2018. 10.
E-mail address: eshwang@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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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1. 연구배경과 목적

1.1. 연구 배경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도래 등으로 지방이 소멸될 위기에
처하였고,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는 지방분권을 지방균형발전정책과 함께 중요한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
고, 지방경제가 위축되면서 우리사회가 활력을 잃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지
방소멸의 위기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이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인식한 것이
다. 이러한 내용은 문재인정부 정권인수 역할을 담당한 국정기획자문위원
회가 제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잘 나타나 있다. 5대 국정목표 중
네 번째에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설정하고, 지방분권과 관련한 국정과
제를 제시하였다.1 또한 2018년 상반기에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지방분
권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지방분권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정책
을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지방자치 및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다.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1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7. 19.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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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하는 지방자치가 강화되게 되고,2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투표
등 주민의 직접참여제도가 활성화된다. 지방자치의 강화는 지역이 지역발
전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도록 한다는 현지성의 원칙을3 강조한다는 점
에서 중앙집권적 발전전략과는 다른 접근법이다.
주민자치를 강화하고자 한 지방분권은 중앙이 소유한 권한을 지방에 이
양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크게 행정적 분권과 재정적 분권으로 구분
된다. 정부는 국가 기능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지방재정의 확대를 통한 실
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국정계획에서는 획기적인 자
치분권의 실시와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위하여 행정분권을 추진하고자 하
고 있다. 이를 위하여 중앙-지방 간 정례 협의체 신설, 중앙권한의 지방이
양 등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필요조건인 지방재
정의 자립을 위해서도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재정
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 세입구조를 개선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을 통해 세출구조
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지방재정 강화를 위하여 지방소비세(부가가
치세의 이양 비율)를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도 확대하며, 지방세 감면제도
의 개선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계획에서는 지방분권과 함께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발
전도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 간 재정자립도 격차 등으로 인하여 지방분권
이 오히려 지역불균형발전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
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는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를 재정립
하여 지역의 특화발전과 자립적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자율성 제고 및 균형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
다.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지방분권형 농정’으로 전환을 위하여 ‘농어업·

2
3

｢지방분권촉진법｣ 제3조.
문제가 나타난 현지에서 권한을 가지고 해결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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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어업회의소 등 협치·참여 행정 확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의 자율성, 다양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한 지방분권의 목적과 취
지는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서도 중요한 원칙이다. 농업·농촌부
문은 지역적 특성과 차별성이 다른 분야보다 크기 때문에 지역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이 농업·농촌정책의 성과를 높인다고 본다. 그러한
인식에서 농정에서는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방농
정 활성화를 추진하여 왔다. 또한 농림사업지침서에 의한 정책정보의 공개
와 사전 사업신청 등의 상향식 농정으로 전환,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
계)에서의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및 확대, 공모방식의 국고보조금 지원이라
는 투융자지원제도 개선 등의 정책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이와 같이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농정추진체계4 개선을 추진
하여 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 정책계획, 사업지침의 범위 내에서만 지역의
자율성이 허용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주요한 정책결정의 권한이 지
역에 있지 않아 스스로 문제를 선택하고 개선하지 못한다. 지방농정 활성
화라는 목표설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라는 근본적 한계 안에서 자율성
을 제고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농정성과 제고의 효과가 미흡하게 나타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5 지방자치단체 농정에서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기보다는 중앙정부가 설계하고 제시한 국
고보조사업의 확보에만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6 지역여건

4

5
6

정책추진체계라는 개념은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농정의 정책설계단계(정
책목표 설정, 정책기획, 정책사업 세부지침 결정, 사업수요조사, 예산확보 등) 정책실행 및 집행단계(사업자 신청 및 선정, 사업시행 등) - 정책성과관리단계(이
행점검, 성과관리, 환류) 등 전 과정에서 참여하고 있는 주체, 사업절차, 관련 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농정추진체계라고 정
의하여 사용한다.
김수석 외(2010).
문유석 외(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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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개발과 추진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지역문제 해결
의 성과가 제고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현재 국고보조사업 중심
의 농정추진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근거이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은 지역의 농업·농촌발
전을 위한 지방농정 활성화라는 농정목표를 실현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여
건을 조성하여 줄 것이다. 지방분권에 대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여 지역의 자율성과 지역선호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농업·농촌발전을 촉진
하도록 농정추진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한이양의 측면에
서 보면 지방분권에 따른 중앙의 농정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은 농정사
업을 분산하는 기존의 지방농정 활성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7 지방분권
에 대응하여 농정추진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농정에서도 지역분권을 강화
한 것으로 농정의 분권화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범정부 차원의 지방분권 추진내용도 농정부문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
고 있다. 먼저 행정분권에 따라 중앙사무를 이양하여야 하므로 중앙정부
농정사업의 일정 부분을 지역에 이양하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8
이는 중앙정부 농정역할에 대한 재정립으로 이어진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
의 재정분권이 추진되면 농정예산의 일정 부분도 지방으로 이전되어 결과
적으로 중앙정부 농정예산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러한 재정분권이 강력하
게 추진되면 국가 재정이 감소하게 되고, 그만큼 부처별로 재량지출사업이
축소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재원부족으로 농정사업의 개편을 초래하게 된

7

8

‘이양’과 ‘분산’은 성격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양’이란 재정측면에서나 법적인 측
면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지방정부로의 사무를 이동하는 것이
다. 즉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지 않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의미이
다. 반면 ‘분산’이란 정부 내에서 행정적 책임을 재분배한다는 의미로 중앙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업무취급만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산은 정책의사결
정 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낮다(임승빈 2017).
농정사무와 농정사업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농정사무는 인허가 등 법적기반을 둔
사무를 의미하고, 농정사업은 재정사업을 의미한다. 지방이양 사무에는 엄밀하게
농정사업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사업 추진방식의 개선이 중요하
므로 농정사무와 농정사업을 혼용하여 사용한다.

서론

5

다. 중앙정부는 보다 농업·농촌발전에 효과적인 핵심정책을 중심으로 농정
을 개편하여야 하고, 지역특성의 고려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로 이양하도록 하는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재정분권 등으로 자
치단체의 재정기반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 지방농정에서도 자체사업을 확
대하게 되면 중앙정부 농정사업과 지방정부의 자체사업이 중복되거나 경
합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방분권을 계기로 국고보조사업 중심의 획
일적 농정에서 지역의 자율적 선택을 강화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지방분권의 목적을 실현하도록 농업부문 국
고보조사업의 추진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중복사업의 개선 및 국고보조
사업 추진체계의 개선 등이 요구된다. 농정에서도 또 다른 시행주체인 지
방이 실질적으로 농정설계에 적극 참여하는 효과를 얻도록 중앙-지방의 정
례협의체를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지방분권이 추진되면 농정부문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겠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면도 발생할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지
방정부가 충분한 재정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농업·농촌정책
을 자체적으로 보다 많이 개발하여 추진하고, 세부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분권적 농정추진은 이양된 농정
사업에 대해 기존의 중앙집권적 농정추진체계와는 달리 정책개발기획-정
책집행-성과환류 등의 과정에서 정책의사결정 권한이 지방정부에게 이양
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권한의 이양과 함께 지역의 책임성도 강화
되므로 농업·농촌발전에서 정책의 효과성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지방분권이 농정에 주는 부정적인 측면은 재정분권으로 농정예산
이 지방재정으로 이양되면 지역의 자율적 선택권이 강화되고, 그러면 주민
의 선호수요에 따라 지역 내 정치적 관계 속에서 오히려 농업·농촌부문에
재정투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9 지역의 재량이 확대되면 지방재정
확보 면에서 지역 내 다른 부문과 경쟁이 심화되고, 그 결과 비농업부문
9

이 연구의 지방농정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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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요구가 증가하고 특히 도시민이 많은 시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부문 재
정투입이 낮아질 수 있다. 재정분권으로 국가재정이 지방정부로 이전이 확
대되면 중앙정부의 농업·농촌 재정규모도 축소될 것이다. 그에 상응하여
지방의 농정예산이 증가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농정분야 총재정투입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 재정 효율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투입 규모의
감소로 농업·농촌발전이 위축될 수 있다. 또한 농촌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자체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균형조정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농정부문 재정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
지방분권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선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농정사업의 지
방이양 및 재정 이전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
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지역의 농정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에서 사업선택과 자율적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농정기획 능력의 강화
가 요구된다. 주민자치의 강화와 같이 농정에서도 정책수혜자인 농업인의
수요에 적합한 농정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
방분권의 우려사항인 농정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역 내 농업부문 역
량의 결집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시·군(또는 시·도) 농정부서 차원에서 운
영되고 있는 조직역량들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농업인이 중심인 농정 거
버넌스인 농업회의소의 역할과 기능 강화, 지역단위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실효성 제고 등의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주민자치권의 강화와 같
이 농민 스스로 정책설계를 할 수 있는 의견수렴기구에 대한 대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대안의 하나가 농업회의소 도입이다.
농정의 분권화는 지역의 자율적 선택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농정성
과를 더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
적이다. 농정 분권화는 농정추진체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
정립하는 것에서부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앙정부 농정역할의
재정립에 따라 농정사업의 지방이양 범위와 원칙이 결정된다. 농정사업의
지방이양을 통하여 중앙정부는 보다 소수의 핵심적인 정책사업에 보다 집
중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중앙정부 농정이 농업·농촌과 관련된
모든 정책사업에 개입하는 것에서 벗어나, 일정 부분은 지방정부에 이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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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담당하도록 하는 역할분담을 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농정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농정추진체계에서 정부의 지방분권이 가져오는 긍정적 요인들을 잘 활
용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농업·농촌발전을 촉진
하는 것이 과제이다. 이런 농정추진체계의 개선 방안은 농정의 정책성과를
제고하여 농업·농촌발전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는 농정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만 아니라 지방분권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중앙정부 국고보조금 지원체계의 개편
도 포함된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제도적 보완으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분권
으로 농정추진에서 지역의 역할이 더 강화되므로 지방농정 역량강화 방안
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이 농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
고, 이에 따라 분권형 농정에 적합한 농정추진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
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중앙정부 농정과 지방정부 농정의 역할
분담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농정사업, 사무의 구분 및 농정사업의 지방이
양 범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또 재정분권에 따른 농정사업의 영향 정도
를 분석한다.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정추진체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향, 정책사업 추진 등 농정
추진체계의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분권화된 농정추
진체계로의 개선을 통하여 농정성과를 제고하고, 농업·농촌발전을 촉진하
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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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선행연구들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주요 과제의 연구와 농정추진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로 구분되어 추진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두 부분에 대
한 연구가 결합되어야 하지만 각각에 대한 선행연구를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2.1. 농정추진체계 관련 연구
먼저 지방의 자율성과 차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정추진체계의 개편방
안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지원방식의 개선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추진되
었다. 송미령 외(2011)는 포괄보조금 제도 전반의 운영실태과 개선방향을
연구하였고, 송미령 외(2017)는 대표적인 포괄보조금 사업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분석·제시하여 포괄보조지원방
식의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포괄보조금 제도 측면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일부 사업 유형이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통합이 필요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업의 평가 및 환류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지
적하고 있다. 황의식 외(2009)와 박준기 외(2011)는 국고보조금 등 지방자
치단체의 농림투융자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농림투융자사
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준기 외(2011)는 지
방자치단체의 농림사업 예산, 추진체계 등 농업부문 투융자 실태를 분석하
였다. 지방정부의 국고보조금 의존성이 큰 상황에서 시·군 현실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현행 매뉴얼 지원방식에서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 지원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방농정의 활성
화를 위한 연구인 김수석 외(2010)는 지방농정의 거버넌스 선진화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하여, 밀양시를 대상으로 지방농정의 예산, 추진체계,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일본의 지방농정국, 유럽의 농업회의
소, EU LEADER 프로그램, 등 해외 지방농정 거버넌스 제도와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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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농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농정추진체계를 사업의 성격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중앙·지방
사무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기
관이 시·군 단위 조직을 갖는 (가칭)지방농업청과 농업인의 대의기구인 농
업회의소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농정의 활성화를 위한 농정
추진체계 개편 방안을 정부 간 관계의 관점에서 본 연구로는 문유석(2015)
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농정추진의 모델과 개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농정 분야의 중앙-지방 사무 분류 및 지방이양에 관련된 연구로는 먼저
오내원·김용택(1995)이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검토한 후,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11조에서 제시한 원칙에 기반하여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중앙정부는 농산물 수급조절, 국토 및 환경
보전, 식품위생, 첨단기술 개발, 지자체 농정 지원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관련 정책으로는 농지보전의 기본 목표와 지침, 가격안정 정책, 잔류
농약 및 유해물 관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지방정부는 지역농어민의
소득 증대, 품목별 전문 인력 육성, 지역의 농지 보전과 생산기반 정비를
담당함이 적절하며, 관련 정책으로는 전략 작목 선정, 지역개발계획에 따
른 토지이용계획과 농지 전용,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김수석 외(2010)
와 문유석 외(2013)는 연구 당시의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중앙과 지방의 사무 배분을 시도하였다. 김수석 외(2010)는 국고보조 비율,
사업주관기관, 사업의 파급효과, 중앙사무적 성격 등 네 가지 기준으로
104개 농림수산사업을 재분류하였다. 이 때 주관기관이 농림수산식품부이

고 국고보조율이 높으며 사업 파급효과가 큰 경우를 기본적인 중앙사무로
분류하였다. 나아가 사업자 수, 사업의 대상지역, 개소당 예산규모 등도 분
류 기준으로 제시함하였다. 문유석 외(2013)는 전국성(전국적 규모나 전국
단위의 통일된 기준 적용), 지역적 특수성(현지 적합성), 국고보조(융자포
함)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중앙정부에서 시행 중인 97개 농림축산사업을
중앙사무와 지방사무로 재분류하였다.
외국의 농정체계는 중앙정부 농정과 지방농정 간의 역할정립, 농정사무
의 이양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외국의 농정추진체계와 시사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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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박성재 외(2007, 2008)는 주요국의 농정체계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송주호 외(2012)는 미국의 ｢농업법｣ 개정과 시사점을 제시하여 연방정
부의 농정역할은 어떤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만(2012)은 EU의 농
정을 검토하며 특히 PillarⅠ과 PillarⅡ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2.2. 지방분권 관련 연구
지방분권의 개념과 지방분권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지방분
권 추진을 위한 사무이양에 관한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지방분권의 필
요성, 기관위임사무의 지방이양에 대한 연구로는 소순창(2003, 2004)이 있
다. 이들 연구에서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일본의 사
례를 검토하여 제시하고 있다. 시·도지역발전연구소를 중심으로 하여 지속
적으로 지방분권 추진의 추진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윤상용 외
(2011)는 외국(예: 프랑스)의 지방분권 추진사례를 연구하여 제시하고 있

다. 일본(하동현 2016; 최환용 2017), 프랑스(배준구 2011, 2012; 전훈
2016), 독일(정연미 2017), 이탈리아(Putnam 1994) 등 외국의 지방분권 역

사와 구조를 논하는 연구들도 법학, 행정학, 정치학, 지역학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물론 이들 연구에서는 농정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
다. 중앙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이양의 실태에 대해서는 배준식(2008)이 분
권교부세제도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문재인정부가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면서 지
방분권 추진에 대한 주요 정책과제와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
되었다. 대표적으로는 김현호(2017)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7)로 여기
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행정체제 및 법, 제도 등에 대한 정책적 제언, 재정
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과제, 국고보조사업의 개편 방안 등에 대한 개
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역균
형발전의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능이양으로 중앙지방정부의 획기적 역할정립,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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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설치 등이다. 재정분권으로는 국세와 지방세구조의 개선, 이전재원
조정 및 재정균형 달성,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국고보조금의 효율화, 지방
교부세의 합리적 개선 등이 제시되고 있다. 주민참여에 대해서는 주민직접참
여제도 활성화, 마을자치 활성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2.3. 선행연구와 차별성
농정추진체계 관련 선행연구는 지방농정 활성화와 농정에서의 국고보조
금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쟁점들을 담고 있기는 하나, 지방분권을 전제하
지 않고, 중앙집권적 농정추진체계 속에서 지방농정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
는 연구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와 차이가 있다. 농정추진에서 지방농정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이지만 정책의사결정권이 중앙정
부에 있다는 점에서 지방분권과는 차이가 있다. 이 연구는 지방분권을 중
점에 두고 농정추진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
화된다. 그렇지만 선행연구는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농업부문 국고보조금
지원체계의 개선, 지방농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 도출 등에 대
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본 지방분권 관련 연구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주요 과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농정추진체계와 관련해서는 연계성이
낮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방분권을 위한 중앙사무의 이양, 재정분권
의 추진과제,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
시하지만 농정분야에 직접적으로 연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분권화가
농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도 있지만 반면 농정의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
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방분권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농정의 분권화를 위
한 과제들의 설정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지방분권시대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농정추진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점
에서 차별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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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범위와 연차별 연구체계

3.1. 연구 범위
농정추진체계에는 다양한 분야가 연계되어 있다. 농정추진체계는 지방
자치단체와 관련되지 않은 중앙정부의 정책개발과정, 지자체 이외 다른 농
정추진 주체의 역할 등도 포함된다. 이 연구는 지방분권에 따른 과제를 연
구하는 것이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농정추진체계 부분만을 검토하였
다. 지방정부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농지관리기금, 농안기금
등의 기금개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공
사 및 농식품유통공사의 농정추진체계에서 역할 개편 방안은 연구범위에
서 제외하였다.
농정사무의 이양에 대해서는 사무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중앙사무에는 대부분 법적인 인허가권, 관리감독권 등의 사무를 다
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농정사무에는 재정수요가 많지 않은 농지전용, 식
품안전관리, 교육 등 인허가권 등을 다루는 경상사무도 많이 있지만 농업·
농촌지원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을 수반하는 농정사업도 많다. 경상사
무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분석하여야 하고, 재정사업이 지방재정과 연계
성이 높다. 농정사무는 많은 부분 재정을 수반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재정사업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정추진체계에 해당하기도 한다. 지방분권, 특히
재정분권 시 제기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 수행하고자 한다. 농정사업의 이양 등은 검토되지만 그에 따
른 법률적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이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이 되는 지방정부의 범위는 국정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분권의 단위라는 점에서 시·도 광
역단위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농정에서는 광역단위보다도 시·군 기초단체
의 역할이 더 중요하므로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시·군단위도 연구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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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고 연구하고자 하였으나 그 내용은 최소화하였다. 특히 3차년도 연
구과제인 지방농정 역할강화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는 기초단위
에서의 농정추진의 문제와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농정분야이지만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개발 및 지도사업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그에 따라 지방농정의 실태 분석에서도 도 농업
기술원사업을 제외하였다.

3.2. 연차별 연구체계
이 연구는 3년차의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지방분권
에 대응한 전반적인 농정추진체계 개편과제에 대해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지방분권화의 추진에 따른 농정사무의 이양분야 설정,
농업·농촌부문 재정투입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
도적 기반도 검토한다.
지방분권의 목적이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중앙
정부 농정추진체계에서도 이를 반영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농업부문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의미한다. 농정에서의 포
괄보조금제도의 확대 등과 같은 과제에 대해서는 2차년도에 연구를 추진
하도록 하였다. 지방분권에 따른 재정 투융자 지원방식의 전환, 농정추진
을 위한 재정 확보·활용 방안, 국고보조사업의 통폐합 방안, 국고보조율의
재정비 방안 등이 이러한 과제에 포함될 수 있다.
지방분권 이후 지방농정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
제이다. 지역단위에서 농정성과를 제고하는 지방농정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서는 3차년도 연구과제로 추진한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지방농정에 대해
실질적인 자율권 및 예산 운용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중앙농정을 대행하는
역할로만(대리인 모델) 한정하여 왔다. 그 결과 지방농정의 정책기획 능력
부족 등 지역의 농정역량이 충분하지 않았다. 지방분권이 추진되면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과제이다. 특히 주민자치 확대와 같이 지역농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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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농정 기획에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
역농업발전계획과 재정투입의 연계를 모색하는 등의 지방농정 활성화 방
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4. 연구방법

지방분권에 대응한 농정추진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위하여
먼저 중앙정부 재정사업에 대한 재정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
체의 농정사업 추진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현황을 분석하
였다. 농정추진체계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정 간의 관계 및 문
제점, 그리고 지방분권에 따른 과제 등에 대한 수요자 입장을 조사하기 위
하여 지방농정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38명이 응답한 자료
를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농정추진상의 문제점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
기 위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하였다. 충남발전연구원 강마야박사가 공동연구
책임을 맡아 충남도 농정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심층 연구하였다. 여기서는
모든 농정사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인력육성
사업군을, 포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선정하여 심
층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러한 공동연구결과는 이 연구의 별도 자료집으로
발간하였다.
중앙정부 농정역할을 정립하기 위하여 외국의 농정추진체계에 대해 조
사하였다. 이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포럼을 구성하여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의 외국사례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과정에 지방분권 추진배경과
지방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전문가 발표를 들었다. 이러한 전문
가포럼 운영에 대해서는 이 연구의 별도 자료집으로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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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1.1. ‘지방자치’의 중요성
지방자치는 지방의 일에 대해서는 근접해 있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선택
하여 자율적, 자치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주민이 우선적으
로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보충성의 원칙과 같다.10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합의가 바탕이 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지역민
의 요구와 그 지역사회의 고유한 특성을 잘 반영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
방자치를 구현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중요한 가치이다(김병국 외 2010).
이러한 주민밀착형 지방자치제도가 국가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
이라는 입장에서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를 강화하여 왔다. 지
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연계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중앙정
부가 주도해 온 지역발전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견해가 바탕에 있다.

10

지방자치를 작동시키는 메커니즘은 크게 지방분권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으로 작동
되고, 그중 정치적 지방분권의 원칙은 하향식 권한배분을 지향하고, 보충성 원칙은
상향식 권한배분을 지향한다. 김병국 외. 2010. 지방자치제도 발전모형.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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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방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집권적인 지역발전사업은 효과가 낮
다고 본다(윤영근 2017).11 지방자치제 강화는 지역발전전략을 지방이 주
도하도록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지방자치의 강화
가 중요한 목표이다.
농업·농촌발전에서도 지역의 농업문제와 농촌개발 문제 등에서는 전국
적인 효과를 가진 사업이 있고, 반면 지역적 차별성이 큰 사업이 있다. 전
국적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
여야 한다. 그렇지만 지역적 특성을 가진 많은 부분은 지역주민이 자치적
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지역마다 농업여건이 상
이하고, 농업구조가 다르며, 품목별 차별성이 크고, 지역의 농정목표도 상
이하기 때문이다. 농업·농촌부문은 지역의 사회적, 자연적 특성이 크고, 지
역주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여야만 더 높은 성과를 얻는 특성을 가지
고 있는 사업이 많다.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스스로 선택
하고, 결정하여 집행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자치체계가 필요하다. 중앙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농가는 정책의 객체가 되는 정책추진구조는 효율
성이 떨어진다. 농정성과를 제고하고, 농업·농촌발전을 더 촉진하기 위해
서는 농업부문에서도 지방자치의 강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것을 자치농정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농촌정책에서 지방자치 강화는 중요한 계기
를 마련하여 준다.

1.2. 지방자치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방분권이 동치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국민국가(nation state)에서는 지방분권을 통해서 지방자치가 이루어
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김석태 2016).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11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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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서도 지방분권의 목표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집
행하도록 하며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에 둔다’(동법 제3조)고 밝히고 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치사무의 범위와 이에 필요한 권한, 그
리고 그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지방분권이 중요한 수단이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과 재정배분을 확대하는 것이 지방분권이
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지역 내부적인 참여와 역량강
화도 중요하지만 지방분권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지방분권에 대한 이론

2.1. 지방분권의 개념
지방분권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삶의 질
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방분권의 법적인 정의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이다. 이러한 지방분권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크게 정치적 분권, 행
정적 분권, 재정적 분권의 세 측면에서 추진된다고 제시하고 있다(하혜수
2017). 먼저 정치적 분권(political decentralization)은 정치적 결정권의 지방

이양을 뜻하는 것이며, 이는 주민대표(자치단체장과 의원) 구성권의 지방이
양 및 조례 등 법규 제정권 이양을 포함한 것이다. 행정적 분권(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은 자치조직권, 자치인사권, 사무처리권 등의 지방이양을

뜻한다. 그리고 재정적 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은 조세권의 이양(세입
분권)과 지출권의 이양(세출분권) 등 재정적 권한의 지방이양을 의미한다.
분권에서는 이양과 위임의 차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권한이양(d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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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당초 위임기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수임
기관(지자체)의

독립적

권한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반면

권한위임

(delegation)은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바탕 위에서 중앙정부가 법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업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중앙과 지방 간
일종의 계약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를 의미 한다12. 중앙정부가 언제든 지방
자치단체에 위임한 권한을 회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半)자
치적인 성격을 지닌다.
지방분권에서는 ‘분권’, 특히 ‘행정적 분권’의 개념에 대한 구분이 중요
한 기준이다. 사무에 대해서는 권한의 관계방식에 따라 ‘분산’과 ‘이양’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 분산(deconcentration)이란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
정적 책임을 재분배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권한 및 독립성과 별개로 중앙
정부가 지방에 기관(예: 특별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지역적으로 권한을 분
산하는 형태가 대표적이다.13 지방정부 장이 주민선거가 아닌 임명제로 선
출될 경우에는 분권이 아닌 ‘분산’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농정사무에 대해서는 지방농정국을 설치하고, 그 기능을 확대하는 바와 같
이 지방분산을 추진한 사례가 많다.
반면 이양(devolution)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넘겨져 지방정
부가 정치, 경제, 행정적인 측면에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뜻한다. 보통 위임기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존 관계법령을 개정하
여 수임기관(지자체)이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도록 이양함으로써 지방분권
이 이뤄진다.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 권한의 분산이나 위임이 아닌 권한
이양을 의미한다.
이처럼 ‘지방분권’은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14. 그렇더라

12

13

14

이 경우 정부 간 관계는 기본적으로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의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김정훈 2007).
다음에 설명하는 외국의 농정체계에서 설명된 지방농정국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분산인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분권은) 개념의 추상단계가 높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다
양한 정의가 가능하며 다의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이라는 지적도 있다(김홍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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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와 법적 정의를 감안하여 본다면 ‘지방행정의
결정과 집행을 위한 정치적·행정적·재정적 권한과 자원을 중앙정부에 집중
시키지 않고 지방정부가 나눠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선 지
방분권이 선행해야 하고, 지방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가치
내지 정신이 더불어 가야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는 관점이
있다(최진혁 2017). 지방분권에 대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은 지방자치의 원
칙으로도 이해되고 있다.
지방분권의 원칙으로는 ① 보충성의 원칙, ② 자율성의 원칙, ③ 포괄성
의 원칙이 중요하다. 지방분권의 원칙으로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이 보충
성의 원칙이다.15 보충성의 원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권한과 기능은 지자
체에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자율적, 자치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수행할 수 없는 사항만 중앙정부가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업무분장의 원칙
이다. 다음으로 자율성의 원칙은 지자체가 지역실정과 주민의견 등을 토대
로 최대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이다. 포괄성의 원칙은 지방분권을 위한 사무이양에 대해서는 중·대
단위 사무(기능)를 중심으로 이양하고,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재원과 인력
도 함께 이양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표시한 것이다.
지방분권의 유형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태가 있다. 나라마다 역사성이 다
르고 각각의 특성이 있어 다양한 형태로 지방분권이 추진되어 왔다. 일반
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분류할 때 대륙형과 영·미형의 구분이 일반적이다
(이규환 2013; 임승빈 2017; 최진혁 2017). 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발전한

대륙형 모델은 절대군주의 전제적 권력에 지방의 봉건세력 중심으로 항거
하는 역사전통 속에서 발전해왔으며(Terry G. Jordan-Bychkov and Bella
Bychkova Jordan 2002) 흔히 ‘단체자치’모델로 불린다.

영·미형 모델은 일찍이 민주주의가 발전한 영국이나 타운(Town)→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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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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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대륙형 자치모델과 영·미형 자치모델의 융합

• 대륙형(단체자치):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한 지방정부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치를 행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 영·미형(주민자치): 지역사회의 정치와 행
정을 그 지역 주민이 자신의 책임 하에 스
스로 처리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자료: 임승빈(2017: 11)을 재가공.

티(County)→주(State)→연방정부 순으로 ‘신대륙’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
들어간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Tocqueville 1835) 흔히 ‘주민자치’ 모
델로 불린다. 다만 이 두 모델은 서로 배타적으로 구분되기보다는 상호교
차적인 영향 속에서 점차 결합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진혁 2017).

지방분권의 형태로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중앙정부 집중형, 정치형태의
변화 없이 행정조직만 분화하는 유형, 독립성이 강한 연방제형 지방분권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행정조직을 분권화하는 경우는 2003년 추진된 프
랑스의 사례에서부터 미국, 독일 등 연방국가로서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지
는 경우가 있다. 그에 따라 연방제가 될수록 지방분권 정도가 확대된다.

2.2. 지방분권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경제학, 재정학 분야에서 ‘지방분권’의 의미는 주로 지역 공공재의 효율
적인 공급모델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Tiebout(1956)의 경우,
이른바 ‘발로 하는 투표(vote with one’s feet)’ 모형을 통해 지방정부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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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정부보다 더 주민들 요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
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각 개인은 자신의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즉 마치 시장에서 상품을 구매
하듯이, 조세로 설정된 공공서비스의 가격이라는 제약 하에서 개인이 자신
의 효용극대화를 가능케 하는 지역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몇 가지 가정(소
비자의 완전한 정보 보유, 지역 간 이동 시 거래비용 미발생, 공공재 생산
시 규모의 경제 불성립 등)을 전제하기는 하나, 경제학적 이론에 근거해 지
방분권이 보다 효용극대화에 적합하다는 설명을 제시한 모델로 평가된다.
Oates(1972)의 ‘분권화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 역시 지역 공공재의

공급비용이 어느 단계 정부든 동일할 때,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적정량의 지역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 고유의 특성을 모르는 중앙정부는 공
공재를 획일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이는 필연적으로 지역에 실제 필요한
수준보다 부족하거나 더 많이 공급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비효율성이 발생
한다는 것이다. 즉, 중앙정부의 공공서비스가 지역 간 선호(수요)의 차이가
없는 서비스, 혹은 지방정부가 제공할 시 행정비용이 월등히 높은 경우에
국한하여 중앙정부가 공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주만수 2018). ‘티
부 가설’이 지방정부 간의 수평적 경쟁 관계에 초점을 맞춘 데서 나아가,
중앙정부의 존재와 역할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수직적 정부 간 관계도 모델
에 반영한 의의가 있다.
Weingast(1995)는 이른바 ‘재정 연방주의(Fiscal Federalism)16’의 관점에

서 ‘분권화’인 지방자치모델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시장보호형
연방제(Market-Preserving federalism)’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을 주장하였
다. 정치적 관점에 기반한 분권체제가 경제성장에도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
하려면 다계층적 정부구조, 권한과 책임의 제도화, 지역경제 관련 지방정

16

공공영역의 여러 가지 기능과 재정적 수단 중에서 집권화가 좋은 경우와 분권화된
체계에 따르는 것이 좋은 경우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계층의 정부역할을 탐구하는
재정학의 한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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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권한, 국가 내 공통 시장조건, 경성예산제약 등의 다섯 가지 조건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더 많은 실증분석을 요하기는 하나 지방분권 및 지
방자치의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분권과 경제성장을 이론
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이론이다.
이처럼 경제학 분야에서는 지역 공공재 공급의 효율성 제고에 따른 주민
후생의 증진이나 경제성장 등 지방분권의 이점을 논하고 그 조건을 탐색하
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 이러한 경제학적 논의들의 핵심은 지방
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으며, 공공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생산요소(유·무형의 지역 자원)의 결합에도 더 효과
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역 간의 정책경
쟁이 활발해지는 것도 지방분권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3.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계획

지방자치제도가 1991년에 도입된 이후 과거 정부에서도 이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분권이 추진되어 왔다. 대표적으로는 참여정부에서는 지방일괄이
양법의 제정 등의 지방분권이 추진되었고, 이명박정부에서는 광역경제권의
개념에 의한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었다. 과거정부의 지방분
권은 재정분권이 미흡하여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였다. 지방분권의 과제를
핵심적 국정과제로 추진하지는 않았다.
과거정부도 추진하였던 지방분권의 과제를 문재인정부에서는 더 강력하
게 추진하려는 의지가 표시되고 있다. 과거 정부와는 다른 차원에서 지방
분권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당시부터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기조 중 하나로 천명하였으며, 2017년 7월에 발표

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2017년 10월에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안)｣
을 통해 그 방향성과 주요 내용을 엿볼 수 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서는 100대 국정과제 중 세 개 과제에 ‘지방분권’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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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대통령 공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예산·인력 등 정책집행자원
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할 과제만 추린 ‘4대 복합·혁신과제’에서도 지방분권
추진의 방향과 의지가 제시되었다.
그에 따라 2018년에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
포되었다(2018. 9.).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이라는 비전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
이 넘치는 사회’라는 목표 아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 전략과 33
개 세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표 2-1>.17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존중하여 자치권 확대 및 주민
주권을 구현하며, 더불어 지방분권으로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
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가장 먼저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서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 주민 직접참여제
도를 확대하여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인 주민참여권을 대폭 강화할 계획
이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역
현안과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고, 주민과 지역사회 관
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설계하고 주민이 주도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도록 하
는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위해
단순 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해왔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
환하여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도록 하는 것이다.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을 위해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고, 기
능 중심의 포괄적인 지방이양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18 더불어 국가-자치사무의 배분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법령

17
18

지방분권위원회 발표자료를 재정리한 것이다.
자치분권위원회 보도자료. 2018. 9. “자치분권종합계획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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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6대 전략 33개 과제
추진전략

1. 주민주권 구현

-

과제명
주민 참여권 보장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2.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

중앙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이양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대도시 특례 확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협력 활성화

3.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국고보조사업 개편
지방교부세 형평 기능 강화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4.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운영
-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
-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5.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

6.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모색
- 지방선거제도 개선 방안 모색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
지방인사제도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지방재정정보 공개 및 접근성 확대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구축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자료: 자치분권위원회 보도자료(2018. 9.).

제·개정 시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19 오랫동안

19

지방사무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되고, 위임사무는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
임사무로 구분된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를 지방에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은 정책결정권한은 없으면서 주민에 대한 행정책임 부담만 가지고 있어 권한
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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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양되고 있던 518개 사무의 조속한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을
2018년 내에 완료하고,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을 위해 ‘(가칭)지방

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단편적인 사무보다
는 기능 중심의 지방이 요구하는 사무를 우선 발굴·이양하며,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방이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무 재배분의 기본 방
향으로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가-자치사무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
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법령 제·개정 시 중앙행정기관 중심의 사
무배분 관행 고착화, 사무 신설 후 행·재정 지원 없이 자치단체에 일방적
으로 재정비용부담만을 전가하는 등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자치권 제약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법령에 ‘사전협의제도’를 도입한다. 자치분권 법
령 사전협의제를 도입하여 모든 제·개정 법령에 대한 사무배분 적정성에 대
해 사전 심사로 자치권을 보장하고 사전 검토의 제도화를 통해 사무배분 구
속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지방분권 추진과 함께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단체 간 다양한 방식의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제도개선과 행정·재정 지
원을 할 예정이다. 지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과정에 지방자치
단체의 참여 제도화로 자치분권 정책의 효율적·협력적 추진을 위해서 중앙-지
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방안도 마련될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자치단
체 간 협력 및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가칭)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만남 정례화를 실시할 계획이
다. (가칭)‘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역할·재원 분담,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재정·세제에 관한 사항, 지방

사무처리의 효과
국가의 감독관계
경비부담
지방의회의 관여
국가배상의 책임
자료: 저자 작성.

자치사무
자치단체에 귀속
국가의 감독은 위법사유에 한정
자치단체
관여 가능
자치단체가 배상책임자

위임사무
국가에 귀속
위법사유 이외 부당사유도 포함
국가가 부담
관여불가
국가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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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사전협의제>
▸(협의대상) 중앙행정기관장이 발의한 모든 제·개정 법령
▸(협의절차) 각 부처에서는 법령 제·개정 시 입법예고 전까지 (가칭)사무배분 검토지침에 따라
자치분권 사전평가 실시
-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전평가 결과에 대해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법제처 심사 전까지 담당 기관에 통보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개정 법령안에 최종 검토결과 반영
사무배분
검토지침 시행



중앙행정기관
자체 평가



평가결과 제출



사무배분기준
적합성 검토
(행정안전부)



- 검토결과 회신
- 국무회의 시
검토의견 첨부

▸(의견수렴) 사전협의 과정에 자치단체·지방4대협의체·전문가 의견 수렴 제도화
- 지방재정·조직·인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일괄 검토
- 전문성 보강*을 위한 사무배분 자문단 구성·운영
* ① 지방 재정·조직·입법권 등 다수 사항과 관련되어 복합적·심층적 심사가 필요한 경우, ② 심사결과 및 조치권
고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③ 제정 또는 전부개정 법령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경우 등
자료: 자치분권위원회(2018. 9.). ｢자치분권종합게획(안)｣.

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사항 등이 논의된다.
대의 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제 등의 주민직접참여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확
대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도 적용대상을 주요사업 및 예산의 집행·평가
등 전 예산과정으로 확대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과거의 지방분권 추진과는 달리 현 정부의 지방분권에서는 재정분권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의지를 나타낸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등을 중심으로 지방세를 확충하여 지방세수의 안정성·신장성
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지방분권 종합계획에서는 재정분권의 방향만 제
시하였을 뿐이지만, 이후 정부는 다시 2018년 10월에 재정분권에 대한 구
체적 대안을 제시하였다<표 2-2>.
재정분권의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장기적으로 국세-지방세 비율을 6:4까지 전환하는 목표를 내세웠으며,
2018년 10월에 발표된 재정분권(안)에서는 우선 7:3 비율을 달성하기 위하

여 1단계에서 지방소비세율의 확대(11%→21%),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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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3.5조 원 내외) 등에 주력하고, 2단계에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편과
지방세 추가확충 등을 수행하는 추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까지 15%, 2020년에 21%로 높여 2년간 11조 7,000
억 원을 지방세로 확충하기로 하였다. 2020년에는 3.5조 원의 균특회계사
업을 지역에 이양하면서 이의 재원도 이양한다. 이는 기능이양·교부세 감
소분 등을 빼면 6조 6,000억 원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가 발표한 재
정분권 추진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2020년에는 지방세 8조 4,000억
원이 이전되어 국세·지방세 비중이 7.4:2.6으로 개선되고, 2022년에는 국세
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하여 20조 원 이상 지방세가 늘어 최종적으로 7:3으
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세인 소득세(소득세·법인세)의 10% 수
준인 지방소득세 규모를 어떻게 확대할지 구체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인하여 지방비가 증가하여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
고, 지방재정 운영의 경직성이 초래됨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도 개편될 예정이다. 국가와 지방
간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국민최저수준 보장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을 강화하고, 지역 현장여건에 따라 수행될 필요가 있는 지역밀착형·지역
<표 2-2> 정부의 재정분권 계획 내용
‣ 재정분권 추진 방안 기본원칙
①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중앙의 기능·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3으로 개선
② (균형발전 촉진과 재정격차 완화) 지역 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하여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설계
③ (단계적 추진) 재정분권 성과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하는 1단계 추진 방안과 근본적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2단계 추진 방안으로 구분
‣ 1단계 재정분권 추진(2019∼2020년)
- (지방세 확충) 지방소비세 도입(’10년) 이후 최대폭(10%p)으로 확충
- (기능이양) 기능이양(’20년 3.5조 원 내외)으로 지방의 자율성·책임성·권한 확대
- (소방직 지원)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
- (재정격차 완화) 재원을 전국에 고르게 배분, 상생과 통합의 지방자치 구현
‣ 2단계 재정분권 추진(2021~2022년)
-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세 확충방안, 추가적 기능이양 방안 등을 포함해 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 국세:지방세 비율 7:3 달성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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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사업 등은 지방으로 이양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준보조율 체계를
개선하고 지방비 부담을 합리화하여, 지방이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성과관리 체계도 수립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세부추진방
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하게 된다.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매년
보고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계획은 농업정책사업 추진체계에도 큰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지방분권은 정책의사결정 권한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지
역에 이양하고, 필요한 재정분권이 동시에 추진된다는 점에서 농정추진체
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부처별로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
도록 한 것도 농정부문에 구속력이 있다.
그런데 농업·농촌부문은 지방적 차별성과 특성이 강하여 지방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지방분권 계획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에서 나아가 보다 적
극적으로 자체적인 농정의 지방분권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
하다. 먼저 정부의 지방분권계획에 따라 농정부문에서도 중앙사업의 지방
이양과 재정분권에 따른 과제 등 분권과제를 설정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
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지방분권 종합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세부과제에
대응하여 농정부문의 지방분권 과제를 마련하여 개선 방안을 추진하는 것
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국가의 운영에 관한 전략을 바꾸는 것이므로 농정추진체계
에서도 지방분권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비전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농정
추진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 지방분권
의 이념을 농정추진체계에도 도입하는 것이다. 지방분권의 이론에서 보듯
이 지방분권은 중앙이 정책적 의사결정권을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일정 부
분 지방에 이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관계로 분권
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농정추진체계에서 이를 실현하는 제도
적 바탕을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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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분권이 농정에 미치는 영향

4.1. 농정성과 제고 효과
농업정책은 그동안 중앙집권적 농정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중앙집권
적 농정이란 중앙정부가 농정사업을 계획하고 설계한 사업지침을 수립하
고, 사업별 사업량(예산) 배분 등을 결정하여 추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지침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농
정추진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농정추진방식이 과연 농업·농촌발전에 효
과적인지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다.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설계주의적 농정이라는 비판을 제기한 것도 이
러한 시각에서 이다(이정환 1997). 농업·농촌발전이라는 농정성과의 측면
에서 중앙집권적 농정추진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지
방분권은 중앙농정사업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
대하는 것으로 개편하는 것이므로 그동안 농정에 대한 비판사항을 개선하
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농업·농촌은 지역적으로 특수성, 차별성이 크기 때문에 지방분권의 강화
로 지역의 자율성이 확대되면 농업·농촌의 활력을 제고하는 정책효과가 높
아 질 것이다. 지방분권의 이론적 설명에서도 제기한 바와 같이 전국적으
로 획일적인 정책이 아닌 지역별 여건을 잘 반영한 사업추진방식 및 농정
사업의 선택, 수요자 중심의 피드백 추진 등은 정책효과를 제고하는 요인
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지자체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기보다는 중앙정부가 설계한 국고보조사업의 유치(선정)에 보다 중
점을 두고 예산편성(정책사업)을 하는 경향이 많다. 즉, 지역특성을 반영한
농정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지적이 많다. 지역여건을 반영한 차
별화된 정책개발보다는 중앙의 국고보조사업을 많이 확보하는 정책을 우
선적으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지역의 선호도가 반영된 정책이 부족하게 되
는 불일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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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4장의 도 농정예산 분석에서 보듯이 지방농정은 국고보조금(균
특, 농업 관련 기금사업 포함)사업의 비중이 78.7%에 달한 바와 같이 중앙
정부 농정예산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농정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 국고보조사업 유무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 정책설계가 지역의 농업·농촌발전을 규정하게 된다.
이 연구의 지방농정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고보조
사업이 지역실정이나 특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정도는 시·도, 기초단
체에 관계없이 7점 척도에서 3.3점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이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지방농정 활성화가 추진되었지만 여
전히 전국적 여건에서 마련된 중앙정부 정책계획, 사업지침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여야 하므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지방농정
활성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개발이 이루
어지지 않고, 중앙정부 위임사무에서 자율성을 제고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농정성과 제고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김수석 외 2010; 문유석 외 2013).
따라서 농정에서도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지역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개
선이 이루어져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지방분권으로 농정예산을 지방재정으로 이양시키고, 그만큼 중앙정부
농정사업을 지방사업으로 이양한다면 농업·농촌발전이 촉진될 것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대한 지방농정 담당자의 찬성의견은 7점 척
도에서 도 담당자가 5.1점이고, 군 농정담당자는 더 높은 5.6점을 부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농정분권이 지방의 농업·농촌발전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하
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지방분권으로 지자체 자체사업이 확대되면 지방농
정에서 가장 좋아지는 점에 대한 의견에서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에 집
중적인 추진(45.3%)과 다양한 지역특성에 적합한 차별적인 새로운 사업
추진에 유리점(43.1%)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도 단위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하고, 시·군 기초단위에서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차별적인 사업추
진에 유리하다는 점을 더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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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지방분권으로 자체사업이 확대되면 좋아지는 점(%)
구분

사업내용을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특성에 적합한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차별적인 사업 추진 유리 사업에 집중적인 추진
추진

농민단체 등 농업
관련주체들의 자발적
참여 확대 유도

합계

도

43.2

50.0

6.8

0.0

100

시

34.9

41.9

18.6

4.7

100

군

50.0

44.0

4.0

2.0

100

전체

43.1

45.3

9.5

2.2

100

주: 지방농정담당자(138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지방분권으로 농정분권이 확대되면 농정에서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그에 따라 농업·농촌발
전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새로운
농정추진전략으로서 농정의 분권화를 선택할 수 있다.

4.2. 중앙농정사업의 통합 등 개편
지방분권의 추진에 따라 농정사업의 지방이양이 추진되면, 중앙정부 농
정과 지방정부 농정에 대한 역할 분담의 요구가 제기될 것이다. 먼저 지방
재정이 확대되면서 지방의 자체사업 여력이 확대되므로 중앙정부가 지역
특성이 큰 사업에까지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 사업과 지방사업의 중복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앙농정사업의 이양은 지역의 농정계획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므로 지역
이 스스로 농정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사
업이양은 중앙정부 농정역할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지방분권을
계기로 국고보조사업 중심의 농정에 대한 변화를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담
당하여야 할 영역에 대해서는 더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
하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로 이양함에 따라 중앙
정부는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보다 전국적인 사업 중심으로 농정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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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다양한 농정사업중 일부를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중앙정부 농정을 보다 단순화하고, 목표 지향적으로 전환하게 한다는 점에
서 농정개혁을 가져올 것이다. 즉, 중앙정부 역할이 큰 분야인 직불제 농정
사업의 재정투입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중앙정부가 담당할 역할과 지방정부가 담당할 역할을 구분하고 각자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정책성과를 제고하여 줄 것이다. 중앙농정이
농업·농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에서 일정 부분은 지역에 자율성을
주고, 자기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재정분권이 이루어지면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 구분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주장도 제기된다(김현호 2017). 농정개혁방향도 국가가 담당하는 역할
중심으로 재편하여야 하므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직불제
사업, 수급안정사업, 위험관리사업 등에 보다 집중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될 것이다. 국고보조사업 추진 중심에서 새로운 경상사업 기능을 강화
하는 것도 모색하여야 한다.

4.3. 농업부문 재정투입의 감소 우려
재정분권으로 농업부문 예산이 지방재정으로 이양되면 지역의 자율적
선택권은 확대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만큼 지역에서 농업·농촌 재정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한다. 그러나 지역 내 정치적 관계(주민의
선호수요) 속에서 오히려 농업·농촌정책의 재정투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자체 자체사업이 확대되면 이는 국고보조사업 매칭예
산 규모가 축소되고, 그에 따라 지역에서 지방재정 중 농업·농촌부문 재정
투입의 비중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고보조사업 매칭재정이 축소
되면서 농업·농촌부문 재정이 감소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이다. 그렇
게 되면 국가 전체의 측면에서 농업·농촌부문 재정투입이 현재보다 감소할
우려가 제기된다. 재정분권이 이루지면 그만큼 중앙정부의 재량사업 예산
이 축소하게 될 것이고, 감소분만큼을 지방재정에서 확보하지 않으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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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재정투입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지방에서 부문별 재정배분이 지방의회와 관계 속에서 지역 내 정치적 파
워의 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면서 농업·농촌부문의 재정투입이 감소할 우려
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농정 담당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농정에서는 국고
보조사업 매칭예산으로 재정확보에 유리하지만 자체 예산배분에서는 성과
가 늦게 나타나고, 다수의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사업이 아닌 사업의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정치적 역
학관계에 의해 재정배분이 이루어지는데 농업·농촌부문의 정치적 영향력
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본다. 지방재정 확대로 이전된 재정배분에서 농업·
농촌부문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축소될 수 있다.
지방농정담당자 조사에 의하면 재정분권으로 지방재정이 확대되고, 국
고보조금이 축소될 경우 지방농정추진에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의견에
서는 재정확보의 애로를 47.0%로 가장 먼저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지
역 간 나눠 먹기식으로 소액 분산되는 사업배분이 심화된다는 점이 36.6%
로 높게 지적되고 있다.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다. 도 지역 농정
담당자는 재정확보의 애로를(48.8%) 중요하게 여기지만 동시에 지역 간
나눠 먹기식 사업배분도(46.5%)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시지역의
경우에는 그 외에도 농업인의 요구에 의한 다양한 소규모 사업으로 분산
추진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26.2%). 농업비중이 큰 군
지역 농정담당자에서는 농업재정확보의 애로 가능성을 46.9%로 높게 지적
하고 있다.
<표 2-4> 재정분권으로 지방재정이 확대되면 지방농정추진에서 불리한 점(%)
구분

농정에서 재정확보 애로

농업인 요구로 다수
소규모 사업추진

지역 간
나눠 먹기식 사업배분 심화

지역 내의
갈등 확대

합계

도

48.8

4.7

46.5

0.0

100

시

45.2

26.2

26.2

2.4

100

군

46.9

14.3

36.7

2.0

100

전체

47.0

14.9

36.6

1.5

100

주: 지방농정담당자(138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34 지방분권 추진과 농정부문의 영향

지방분권에 따른 농정의 우려사항의 대부분은 농업·농촌발전에 필요한
재정투입이 감소할 것인가이다. 그러나 현지면담조사에 의하면, 농정예산
확보가 어렵긴 하지만 현재 수준의 농정예산 비중 정도는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방농정 담당자의 설문조사에서 지방분권으로 국고보조사
업이 축소되면 농업부문 예산투입 변화에 대해서는 7점 척도에 4.2점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군지역은 예산증가도 기대할 수 있
지만(4.7점) 시지역은 3.9점으로 약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렇더라도 지역 간 분산 투입 혹은 소액다수 사업으로 세분화된 사업
추진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양한 소규모 사업으
로 분산 추진되는 것은 지방재정투입의 효과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
한 농업부문 지방재정의 감소 및 비효율적 재정배분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
기 위해서는 계획에 의한 재정지원방식을 강화하여야 한다. 즉, 지역농업·
농촌발전계획(농발계획) 수립에 지역농업인이 참여하고, 이렇게 합의된 계
획을 바탕으로 하여 재정규모나 사업별 분야에 대한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지역농업발전계획이 실효
성 없이 계획에 그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업·농촌기본법｣만이 아니라 자치단체 조례에서도 농발계획과 재정투입

을 연계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지방농정담당자는 국고보조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지방농
정의 재정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국고보조사업의 매칭재원이 감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정부 농정사업을 지방으로 많이 이양하
기보다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지하면서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
로 개선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농업부문에서는 재정분권보
다는 국고보조사업 추진체계의 개편이 더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농정추진체계 개편에서 대해 지방농정담당자는
사업이양보다는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가장 선호(53.0%)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농정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면서 사업 지침에서는 지역
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을 선호한다.
다른 한편으로 농업이 중심인 군에서는 재정자주도가 낮기 때문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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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재정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농업기반이 큰 농촌
지역에서는 재정자주도 부족으로 다른 복지예산과 경합하면서 농업부문
예산투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4. 재정분권에 따른 농정예산의 변화 전망
재정분권이 실시되면 국세(소비세 및 소득세 등)의 지방이전을 확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중앙정부 재정수입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농정예산에 영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재정분권에 따른 농정예산의 변화는 농정사업의
지방이양의 범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재정분권에 따른 농정예산의 변
화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장기적으로 국세-지방세 비율을 6:4까지 전환
하는 목표를 내세웠으며, 2018년 10월에 발표된 정부의 재정분권(안)에서
는 2020년까지 우선 7:3비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1단계에서 지방소비세율
의 확대(11%→21%), 중앙정부 기능의 이양(3.5조 원 내외) 등에 주력하고,
2단계에서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편과 지방세 추가확충 등을 수행하는

추진 방안을 <표 2-5>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재정분권(안)이 실현될 경우, 지방세 확충에 따른 지방재
정 증가분(2018년 기준)은 2019년에 3.3조 원, 2020년에 8.4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정부의 계산이다. 다만 지방재정수입의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
세 감소분은 보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기능이양분도 있으
므로, 지방재정의 순확충 분은 2019년에 2.9조 원, 2020년에 3.7조 원일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20

20

지방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적인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 간 차이를 기
초로 산정되므로 재정수입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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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증가분에 대한 정부 전망
1단계
구분

’19년

’20년

지방세 확충

3.3조 원
(지방소비세율
+4%p)

소방직 지원

2단계
소계
순증

누적

5.1조 원
(지방소비세율
+6%p)

8.4조 원

11.7조
원

0.3조 원(소방안전
교부세율 +15%p)

0.2조 원(소방안전
교부세율 +10%p)

0.5조 원

0.8조 원

기능이양

-

3.5조 원 내외

지방재정 순확충

2.9조 원

0.8조 원

국세: 지방세

75:25

74:26

3.5조 원 내외
3.7조 원

’21~’22년

합계

12조 원+α

20.4조 원
+α

-

-

70:30

70:30

6.6조 원

74:26

주: 소방안전교부세율의 인상분은 소방직 처우 개선 및 안전 관련 행정 사무 등에 소요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10.).

이처럼 지방세가 증가하고 반대급부로 그만큼 국세 수입이 감소할 경우,
현재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조건에서 보면, 정부의 전체 총재정지출
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 재정지출중 의무지출은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
지출 및 이자지출(｢국가재정법｣ 제7조)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축소
할 수 없는 경직성 예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출규모 결정 시 원칙적
으로 예산편성권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21 따라서 ‘의무지출’과
달리 행정부와 국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심사할 수 있는 ‘재량
지출’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예산조정 대상이 될 것이다
(김도승 2011; 대한민국 정부 2017).

즉, 2018년 기준 정부 예산 428조 8,000억 원 중 217조 원 수준의 의무
지출액22을 제한 나머지 절반 미만의 재량지출 예산이 국고보조금 통폐합

21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2013)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총의무지출액 159
조 원의 48.4%가 지방교부세 등의 이전재원이고, 38.6%가 4대 공적연금, 기초노령
연금 등 복지 분야 예산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 외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정당보
조금, 형사보상 및 범죄피해구조금 등이 의무지출액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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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집중적인 재정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부문 재정에
이를 적용해보면,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14조 5,000억 원 중 의
무지출23 예산은 19.3%에 속하지 않고, 나머지 80% 이상의 예산이 재정분
권 시행 시 국고보조금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의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지방세 확충 시 일차적으로 중앙 각 부처의 재량지출이 감축되고, 이 때
부처별 감축액의 규모는 정부의 총재량지출액 중 부처별 비중에 비례한다
고 가정하여 산출할 수 있다. 즉, 농식품사업의 재량지출 감소액=(농식품
부 재량지출액/정부 총재량지출액)×(재정분권에 따른 정부 차원의 세수 손
실규모), 여기서 ‘정부 차원의 세수 손실규모’는 지방세 확충분과 지방재정
순확충분이다.
그러면 농식품부 소관 재량지출 예산의 2018년 대비 2020년 감축액은
최소 2,000억 원에서 최대 4,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중
앙정부의 균특사업 사무이양에 따라 중앙정부 기준 총 3.5조 원 내외의 예
산이 지방으로 이전될 것을 고려하면 농식품부 소관 재량지출 예산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국세:지방세 비율(6:4)을 달성할 경우에는 현재의
정부(안)에 더하여 지방소비세 비율을 더욱 인상하거나 지방소득세의 세율
인상, 국세 재원의 이전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그 경우 경제·인문사회

22

23

복지지출의 확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앞으로도 의무지출 비중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2007~2017년간 연 9.9%씩 증가(일부
전망치 포함)하여 이미 동 기간 재량지출의 증가세(연 3.4%)를 크게 앞지르고 있기
도 하다(박인화 2014).
농식품부 소관 의무지출 예산은 국회예산정책처 및 기획재정부의 분류에 따르면
약 2조 7,900억 원으로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다(단위: 백만
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809,000), 쌀소득보전 변동직불(1,092,197), 밭농업직불제
(193,738), 조건불리지역직불(50,560), FTA 피해보전직불(100,478), FTA 폐업지원
(102,717), 살처분보상금(40,000), ODA등 국제기구분담금(17,058), 수입양곡대금
(386,905) 등이다. 경영이양직불이나 경관보전직불, 친환경농업직불 등의 타 직접
지불금은 대통령령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의무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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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2017) 등을 토대로 가능한 몇 개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계산해보
면, 최종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4에 이를 경우에는 농정예산의 감
축액은 2018년 예산 규모 기준으로 최소 9,700억 원에서 최대 2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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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정사업 재원조달과 지출구조

1.1. 농정사업 재원구조
재정분권 추진 정도에 따라 농정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체계인
재원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그에 따라 농정사업 이양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농식품부의 농정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크게 일반회계, 농업구조
개선특별회계(이하 농특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등의 정부
회계와 그리고 FTA기금, 농지관리기금, 농안기금, 축발기금 등의 기금에서
조달하고 있다<그림 3-1>.
2018년 예산안 기준으로 볼 때, 일반회계는 농특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

으로 약 4조 원을 전출하고, 일반지출로 6,561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 농정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특회계는 구조개선사업계정과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구조개선계정은 융자원금의 회
수와 일반회계 전입금(수입농축산물관세 등 3조 9,312억 원), 농어촌특별
세계정 전입금(1조 110억 원) 등으로 조달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계정(이
하 농특세계정)은 농어촌특별세(3조 8,138억 원)와 농지관리기금 전입금
(4,000억 원) 등으로 조성되고 있다. 농특세계정는 구조개선계정에 1조
110억 원을 전출하고 있다. 농특회계는 9조 7,401억 원이 세입이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지출, 타 회계 및 기금 전출, 그리고 자체사업 지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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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농식품부 소관 주요회계·기금 세입현황(2018)
단위: 억 원

주 1) ‘국고보조금 반납’은 국고보조금 사업 정산잔액 반납금.
2) 농특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으로 전입되는 일반회계 예산은 수입농축산물 관세액 전액과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액 전액으로 구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8).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세출이 8조 5,605억 원이다. 농특회계의 농특세계정은 균특회계로 1조
2,140억 원을 전출하고, FTA기금으로 3,295억 원이 전출되고, 나머지 지출

은 농정사업으로 지출되고 있다. 균특회계는 농특회계전입금 등을 바탕으
로 하여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으로 구분되어 지출되고 있다.
농업부문에는 FTA기금, 농지관리기금, 농안기금, 축발기금 등 4개 기금
이 목적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재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외에도 재해보험
재보험사업기금, 쌀 변동직불금기금, 양곡관리정리기금 등이 있다. 농정사
업에서는 정부예산사업도 있지만 기금 등과 같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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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금사업의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타 부처와 다른 특징이 있다. FTA
기금은 수입권공매 수입금(735억 원), 농특회계 전입금(3,295억 원) 등으로
조달하여 FTA보완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관리기금은 융자원금 회
수 및 농지전용부담금(7,700억 원) 등으로 조성하여 일부는 농특회계에 전
출하고, 기금관련 사업 추진에 지출하고 있다. 축발기금은 마사회 납입금
(1,758억 원) 및 사업수입(550억 원) 등으로 조성하여 축산업 관련 농정사

업에 사용하고 있다. 농안기금은 수입권공매 수입(447억 원), TRQ수입농산
물 등의 농산물판매수입(7,430억 원) 등으로 조성하여 농산물유통구조사업
및 식품산업육성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조달된 재원은 전체적으로 230개 세부사업 및 경상사업에 대해
14조 552억 원의 농정사업 추진에 이용되고 있다. 농정사업 중 지방자치단

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이 29.5%, 민간보조사업 29.7%, 그리고 융자사업이
20.5%를 점유하고 있다. 정부회계 및 기금별 농정사업 추진규모를 보면,

농특회계사업가 109개(중복 포함) 사업에 4조 8,583억 원인 34.6%로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농안기금사업이 26개 사업으로 전
체예산의 14.9%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농지관리기금은 9개 사업에 대
해 7.2%를 점유하고 있다. 지역에 포괄보조방식으로 지원되는 균특회계사
업은 15개 사업에 9.6%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표 3-1>. 이와 같이 농업
정책사업에서는 매우 많은 다양한 사업이 개발되어 추진되고 있고, 재원구
성도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사업별 특성을 보면, 농업·농촌발전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 정책사
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는 농정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
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추진할 사업의
영역이 많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이 담당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사업영역까지 중앙정부가 농정사업을 마련하여 추
진하는 것은 농업·농촌발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
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이 낮은 수준이고, 특히 농촌
지역일수록 더 낮아 중앙정부가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조일 수밖에 없는
것도 한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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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재원별 농업예산 투입 현황(2018)
단위: 개, 억 원, %
재원

계정

일반회계
전체

농특회계

구조개선
사업계정

사업 수

예산

대표사업

26

3,808
(2.7)

수리시설유지관리, 국제농업협력(ODA), 한국농수산대학, 농식품공무원교
육원, 행정운영 등

109

48,583
(34.6)

73

29,388
(20.9)

농업재해보험, 농업자금이차보전, 농기계임대,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친환
경농자재지원,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농식품바우처지원, 지역단위푸드플
랜구축지원,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농촌용수개발, 대규모농업기반시설,
농식품ICT융복합촉진(정보화) 등
쌀소득보전고정직불(지자체), 경영이양, 조건불리지역, 경관보전, 친환경
농업, 밭농업,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Golden Seed 프로젝트(R&D),
농생명산업기술개발(R&D), 첨단생산기술개발(R&D), 농어업인 건강·연
금보험료 지원,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 농촌 다원적 자원활용, 농촌융복합
산업활성화지원

농어촌특
별세사업

36

19,195
(13.7)

전체

15

13,444
(9.6)

지역자율

6

12,874
(9.2)

양특회계

4

16,478
(11.7)

에특회계

3

441
(0.3)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자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융자), 온실가스관
리인프라구축

농지기금

9

10,089
(7.2)

대단위농업개발,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농지종합정보화, 경영회생지
원농지매입, 농지연금, 맞춤형농지지원

농안기금

26

20,988
(14.9)

축발기금

21

9,336
(6.6)

FTA기금

14

6,362
(4.5)

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 과수 생산유통지원, 원예시설현대화, 축사시설현
대화

직불기금

2

10,922
(7.8)

쌀소득보전변동직불

재해기금

1

100
(0.1)

총합계

230

140,552
(100.0)

균특회계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생활), 농업기반정비,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행복
생활권협력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농촌형교통모델(생활)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자체)
정부양곡관리비, 정부양곡매입비, 수입양곡대, 쌀소비활성화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전통발효식품육성, 농산물생산유통지원, 농산물
직거래활성화지원, 농식품유통 교육훈련, 비축지원, 자조금지원, 식품외식
종합자금, 산지유통종합자금,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가축개량지원, 가축분뇨처리지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축산물HACCP지
원, 축산물유통및소비촉진제고, 축산자조금, 말산업육성지원, 사료산업종
합지원

재보험금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8).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내역서(각목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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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에 따라 재정분권이 추진되면, 농업부문 재정구조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재정분권에 따라 일반회계가 농특회계에 전출하고 있는 약
4조 원에 이르는 재정의 일부에 대해 축소가 나타날 수 있다. 반면 기금은

자체적으로 재원 조달원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재원구성에서는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다. 기금의 특성상 사용범위도 기금설립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농특회계 사업에서 재원조달이 부족하게 되면 일부사업을 기금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기금에서 재원이 농특회계로 전입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농정사업의 이양 등 사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재정
분권의 정도에 따라 기금사업의 개편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농정에서 기금
사업이 특정 설립목적으로만 이용되어서는 사업이양 및 재정이양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금재편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24

1.2.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현황
지방분권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농정사업은 지자체가 사업시행주체
로 되어 있는 지자체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다. 농정사업에서 지방정부에 국
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88개 사업이 추진되
고 있고, 총 5조 4,053억 원에 이르고 있다. 지자체에 지원되는 많은 사업
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중 지자체 자본보조가 2조 원 수
준, 경상보조가 2조 원 수준으로 총 4조 1,402억 원 수준이 보조사업이다.
나머지는 보조지원과 함께 지원되는 융자지원이다.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
조사업의 단순 평균 국고보조율은 약 60%에 이르고 있다.
농업생산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은 54개 사업에 총 3조 8,823억 원
수준이고, 단순평균 국고보조율은 61%이다<표 3-2>. 농업생산 관련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논농업고정직불금, 재해보험지원
24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는 2차년도 연구에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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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등인 경영안정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평균 국고보조율도
85%에 이르고 있다. 다음으로 생산기반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9,331억 원

에 이르고 있다. 원예특작에 대한 지원사업과 축산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국고보조율이 낮은 수준이다.
농업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18개 사업에 대해 2,479억 원에 이르
고 있고 평균 국고보조율 수준도 50%에 이른다. 연관산업부문에 대한 지
원에 대해서는 식품산업육성과 관련되는 지원이 1,211억 원으로 가장 많
다. 유통부문에 대한 지원은 776억 원으로 적고 국고보조율도 27%로 낮
다. 농촌개발 및 복지부문에 대한 지원은 16개 사업에 대해 1조 2,752억원
수준이고, 이의 단순평균 국고보조율 수준은 61%에 이르고 있다.
<표 3-2> 지자체 대상 국고 보조금 투입 현황(2018)
단위: 백만 원, %
사업분류

농업 생산

’18 예산

지자체(자본)

지자체(경상)

세부사업 수

국고율

합계

3,882,280

826,282

1,973,615

54

61

경영안정

1,369,217

31,500

1,298,560

9

85

교육·훈련

38,232

2,500

8,027

1

56

생산기반

933,097

504,267

-

8

81

식량작물

560,449

25,030

138,742

6

60

원예특작

140,491

134,972

660

6

39

축산

611,529

115,944

322,691

17

46

친환경

229,265

12,069

204,935

7

60

합계

247,890

106,184

47,840

18

50

식품

121,135

26,877

29,335

9

56

연관 산업 유통

77,589

41,397

12,383

4

27

투입

45,775

36,210

5,692

3

63

3,391

1,700

430

2

50

농촌개발, 복지

기타산업

1,275,147

1,147,755

38,571

16

61

총합계

5,405,317

2,080,221

2,060,026

88

5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8).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내역서(각목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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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정사업 추진주체별 역할

2.1. 농정추진체계 모델: 대리인 모델
농정추진체계란 정책의사결정-재원확보-정책사업 집행 및 추진-정책성과
관리, 환류의 전과정을 연계하는 데 관여된 중앙정부, 자치단체 및 농어촌
공사, 농식품유통공사 등 사업시행주체들의 역할분담관계, 제도적 기반 등
에 관련된 모든 체계라 할 수 있다. 그중 정책의사결정이란 농업·농촌발전
계획에 의한 정책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선택된 정
책사업의 지원범위 및 대상자 기준, 지원기준 및 사업비 배분기준, 집행절
차 등을 규정하는 세부지침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농정추진의 권한을 소유하고 있다. 재원확보는 농정사
업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총사업예산의 확보, 지방비 등 재원부담의 규모
설정 과정을 의미한다. 재원확보는 농식품부 자체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국회의 심
의를 거쳐 결정된다. 집행과정이란 사업시행주체가 결정된 사업지침의 범
위 내에서 사업대상자 수요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 및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주로 사업시행
주체가 담당하고 있다. 추진된 정책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
하는 환류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농정추진절차는 부록 표 참조).
이 농정추진과정에서 사업 관련 주체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정부
간 관계(intergovenmental relations)’ 이론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에서 사무 및 권한의 배분이나 재정적 관계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문유석 2015; 임승빈 2017). 정부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
로는 대표적으로 대리인 모델과 동반자 모델, 상호의존모델 등이 있다. 대
리인 모델(agent model)은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대리인으로 보고 중앙정
부의 통제를 강조하는 모델이다. 동반자 모델(partnership model)은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가 국정의 동반자로서 상호협력적이고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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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농정추진체계의 지방자치단체 대리인모형
중앙정부(P)
(농식품부)

정책계획 수립
성과평가

농림사업
국고보조 지원(T)

지방자치단체(A)

추진체계(M)
사업분류범위
지원방식
-공모방식
-포괄보조
-메뉴방식
-성과협약

보조금 집행

환
류
운용, 집행(a)

농가
생산자단체

지역
기반조성

조직체
육성지원

농업농촌 발전 성과(Y)

자료: 황의식 외(2009: 25).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인식한 이론이다. 상호의존 모델(inter-dependence model)
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영향력을 주고받는 동태적 과정에 주목한 이론
이다. 대리인 모델은 지나치게 제도적 관점에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동반
자 모델은 현실적으로 불균형적인 정부 간 관계를 경시한다는 단점이 있다.
농정에서는 중앙정부가 정책의사결정권이 있고, 필요한 재정도 대부분 조달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리인 모델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매
칭한다는 점에서 동반자적 관계도 있다.
농정추진체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주인-대리인 모델을 적용하는 연구가
많이 있다(황의식 외 2009; 문유석 2015). 즉, 농정사업 추진체계에서는 중
앙정부(산하 내부기관 포함)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자
체 등 다양한 조직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앙정부인
농식품부가 정책사업을 기획, 세부추진기준을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을 확보하는 정책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주인의 위치에 있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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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농정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지원과 함께 시행주체에게 사업추진을 위임
하여 수행하는 주인-대리인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대리인 모형은 중앙
집권적 정책추진체계의 형태로 중앙정부는 정책목표의 설정, 정책기획, 세
부지침의 결정, 추진과정의 관리감독 등의 책임과 권한이 있고, 지방자치
단체 등은 중앙정부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위임사무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정책결정의 권한과 책임이 중앙
정부에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대리하는 것에 불과한 관
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대리인인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관리와 감
독을 받으면서 농정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농정추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도 있지만 국고보조사업에 의
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리인의 모형이 적합하다. 농정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지원하는 방식은 지방정부의
자율성 수준에 따라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개별메뉴지원방식에 의한 신청주의 방식이 있다. 중앙정부가 사업
별로 메뉴를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필요한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그에
따라 국가가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중앙정부가 제시한 사업지
침(메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의 재정적, 행정적 관리가 용
이하고, 국가적 차원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둘째, 경쟁에
의한 공모지원방식이다. 이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면,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 간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지자체가 특정 분야에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포괄보조지원
방식이다. 이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포괄적 기능 영역 안에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
이다. 이는 지자체의 예산 집행 재량권과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이 확대되
면서 지자체의 기획 및 예산운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업무 보고
등 행정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넷째는 성과협약제 지원방식이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서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지자체가 성과목표치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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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국고보조사업 유형별 지방분권화 특성 비교
강 ←
구분

분권의 강도

지방이양

→ 약

포괄보조

개별보조

분권강도

강함

중간

약함

분권형식

기능과 재원의
완전이양

기능의 공유,
재원의 포괄이양

집권방식 유지,
집행재량 확대

지방의 자주적인
재정운용

포괄분야 범위 내에서 자율운 불용액 인정,
영
실질적 신청주의

지방자치단체

중앙·지방 공유

중앙정부

자체 성과평가

중앙 성과관리, 정부 간
성과계약 의무적 지출규정

중앙의 표준 지침관리
지방의 집행과정 책임

재정책임분담

지방정부
(+중앙정부)

중앙정부/
중앙정부+지방정부

중앙정부+지방정부

지방재정유형

자주재원+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국고보조금
(포괄보조금)

국고보조금
(개별보조금)

분권화
분권내용
수단
성과책임

자료: 이재원(2008). “포괄보조와 정부 간 재정관계: 분권교부세, 균특회계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한국지방재정학회. p. 31 재편집.

내용을 정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계약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는 프랑스의 국토경영계약이 있다. 이는 광
범위한 분야에서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성과목표도 결정한다는
점에서 포괄보조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이외에도 국가보조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식도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정리한 것이 <표 3-3>이다.
이러한 대리인 모형의 정책추진체계에서는 농정성과의 정책효과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결정된다.
첫째,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사업규모와 사업지침이 적합하게 결
정되었는가의 정도이다. 농정사업 추진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많
이 수행하는 것이 효과를 제고한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특성을 고려할 때
보다 더 효과적이고 필요한 사업이 있어도 다른 국고보조사업이 있으면 국
고보조사업의 확보를 위하여 그 사업을 선택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여건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
용하여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지역적 특성이 지역의 숨은 정보
여서 국고보조사업 공모경쟁 결과로 더 비효율적인 지역에 지원이 이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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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부적합한
지역이 우선 선발되어 지원되는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
서 국고보조사업의 대상 지역 선별 시 지역의 적합도 및 정확성 정도가 중
요하다. 셋째,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역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는가에 따라 정책효과가 결정된다. 보다 적합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
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의 지자체의 정책추진 노력이 중요하다. 중
앙집권적 정책추진에서는 지역의 노력은 중앙정부가 통제하기 어렵기 때
문에 이를 유도하는 것이 어렵다. 국고보조사업 기간이 만료된 이후 사업
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도 이러한 요인이다.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있어 지자체의 지속적인 성과관리 노력이 중요하다.
주인-대리인모형에 의하면 중앙집권적 농정추진체계가 정보의 비대칭성
에 의한 대리인 문제로 인해 본질적으로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농정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사업이 가장 적
합한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적합한 사업량이 지원되는 것, 혹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원조건과 지침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자치단체가 농정성과를 극
대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것 등 모든 부분이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사업에 가장 적합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사업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를 제고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밖
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는 개별 지역의 특성과 차별성을 잘
알지 못하고, 이러한 점을 반영한 사업기준을 마련할 수가 없다. 또 농정성
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인 자치단체의 최선의 노력을 유도하여야
하지만 자치단체의 목적도 있어 중앙정부로서는 이에 한계가 있다. 자치단
체에서는 너무 많은 농정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농정담당 인력부족으로 인하
여 사업지침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한계
가 있다.
중앙집권적 농정추진체계 모델은 농정성과를 제고하는 데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리인 모형은 농정에서
지방분권에 의한 이양이 한 방안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역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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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을 제고하는 농정추진체계의 개선이 농업·농촌발전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농정추진체계에서 주인-대리인 모형은 지방분권이 농
정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2.2. 사업시행주체별 농정추진 현황
농정추진체계에서는 중앙정부 농정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주체인 대
리인으로는 자치단체 이외에도 다양한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농정사업의
시행주체을 구분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정부기관, 농어촌공사, 농식품유통공사, 농협, 농정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
가원(IPET),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농정사업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에는 보조율의 차이는 있지만 자치
단체 매칭예산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자치단체 이외의 농정시행조직에 대
한 지원과는 차이가 있다. 자치단체 이외의 조직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운영
비를 지원하는 등 매칭재원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농정사업 추진에서 시행주체가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운영비 및 일정부
분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역이 시
행주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민이 수혜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혜자부
담의 원칙을 적용한 결과로 보인다.
사업시행주체별 농정사업의 규모를 보면, 먼저 농식품부 직접집행 사업
은 보조지원 및 융자사업으로 4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체 농정예산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이른다.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사업은 지자체가 시행주체인 국고보조사업으로 73개 사업, 융자사업으
로 12개 사업으로 전체 농정예산의 34%를 점유하고 있다. 농정에서는 지
자체가 시행주체인 사업규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어촌공사는 보조사업 16개 사업, 융자사업 4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
정사업 중 예산비중은 15%에 이른다. 농식품유통공사의 경우에는 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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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시행주체별 농식품부 사업 현황
단위: 백만 원, %
시행주체

사업 내용(직접·보조)

융자사업

예산

농식품부

정부양곡매입비, 쌀소득보전변동직불, 청년농업인영농정
착지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시범사업, 농식품바우처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료산업
원, 국제농업협력(ODA),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R&D), 종합지원,
검역본부정보화(정보화), 가축방역, 축산식품안전관리, 농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3개>
업자금이차보전, 가축위생방역지원 등 <43개>

3,835,436
(25%)

지자체

쌀소득보전고정직불, 조건불리, 경관보전, 친환경농업직불,
밭농업직불, 재해대책비, 논타작물재배지원, 조사료생산기
반확충, 가축분뇨처리지원, 과수생산유통지원, 원예시설현
대화,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지역전
략식품산업육성(광특), 지역단위푸드플랜구축지원, 배수개
선,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등 <73
개>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축산물직거
래활성화지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가축분뇨처리지원, 과수생산유통
지원, 원예시설현대화, 축사시설현
대화,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말
산업육성지원 등 <12개>

5,156,739
(34%)

경영이양직불, 대단위농업개발, 농촌용수개발, 수리시설유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맞춤형농지
농어촌공사 지관리, 농지종합정보화(정보화), 배수개선, 농촌공동체활 지원, 농지연금, 농식품산업해외진
성화지원 <16개>
출지원 <4개>

2,348,866
(15%)

유통공사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 농산물마케팅지원, 도매유통활성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학교급
화지원, 전통발효식품육성, 비축지원, 비축기지현대화 및 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 농산물직거
광역화 등 <15개>
래활성화지원 등 <5개>

1,375,543
(9%)

농협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가축개량지원, 농촌고용인력지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 농산물생
원, 취약농가인력지원, 농업재해보험, 농업자금이차보전, 산유통조절지원, 산지유통종합자금,
가축위생방역지원 등 <12개>
인삼특용작물계열화 등 <7개>

1,571,018
(10%)

기타기관

Golden Seed프로젝트(R&D), 농생명산업기술개발(R&D),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R&D), 기술사업화지원(R&D),
재해대책비, 말산업육성지원, 사료
스마트농정통계체계구축, 농기자재수출활성화, 노지채소작
산업종합지원 등 <5개>
물스마트팜모델개발, 농식품ICT융복합촉진(정보화), 재보
험금, 농식품모태펀드출자, 자조금지원 등 <54개>

974,588
(6%)

합 계
주 1)
2)
3)
4)
5)

15,262,190
(100%)

세부사업의 대표 내역사업을 기준으로 시행주체를 설정.
농식품부 총사업 수는 224개로 총사업 예산은 1,379만 7,626원 기준(청사시설지원, 행정운영 제외).
시행주체가 복수인 사업은 중복해서 집계(16개 사업, 예산은 총 14억 6,456.4만 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본부, 품질관리원, 종자원을 포함.
기타 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기술실용
화재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8).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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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15개 사업, 융자사업 5개 사업 등을 담당하면서 예산규모에서는 9%를
점유하고 있다. 그 외에도 농협은 보조사업 12개 사업, 융자사업 7개 사업
등을 담당하면서 예산비중은 10%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발효식품사업, 농촌공동체활성화사업 등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
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아닌 전국 단일조직인 농업 관련 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사업별 성격을 보면 지역별 특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아지는 지역특화사업이 많다. 예를 들
어 전통발효식품사업, 농촌공동체활성화사업 이외에도 배수개선사업, 수리
시설유지관리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성격의 사업
에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재원이 기금에서 조달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이 있으면서도 지방이양이
어려운 사업이다. 지자체사업에서 식품산업 및 농산물유통 관련 사업에 대
한 지원비중이 낮은 것도 이러한 요인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사업에 대
해서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선택되고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농정성
과를 제고할 수 있지만 시행주체의 차이로 인하여 협력관계가 잘 형성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
농정추진체계에서 중앙정부인 농식품부는 사업지침과 사업별 재원배분
까지 결정하고,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추진을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지침의
변경을 건의하여 개선할 수도 있다. 지방농정 담당자의 조사에 의하면 국
고보조사업 추진에서 사업별 예산배분, 세부지침 등 개선에 대해 지자체
의견제시가 어느 정도 잘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 낮은 것
으로 지적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7점 척도에서 3.6점으로 매우 낮아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25 향후 농정추진에서는 제도개선에서 지
역의 의견을 반영하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관계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5

이 연구에서 지방농정담당자 공무원에 대해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도 농정담당
자와 1시·군에 1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총 138명의 응답을 받은 것에 대
한 조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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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도단위 농정추진조직
도 단위에서 농정을 추진하는 조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인 도 본청의 농
정국과 농업기술원 그리고 중앙정부(농식품부) 소속의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농관원) 도 지원과26, 국립종자원의27 지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
고 있다. 이밖에 도 단위 농정수행을 일정한 정도로 뒷받침하는 공공조직
으로 한국농어촌공사28의 지역본부와 농협중앙회의 지역본부가 있다.
<그림 3-3> 도 차원의 지방농정 수행 및 협력 체계

자료: 연구자 작성.

26

27

28

농관원 지원은 농식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업무와 농업경영체 등록 및 관리업무를
도 차원에서 총괄하고, 사무소가 수행하는 곡물관리, 농식품 안전관리, 우수농식품
관리, 원산지관리, GAP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또한
각종 직불사업의 이행점검과 면세유의 사후관리에 대한 기준 및 목표를 설정하여
지원 산하 사무소의 활동에 지침을 제공한다.
주요 업무는 주요 농작물(벼, 보리, 콩) 종자의 생산 및 공급, 지방자치단체(농업기
술원 포함)의 원원종 및 원종 생산 지원, 신품종 심사·등록 및 특성검정 등 품종보
호제도 운영이 된다.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시행하고, 용수관리 및 이용, 수리시설물
관리, 농지은행·영농규모화·경영이양직불사업 등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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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농정조직(도농정국)의 주된 기능은 농림사업의 시행과 관
련하여 농식품부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는 농림사업의 행정적 가교 역할이란 시·군별 농정사업의 수요를 취합하여
전달하는 역할이다. 이외에도 사업재원의 매칭펀드 방식의 사업비(도비)
부담 역할까지 담당한다. 도 차원의 농정수행이 최종집행단계가 아니기 때
문에 현재의 협력관계는 중앙정부의 업무 및 사업을 시·군 단위로 하달하
는 매개과정에서의 업무 조율에 해당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이러한 매개 기
능 이외에 농림사업을 직접 수행하기도 하는데, 균특회계에 속하는 자율편
성사업으로 예를 들어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충남도 농정국을 보면, 2018년 현재 충남도 농정국은 5과 23팀 2사업소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다. 농정국의 주요 업무는 농업정책 및 농촌개발의

종합기획·조정, 농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에 대한 기획 및 지원, 친환경
농축산 육성 및 농축산물의 안전성 강화, 가축방역 등이다.
광역자치단체에는 도 농정국이외에 도 농업기술원의 업무로 세분되어
추진된다.29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국 8과 5연구·관리소 4분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기술원의 주요 업무는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신기술 및 신
품종 보급, 농업전문인력 양성, 귀농·귀촌의 활성화 등이다. 도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간의 사업추진에서 중복성이 발생하기도 한다.
농관원은 농식품부 산하 부속기관30으로서 8개 과 및 1개 시험연구소로
구성된 본원과, 9개의 지원 및 115개의 사무소로 구성된 지방조직으로 이

29

30

도 농업기술원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라 해당 지
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지방농촌진흥기관으로 설치된다.
여기서 농촌진흥사업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①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② 농
촌지도, ③ 교육훈련, ④ 국제협력사업을 말하는데(｢농촌진흥법｣ 제2조 제1호), 도
농업기술원은 이 중에서 특히 연구개발과 농촌지도를 주업무로 담당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지방농촌진흥기관 소속 공무원은 연구직 800명, 지도직 4,320명인데,
이 중 연구직은 도 농업기술원 소속 661명, 시·군센터 소속 139명이며, 지도직은
도 농업기술원 소속 250명, 시·군센터 소속 4,070명으로 구성된다.
행정조직체계상 농관원은 아직 특별지방행정기관(특행)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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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충남도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의 조직 및 업무 비교
구분

농정국

농업기술원

조직 및 인원

∙ 5과 23팀 2사업소
∙ 201명(행정 37, 농업 28,
축산·수의·연구 119, 시설 등 17)

∙ 2국 8과 5연구관리소 4분장
∙ 181명(연구 94, 지도, 30,
행정·기술 54, 기타 3)

2016년 예산

∙ 5,415억 원(국비 3,882/ 도비 1,533)

∙ 546억 원(국비 203/ 도비 343)

주요 업무

∙ 농업정책 및 농촌개발 기획·조정
∙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 농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종합기획 및 지원 ∙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농업전문인력 양성

중앙/시·군 연계

농식품부/ 15개 시·군

농촌진흥청/시·군 농업기술센터

자료: 충남도청 내부자료(2016).

루어져 있다. 농관원 지원은 농식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업무와 농업경영
체 등록 및 관리업무를 도 차원에서 총괄하고, 사무소가 수행하는 곡물관
리, 농식품 안전관리, 우수농식품관리, 원산지관리, GAP인증, 친환경농산
물 인증 등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또한 각종 직불사업의 이행점검과 면
세유의 사후관리에 대한 기준 및 목표를 설정하여 지원 산하 사무소의 활
동에 지침을 제공한다.
국립종자원 지원은 농관원과 같은 농식품부 산하 부속기관으로서 4과 1
센터로 구성된 본원과 10개의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종자원의 주요 업
무로는 주요 농작물(벼, 보리, 콩) 종자의 생산 및 공급, 지방자치단체(농업
기술원 포함)의 원원종 및 원종 생산 지원, 신품종 심사·등록 및 특성검정
등 품종보호제도 운영 등이다. 종자원에서 담당하는 종자보급 업무는 광역
자치단체의 농정조직(농정국과 농업기술원)과 협력하여 실시된다. 국가주
도로 생산·보급되고 있는 식량작물의 종자는 기본식물이 농촌진흥청에서
육성되고, 원원종은 각 도의 농업기술원, 원종은 각 도의 농산물원종장(강
원도감자종자진흥원)에서 생산된다. 보급종은 6개 작물(벼,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에 대해서 종자원 지원에서 생산·공급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종합
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진시
키고 농어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부 산하 공사이다.
2018년 현재 농어촌공사는 9개의 지역본부와 81개의 지사, 6개 사업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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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6개의 지방조직을 갖고 있다. 농정수행활동과 관련해서 농어촌공사는
농지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이 기금과 관련된 농림사업을 직·간접으로 수행
하고 있다. 농림사업 중 농지은행사업(영농규모화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
매입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등)은 농식품부의 사업을 대행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직접적인 사업자로 수행
한다. 사업유형으로는 경상사업과 자체사업이 많고, 부분적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단위에서는 이들 조직이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업무와 서로 연계되어
있지만 의사결정상 서로 조정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되어 정책효
과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수리시설개보수 업무는 지자체와
농어촌공사가 구분하여 담당하고 있는데 서로 협력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농업인력육성사업군의 경우 행정조직인 지자체가 담당하는 사
업과 도농업기술원에서 담당하는 사업이 서로 중복되어 지원되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단위에서 서로 정책이 조정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시너지효과가 저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조직인 농어촌공사가 담당하는 사업에 대해 일본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조직이 담당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본의
지방농정조직 구성을 보면, 현단위에서는 중앙정부 조직인 지방농정국이
있지만 이와 달리 현단위에서는 지방정부의 조직인 농업공사(현마다 명칭
은 다양)를 설립하여 주요한 농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 농업공사는 농
지합리화법인으로 인정을 받아 우리나라 농어촌공사가 담당하는 역할인
농지규모화사업에 대해 중앙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농지집적화, 농지
이용효율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설
정한 영농후계인력육성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군 기술센
터와 같은 역할이다. 우리나라는 농지이용 및 규모화사업을 담당하는 농어
촌공사가 전국적인 조직으로 있는 것과는 달리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역
할을 중시하여 그 산하 지역조직으로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볼 때, 일본의
경우가 농정의 지방분권이 더 많이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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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시·군단위 농정추진조직
시·군 지자체의 지방농정조직은 중앙정부인 농식품부로부터 위임받은
지방사무를 집행하는 협의의 ‘농정조직’과 농업기술센터로 대표되는 ‘지도
조직’의 이원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농정에 대한 행정적 기능을 담당
하는 본청과 기술보급기능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과거 중앙조직인 것이 지방으로 이양된 것이다. 이들 조직
간의 연계관계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2018년 현재
전국 시·군 및 특별·광역시 중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된 시·군은 143개
소이며, 13곳은 농업기술센터의 설치 없이 지도업무가 시·군청 농업행정에
완전 통합되어 있다.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된 시·군 중 67개 시·군은 ‘농정
조직’과 ‘지도조직’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89개 시·군은 농업
기술센터가 분리된 채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3-4> 시‧군 차원 지방농정 수행 및 협력 체계

자료: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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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의 업무내역은 아직 분리되어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농촌지도 및 교육훈련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농정국의 업무
와 교류가 적어 조직의 효율적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에 시청의 농정조직과 통합한 시·군 센터의 업무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업
무가 농촌지도 업무와 일반 농정업무가 통합되어 있고, 지도업무 자체도
단독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다 일반 농정업무와 연계되는 형태로 구성되
어 있다. 시·군 차원의 지방농정 수행 및 협력체계를 종합하면 <그림 3-4>
와 같다.

2.3. 국고보조율별 농정추진 현황
국가책임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100%를 지원하고 있어
국고보조율 수준은 사업의 성격이 결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국고보
조율 수준은 지방이양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 한 기준이 될 수도 있
다. 국고보조율이 낮은 지방비 매칭비율이 높은 사업은 지역의 차별성과
특성이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국고보조율 수
준으로 지방이양 대상사업 선정과 이양에 따른 재정부담을 산출하기도 하
였다(이관률 2017). 따라서 농정사업을 국고보조율 기준으로 분류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분류에 의하면, 국고보조율이 100%인 사업은 농정사업 예산의
55.4%인 122개 사업(사업 개수로는 53%)이 있다. 국고보조율이 높은 80∼
100% 미만인 사업으로는 예산비중이 3.4%인 9개 사업이 있다. 또 국고

보조율이 30% 미만이거나 융자사업인 경우가 23.6%인 31개 사업이 있다
<표 3-6>. 국고보조율이 높은 사업 중에서 지방이양하게 되면 그만큼 재정

이양을 많이 하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국고보조율 수준별 분류된 사업에 대해 사업성격을 구분하여 보면, 국고
보조율 지원수준에 따라 지역적 특성이 높은 것이 아니므로 국고보조율에
따라 사무를 분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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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과 같이 국고보조율이 낮다고 하여 지방농정사업
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농정사업의 사무 성격에 따라 국가의 역할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보조율 정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표 3-6> 국고보조율별 농정사업 분류
단위: 억 원, (%)
구분

사업 명 및 사업 수

예산

국고보조율
100%

쌀소득보전고정직불, 농업자금이차보전, 농촌용수개발,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농산물안전
성조사, 농식품ICT융복합촉진(정보화), 농식품바우처지원 등
122개(53.0)

76,625
(55.4)

국고보조율
80~100% 미만

수출인프라강화, 조건불리지역직불, 논타작물재배지원(생산조정제), 농업기반정비 등 9개
(3.9)

4,692
(3.4)

국고보조율
50~80% 미만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 일반농산어촌
개발, 농업재해보험, 밭작물산업육성, 자조금지원 등
50개(21.7)

21,392
(15.5)

국고보조율
30~50% 미만

들녘경영체육성,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등
18개(7.8)

2,940
(2.1)

국고보조율
과수생산유통지원, 원예시설현대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융자 등
30% 미만 및 융자 31개 (13.5)
합계

230개(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8).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32,629
(23.6)
138,28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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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 농정사업 재원조달과 지출구조

1.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사업추진과정
1.1.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과 농정심의회
농정추진체계에서 농정사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정책의사결정이 전
체적인 사업방향을 결정한다. 이를 규정하는 농정과정이 ｢농업·농촌기본법｣
에 의한 5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
하 농발계획)’이다. 그에 따라 각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장도 이러한 농발계
획을 세우고 시행할 의무를 진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기
본법)｣ 제14조에 의거, 중앙정부 농발계획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 계획 개시 연도의 익년도부터 5개년 간을 대상기간으로 수립한
다. 여기에는 농촌 삶의 질 향상계획, 친환경농업육성계획, 농지이용계획
등 각종 법정계획 및 비법정사업계획(산지유통종합계획, 쌀산업발전종합계
획 등)도 기본적으로 통합한다. 수립된 농발계획은 농식품부 농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지자체는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 농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면서 중앙
정부 농발계획에 의한 국고보조사업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농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외국과 달리 농업회의소가 없는 우리의 경우 농민단체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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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크게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농발계획은 지역농정의 자율성이나 거버
넌스 등의 측면에서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지역 농발계획의 근거가
근본적으로 조례보다 국가법에 근거함으로써 지역 농발계획도 중앙정부
농발계획의 틀(사업범위) 안에서 수립된다. 둘째, 실질적으로 지역 농발계
획의 수립에 지방의회가 참여하거나 심사하는 등의 권한이 부족하다. 대통
령령에 의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농발계획의 상호 공지 의무만 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농발계획
이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농발계획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이다.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기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를 두어야 하며, 법에 따라 이 심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심의한다. 농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한다. ‘심의회’는 정책
의 발굴·계획 단계에서의 관여보다는 정책의 수립과 예산의 편성 후 역할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주로 국비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었
으며, 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논의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조사된다. 그 외에 사업 발굴이나 계획 수립 단계에서 별도의 정책자문
위 회의 등을 통해 농업인단체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나, 정책개발의 단계
까지 역할이 크지는 않다. 농발계획의 수립에서 심의회의 역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1.1.2. 지방자치단체 농정사업 추진과정
지자체가 시행주체인 농정사업의 추진절차를 보면 <부록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은 절차를 걸쳐 확정 추진된다. 농식품부가 사업별 사업추진지침을
마련하여 전전년도 12월에 안내하면 지자체는 그에 따라 전년도 4월까지
민간사업신청 및 수요조사를 하여 내역사업별로 농식품부에 사업수요를
신청한다. 지자체는 민간이 사업신청을 하면 사업과별로 사업의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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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선호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신청 규모를 선정한다. 이 과정
에서 농민단체 및 농정심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만 국고보조사업의 확
보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한다.
농식품부는 이렇게 지방에서 신청한 사업신청을 바탕으로 예산반영 여
부를 검토하여 예산신청을 하고,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사업규모를 확정한
다. 예산규모가 확정되면 민간사업수행자 등록을 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시달하고, 당해 연도 초에 자금 배정을 하여 사업시행이 추진된다.
이후에는 농정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다.

1.2. 도 광역지자체 농정예산
1.2.1. 농정예산 규모 및 구성
농업 비중이 낮은 광역시를 제외한 도별 농업부문 예산을 보면, 9개도
합계로는 연간(2018년) 4조 1,357억 원 수준이고, 이 중 농식품부의 국고보
조금이 46.6%이며, 균특사업이 25.2%, 농업 관련 기금사업이 7.2%이다.
국고보조사업 및 균특사업 등 중앙정부 재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별로 보면, 국고보조사업의 비중이 높은 도로는 전남(55.0%)과 전
북(51.1%)의 순이다. 균특사업의 비중이 높은 도로는 충북(37.3%)과 경남
(36.3%) 순이다. 도 자체재정의 비중이 큰 도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제주
(86.5%)와 경기(34.6%) 순이다. 도 자체재정 의존도가 가장 낮은 도는 전

남(11.4%)과 충북(14.2%) 순이다. 국고보조금 및 균특보조금 등의 재원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농정은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추진된다
고 할 수 있다.
농정예산에서 도 자체 재원은 전체의 20.9%인 8,767억 원 수준이고, 그
중에 국고보조사업에 매칭되지 않은 순수한 도 자체사업(운영비 포함)의
재원은 6,609억 원 수준에 이른다. 도비 사업에는 국고 매칭사업보다 자체
사업의 비중이 많고, 이는 도 농정이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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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도별 농업부문 예산규모와 비중(2018)
단위: 억 원, %
국고

기금

균특

도비

그중 도
자체사업

합계

농정예산
비중

강원도

971
(42.1)

132
(5.7)

569
(24.7)

635
(27.5)

535

2,307
(100.0)

4.88

경기도

1,438
(43.5)

347
(10.5)

374
(11.3)

1,145
(34.6)

994

3,304
(100.0)

1.50

충북

1,148
(42.1)

172
(6.3)

1,018
(37.3)

388
(14.2)

253

2,725
(100.0)

6.52

충남

3,048
(48.3)

355
(5.6)

1,184
(18.8)

1,715
(27.2)

1293

6,306
(100.0)

11.19

전북

3,524
(51.1)

415
(6.0)

1,848
(26.8)

1,116
(16.2)

715

6,903
(100.0)

12.28

전남

4,590
(55.0)

755
(9.0)

2,050
(24.5)

955
(11.4)

661

8,350
(100.0)

12.37

경북

2,585
(41.5)

516
(8.3)

1,701
(27.3)

1,432
(23.0)

1,154

6,233
(100.0)

7.99

경남

1,930
(42.3)

273
(6.0)

1,656
(36.3)

704
(15.4)

370

4,564
(100.0)

6.27

제주

41
(5.3)

29
(3.7)

34
(4.4)

669
(86.5)

634

771
(100.0)

1.32

전국

19,274
(46.6)

2,994
(7.2)

10,434
(25.2)

8,767
(20.9)

6,609

41,464
(100.0)

-

주: 농정예산비중=농정예산/도정총예산
농정 예산은 산림부문을 제외하는 등 연구진 자체 기준으로 계산.
자료: 지방재정 365.

많기 때문이다. 세부사업별 도 자체사업의 수를 보면, 전국 평균 약 120개
사업으로(최소 제주 42개, 최대 경북 191개)이고, 세부사업당 평균 사업규
모는 6억 1,300만 원으로 매우 영세하다. 도 자체사업은 다수의 소규모 사
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다.
도별 농정예산을 보면, 전남이 가장 많은 8,350억 원이고, 제주도가 664
억 원 수준이다. 제주도는 시·군과 통합편성의 특수성으로 과소 추계되기
도 한다. 전남, 전북, 경남 등 농정예산규모가 큰 도의 경우에는 도 자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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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도별 농정예산 증가 추이
단위: 억 원

ㅁ

자료: 지방재정 365.

산의 비중은 적고, 국고보조사업 및 균특사업 등 중앙정부 보조금 비중이
높다. 도 예산에서 농업예산 비중이 높은 도일수록 국고보조금 비중이 높
다. 이는 도 농정예산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가 국고보조사업의 유무라는
것을 의미한다.
도별 농정예산 규모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충남과 전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10년 이후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10년보다 농정예산이
크게 증가한 곳은 충남과 전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균특사업이 확대
되면서 도 농업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1.2.2. 농가호당 농정예산 규모
농정예산 규모의 도별 상대적 크기를 분석하기 위해 농가호당 농정예산
규모를 비교분석하였다. 전체 농정예산의 절대적 규모는 지역적 범위 차
이, 도 예산의 절대적 크기, 농정사업에 대한 수요의 차이, 비농업부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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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등의 요인으로 인해 결정되기 때문에 절대적 비교는 의미가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농가호당 예산규모를 분석한 것이다. 호당 농정예산이 크
다는 것은 농업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가호당 농업예산이 가장 큰 도는 전북이고, 전남, 충남 순으로 농가호
당 농업예산이 높은 수준이다. 농가호당 농업예산의 도별 차이를 보면, 지
방재정 조건이 양호한 경기도, 경남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이지만 오히
려 농가호당 농업부문 재정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농업부문 재정투입 규모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림 4-2> 도별 농가호당 농업예산 규모
단위: 천 원/호

자료: 지방재정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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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농가비중과 국고보조금 비중
단위: %

자료: 통계청; 지방재정 365; 각 광역지자체 예산서.

재원별로 구분하여 호당 재정규모를 보면, 먼저 농업 관련 기금의 지원
규모는 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도 자체예산에 대해서도 도별
로 차별성이 크지 않다. 도비 예산의 농가호당 규모가 큰 도는 제주도와
충남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국고보조금 수준은 도별로 큰 차이
를 보이고 있다. 호당 국고보조금은 전북, 전남, 충남 순으로 높다. 국고보
조금이 많은 도일수록 농가호당 농업예산 규모도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이는 농정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인 국고보조금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것
을 의미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지원방식이 농정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
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도별 농가호수 비중과 국고보조금 점유비중을 분석한 결과, 전남, 전북
이 상대적으로 국고보조금 비중이 높고, 경기, 충남이 상대적으로 낮다. 도
별 농정예산의 추이를 보면, 국고보조금 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
으므로 국고보조사업의 확보가 지역에서 농정예산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
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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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향후 농정에서 국고보조금이 축소될 경우 지역의 농정예산이 감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고보조금을 확보하는 사업에 대해
서는 지방의회에서도 이견이 적은 수준에서 예산 확보가 용이하다는 의견
이 많다. 국고보조사업 확보 여부가 농정예산 확보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에 따라 지방재정으로 이전되는 재원이
많아지면서 국고보조금이 축소될 경우에는 지역에서 농정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인 지방농정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이다.

1.3. 시·군 기초지자체 농정예산 규모
1.3.1. 농정예산 규모 및 구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농정예산을 보면 총 8조 6,053억 원이고, 이 중 농
식품부 국고보조금이 1.8조 원(21.0%), 균특보조금이 1.0조 원(12.0%), 도
비 비중이 9.0%이며, 자체 시비예산이 4.7조 원(55.1%)이다. 도 광역지자
체보다는 시·군 기초단체일수록 자체재원의 구성비가 높고 국고보조사업
의 의존도가 낮다. 이는 농정사업에서 시·군이 사업시행주체가 되면서 국
고보조사업에 대응한 자체예산의 매칭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표 4-2>.
시·군 유형별(구, 도농복합시, 일반시)로 보면 도농복합시의 경우 국고보
조금의 비중이 21.1%, 균특보조금이 9.8%이고 시 자체예산의 비중이 55.9%
이다. 일반시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각각 12.4%, 1.4%, 66.5%이다. 군 지자체
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비중이 21.5%로 높고, 균특보조금도 14.5%이며,
반면 군 자체예산의 비중은 53.8%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도비 의존도
가 높은 곳은 자체재원이 큰 일반시이다. 농촌지역이 많은 군 및 도농복합
시의 경우 국고지원 의존도가 높고, 특히 군 지역은 일반농산어촌사업인
균특보조금의 지원비중이 14.5%로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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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시·군 농정예산 재원별 구성(2018)
단위: 억 원, %
개수

국고

균특

56

일반시

21

12.4

군

77

21.5

154

18,092
(21.0)

10,291
(12.0)

전체

21.1

기금

도농복합시

9.8

도비

시비

합계

3.2

10.1

55.9

100.0

1.4

1.6

14.3

66.5

100.0

14.5

2.5

7.7

53.8

100.0

2,415
(2.8)

7,724
(9.0)

47,435
(55.1)

86,053
(100.0)

자료: 지방재정 365.

1.3.2. 농가호당 농정예산 규모
시·군별 농정예산의 상대적 규모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농가비중(전국
총농가 수 대비 해당 시·군 농가 수 비율)과 농업총예산(일반회계 기준, 전
국 시·군 지자체 총농정예산 대비 해당 시·군의 농정예산 비율)비중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시·군 분포를 분석하였다<그림 4–4>. 시·군의 농가비중과
농업예산 비중 간에는 연관성이 있다. 이를 기준으로 시·군별 농가호수 비
중 점유도에 따라 농가호당 국고보조금(=국고+균특+기금)과 농정예산의
규모를 분석한 것이 <그림 4-5>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시·군을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적용한
분류기준은 평균비중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농가비중도 높고 농업예산
비중도 높은 유형인 A유형 지자체이다. C유형 지자체는 농가비중도 낮고,
농업예산 비중도 낮은 유형이다. 문제가 되는 유형은 D유형 시·군이다. 농
가호수 비중은 높으나 농업예산의 비중은 낮은 지자체이다. 시·군별 호당
농업예산의 규모를 시·군 유형별로 분석한 것이 <표 4-3>이다. 그 결과 농
가비중도 높고 농업예산 규모도 큰 A그룹의 시·군은 53개 시·군이 해당되
었다. 농업비중도 낮고 농업예산비중도 낮은 그룹인 C그룹 시·군은 55개
시·군이다. B그룹 시·군은 농가비중은 낮만 농업예산비중은 상대적으로 높
은 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시·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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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시·군별 유형별 농가호당 농업예산 규모
단위: 개수, 천 원
구분

A그룹

농가호당
농정예산

농가호당
국고보조금

B그룹

C그룹

D그룹

53

23

평균값

9,281

14,519

7,885

6,438

최댓값

16,526

27,895

16,529

11,950

최솟값

5,014

9,700

1,174

1,920

시·군 수

55

19

변이계수

0.244

0.332

0.468

0.302

평균값

3,506

4,824

2,409

2,147

최댓값

6,900

9,215

7,489

3,407

최솟값

1,534

2,976

330

623

변이계수

0.388

0.307

0.671

0.377

주: 154개 시·군 중 안산시, 목포시, 제주시, 서귀포시를 제외한 150개 시·군을 대상으로 분석.

<그림 4-4> 농가비중과 농업예산 비중별 시·군분포(2018)

자료: 지방재정 365;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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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시·군별 농가호당 국고보조금 규모 및 농정예산 규모
단위: 천 원

자료: 지방재정 365; 국가통계포털.

호당 농업예산 규모를 비교하여 보면, 농업비중이 증가한 시·군일수록
호당 국고보조금 규모가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오히려 감소하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그림 4-5>. 전체 예산 측면에서는 농가호수 비중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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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군일수록 호당 농업예산의 규모가 감소하는 모습이다. 시·군별로는
농촌지역일수록 국고보조금 의존도가 높지만 농업규모가 크다고 하여 농
가호당 농업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앞서 유형화한 기준에 따라 보면 농가호당 농업예산은 B그룹의
시·군이 1,451만 9,000원으로 가장 높다<표 4-3>. 농가비중은 높지만 농업
예산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D그룹 시·군은 농가호당 농업예산이 643만
8,000원으로 낮았다. 농가비중이 높고, 농업예산 비중도 높은 A그룹 시·군

은 928만 1,000원이다. 이를 농가호당 국고보조금의 규모로 보면, A그룹
시·군은 350만 6,000원이고, B그룹 시·군은 가장 높은 482만 4,000원이다.
D그룹 시·군의 호당평균 국고보조금 규모는 214만 7,000원으로 가장 적다.

국고보조금과 농가호당 농업예산의 규모가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정지역(A시)의 농업·농촌예산 구조를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보면,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 농업고정직불제 관련 예산으로 27.1%이
고, 다음으로 농산물 유통가공부문으로 15.53%이다<표 4-4>. 다음으로는
<표 4-4> A시의 농업부문 분야별 예산 구조(2018)
단위: %
분야
농업인복지
직불제
인력육성
쌀

국고

균특
0.08

기금
0.00

도비
0.00

시비

합계

4.87

2.10

1.50

62.11

0.00

0.00

3.21

19.83

27.06

2.61

0.00

0.00

0.37

3.02

2.21

15.13

5.22

0.00

13.41

7.50

9.71

축산

8.24

3.26

85.84

17.18

12.50

12.70

원예 등

0.24

8.99

12.37

2.98

3.47

3.42

친환경농업

7.91

0.00

0.00

3.07

5.48

5.12

농산물유통가공

1.43

8.09

0.00

42.02

21.07

15.53

농업기반정비

1.58

21.38

0.00

3.67

12.53

9.33

농촌기반활력

0.50

52.97

0.00

8.64

8.33

11.25

기타

0.16

0.09

1.79

0.57

4.18

2.17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지방재정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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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 쌀 관련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고정직불
제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쌀 관련 사업이다.
균특회계 보조금은 농촌기반활력 및 농업기반정비 분야에 주로 지원되고
있다. 축산분야의 경우에는 축발기금에서 지원되고 있고, 도비지원은 주로
농산물유통가공분야에 대한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 자체예산
의 경우에는 유통가공분야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큰 비중으로 21.07%이고,
다음으로 직불제 연계 지원이 많다.
광역 및 기초단위 자치단체 자체재원인 자체사업의 비중이 큰 사업영역이
농산물유통 관련 사업 등이라는 점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이러한 재원은
지역에서 선호하는 사업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앞서 분석하였듯이 이러한 사업에서는 국고보조비율이 낮은 특성이
있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을만들기사업 등 지역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 있지만 이는 포괄
보조금으로 균특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균특의 국고보조사업에 의존
하고 있다. 향후 기능이양을 통하여 균특사업 3.5조 원의 재정이 지방에 이
양되면 이러한 사업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예산 비중이 증가할 것이
다. 이러한 점은 지방분권으로 지역의 선택권이 확대되면 될수록 지역에서
선호하는 사업영역에 대한 재정투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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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청남도 국고보조사업 추진사례 분석31

2.1. 농업인력육성사업군
2.1.1. 사업추진체계 개요
충남도 농업인력육성사업군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사업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식품부는 귀농·귀촌을 포함한 농업인력 전반 업무, 농업계학
교인력(농업계고교, 농업계대학, 마이스터대학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일부 사무(총 28개 사무 중 6개 사무)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
원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 지방정부에서는 농업계학교인력 관련 업무를 하
지 않는다. 농촌진흥청은 귀농·귀촌인 관련 업무를 제외하고 수행 중인데
지방정부의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귀촌인 관련 업무를
하는 게 특징이다.
둘째, 농업인력육성사업군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사업특징은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 본청의 경우에는 일반후계농 육성(융자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3농혁신 정책 시행했던 관계로 ‘민관 거버넌스’ 기구 구성과 운
영을 담당하고 있다. 충청남도 본청은 일반농업인 관련 업무가 도 농업기
술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 그 외에 농업인력육성 업무는 거의
전무하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의 경우, 귀농·귀촌인 관련 업무, 농업인학
습단체(4-H, 농촌지도자회,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생활개선회 등) 관련 업
무를 수행하는 특징이 있고, 4-H 업무를 해왔다는 이유로 최근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군(D시 사례)의 경우, 일반농업인 관
련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 충청남도의 3농혁신 정책을 잘 이행하

31

충남발전연구원의 위탁연구 결과를 재정리한 것이다. 구체적 내용설명은 이 연구의
부속물인 자료집을 참조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지역단위에서 농정추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 위탁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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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시·군으로서 ‘민관 거버넌스’ 기구 구성과 운영을 하는 점이 타
시·군과 다른 점이다. 충청남도가 귀농·귀촌인 업무를 도 본청이 아닌 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점이 타 지역과 다른 점이다.
셋째, 농식품부 및 충청남도의 농업인력육성사업군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4-5>. 충청남도 농정국의 경우 최소 1.1%(71억 9,860만 원)에서
최대 3.5%(151억 4,160만 원), 농업기술원의 경우 42.5%(180억 7,620만
원) 비중을 보인다. D시 본청의 경우 1.0%(7억 40만 원), D시 농업기술센
터의 경우 11.9%(11억 8,020만 원) 비중을 보인다.
넷째, 기관별 농업인력육성사업군 담당 영역과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4-6>.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에서 귀농·귀촌인,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농업경영컨설팅, 농업계학교 교육과정, 농업마이스터대학, 농업법인, 후계
농업경영인, 청년농업인 관련 업무를 담당, 농촌복지여성과에서 농업인자
녀학자금,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결혼이민여성농업인교육 관련 업무를 담
당한다. 농촌진흥청에서 강소농, 농업인학습단체(품목농업인연구회, 농촌
지도자, 4-H), 청년농업인, 품목별 전문인력, 특화품목 농업인대학, 신규농
업인 영농정착, 생활지도자 및 여성농업인 양성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표 4-5> 전체 예산규모 중 농업인력육성사업군 예산 현황(2018 회계 연도 기준)
단위: 백만 원, %
구분
전체 예산규모(A)
해당기관 예산규모(B)
비중(B/A)
농업인력육성사업군(C)
비중(C/B)

충청남도
농정국

D시
농업기술원

본청

농업기술센터

6,749,858

6,749,858

800,344

800,344

661,081

42,510

70,559

9,944

9.8%

0.6%

8.8%

1.2%

7,198.6

18,076.2

700.4

1,180.2

1.1%

42.5%

1.0%

11.9%

주: 충청남도 농업인력육성분야 예산은 친환경농산과, 농산물유통과에서 관련 사업까지 포함하면, 예산규모는
332만 1,780만 원으로 비중은 3.5%로 나타남.
자료 1)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http://www.openfiscaldata.go.kr/: 2018. 9. 11.)
2)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2018).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3) 충청남도·D시(2018). 세출예산서(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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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본청에서는 우수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농업인단체 및 여성
농업인단체, 여성농업인, 농업인자녀학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인학습단체, 품목별전문인력, 농업인대
학·귀농인대학·마이스터대학, 귀농인, 귀촌인, 도시민, 청년농업인, 여성농
업인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그림 4-6> 농업인력육성사업군의 추진체계(농식품부충청남도시·군)

자료 1)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2018. 8. 9.)
2)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2018).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3) 충청남도·D시(2018). 세출예산서(내부자료).

2.1.2. 사업실태
가. 투입 및 집행 단계: 추진방식 적절성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에 대해 보면, 첫째 농업인력육성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행정체계가 불일치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경우, 농업
인력육성업무는 경영인력과에서 주로 담당, 국비 100%인 사업은 농림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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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교육문화정보원(약칭 농정원) 같은 출연기관을 통해서 집행하고, 국비
100%가 아닌 지방비를 매칭하는 보조사업은 도와 시·군 등 지방정부를 통

해서 집행한다. 농촌진흥청의 경우, 농업인력육성 업무는 지도정책과 및
역량개발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단, 귀농·귀촌 관련 업무는 농식품부
가 담당하므로 농촌진흥청은 사업이 없다. 지역별 상황에 맞게 도 본청 농
업정책과 및 도 농업기술원으로 각 업무영역 구분되는 현실로서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가 행정체계가 불일치한다.
둘째, 충청남도 및 시·군,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력육성 업
무가 이원화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력육성을 위한 정책기획 및 행정
지원 기능 중심이고, 농촌진흥청은 농업인력육성을 위한 지도·교육·훈련
기능 중심이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농업인력육성사업 간 역할과 기
능에 유사중복 문제가 있어서 지역상황에 맞게 통합적으로 수행하거나 기
관별 원래 고유 기능에 맞게 수행하는 지역이 있다. 그리고 농업인력육성
사업에 있어서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업무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지방정
부에서도 도청과 농업기술원, 시·군청과 농업기술센터 간의 역할 분담이
모호해지고 있다.
셋째, 농업인력 중요성에 비해 도청은 전담인력 부재, 종합 컨트롤타워
가 부재하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내려올수록 이원화되어서 현
장일선에서는 혼란을 초래하고 정책목적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광역
자치단체인 충청남도가 농업인력육성과 관련하여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도청 및 도 농업기술원, 시·군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간 유사중복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즉, 국비 보조사업, 지방비 보조사업, 지자체(도 및
시·군) 고유사업 등 다양한 종류의 농업인력육성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분
산, 혼재되어 시행 중이다. 충청남도 본청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3농
혁신대학 운영·기획, 친환경농부육성프로젝트 등 국비 보조사업과 지자체
고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3농혁신대학 운
영·집행, 영농준비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청
년창농안정지원사업, 4-H영농정착지원사업 등 국비 보조사업과 지자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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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D시 본청은 후계농업경영인융자지원사업, 맞춤
형 청년농업인 영농조기정착지원사업, 청년창업농지원사업 등 국비 보조사
업과 지자체 고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나. 투입 및 집행 단계: 추진주체 타당성

추진주체를 보면 첫째, 도청 및 시·군청 본청의 업무영역과 기능은 행
정·정책지원 기능을 담당한다. 이들 기관의 업무영역은 후계농업경영인 육
성사업(융자금 지원), 일반농업인육성사업, 여성농업인 복지사업 등이다.
충청남도 본청은 농업정책과 내 농정기획팀이 농업인단체 및 영농조합법
인, 후계농업인 육성업무를 담당하고, 농업정책과 내 도농상생복지팀이 여
성농업인 육성업무를 담당한다. 단, 해당 팀에서 담당자에게 주어진 농업
인력육성사업 업무 비중과 우선순위는 높지 않은 편이다.
둘째,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영역과 기능은 지도·교육·훈련
기능을 담당한다. 이들 기관의 업무영역은 청년농업인, 귀농·귀촌인, 농업
인단체·학습조직 육성 등이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역량개발과, 기술보
급과, 기술지원과 등이 서로 혼재되어서 농업인력육성 관련 업무를 담당한
다. 도 농업기술원이 농촌진흥청 사업을 대부분 집행하는 형태이고, 오히
려 사업을 세분화하여 시행 중이다. 타 지역의 경우, 도청 본청이 청년농업
인육성 및 귀농·귀촌지원사업 관련 업무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 투입 및 집행 단계: 의사결정 권한

의사결정 권한은 첫째,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보조금을 결정하고 도·
시·군은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국
비 보조사업 확보를 위해서 지자체 수요조사 단계를 거친 후 보조금 예산
규모 결정하지만 그 이후 단계는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관할하여 사업추진
방향과 지침을 통보한다. 도와 시·군 등 지방정부는 보조금 집행과정 참여
자 역할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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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비 보조사업은 자치단체의 의사결정 반영과 권한행사에 어려움
이 있다.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는 자치단체의 의사결정 반영과 권한행사가
어려운 구조이다. 국비 보조사업은 중앙정부 지침, 법률, 추진절차에 맞게
기계적으로 집행하면 별 문제가 없는 대신 자치단체의 의사결정 반영 정도,
지역현장 수요 반영 정도가 미약하다.
셋째, 지방비 보조사업은 자치단체장 공약사항, 관심과 의지에 따라 성
과 차이가 발생한다. 도비 보조사업, 시·군비 보조사업은 자치단체장의 공
약사항, 관심도에 따라서 생기는 사업이므로 전담인력 배치, 중간점검도
이뤄지면서 일정 수준의 성과 창출이 가능한 구조이다.
넷째, 업무이원화에 따라 자치단체 재량권 발휘가 불가하고 중앙정부가
결정권한을 가진다. 농업인력육성사업은 도청 본청과 도 농업기술원 업무
이원화, 종합 컨트롤타워 부재, 유사중복사업 시행, 국비 보조사업이란 특
성으로 인해서 자치단체 재량권 발휘가 불가한 구조이다. 국비를 보조함으
로써 중앙정부가 결정권한을 가지게 되고 지방정부는 결정권한이 미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라. 산출 및 성과 단계: 조직과 인력 구성 합리성

조직 및 인력 투입에서는 첫째, 중앙정부 사업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
해 지자체 고유사업 전개에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서 기존 중앙정부 사
업 및 지역고유사업을 당초 목적대로 전개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농업인
력육성사업의 경우, 중앙정부 보조비율이 높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한 지자
체에서는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지자체 재원은 국비·도비 매칭에
많이 소요되므로 지자체 고유사업 실행에 한계가 있다. 그런데 국고보조사
업 장기적 추진에 대해 지자체가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결국 사업대
상자 입장에서는 정책사업 예측을 할 수 없고, 계속 지속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둘째, 중앙정부 사업 및 고유사업 간 중복 발생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초
래되고 있어서 성과가 낮아지는 요인이 된다. 농업인력육성사업과 같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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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업, 반복사업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서의 혼선 초래가 불가피하
다. 지방정부로 내려올수록 보조사업 개수가 많아지는 현상에서, 국비 보
조사업·도비 보조사업 외에도 시·군 고유사업·현안사업이 추가되므로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훨씬 많은 보조사업을 집행하게 된다. 일례로 농촌진
흥청의 농업인력육성사업군에 최대 42.5%의 예산규모, 91개의 세부사업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지방정부 내에서 각자 고유의 업무영역과 역할이 존재하는데 외부
의 시각은 유사·중복사업으로 본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중앙부처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실행되면서 지역에서는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
다. 사업은 한번 생기면 일몰시키기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 지방정부에서
담당부서별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기도 전에, 청년농업인 인력들이 사전 준
비를 철저히 하기도 전에,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이 먼저 실행되면서 혼선
을 빚고, 부적합한 신청자가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 기관 내부적으로 부서별, 팀별 사업과 기능 중복이 있다. 충청남도
본청의 경우, 농정국 내 우수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농업인단체, 여성농
업인단체, 여성농업인, 농업인자녀학자금, 쌀 전업농, 친환경농업인·단체,
밭작물 공동경영체, 청년농업인, 산지유통조직, 직거래참여조직, 학교급식
생산유통조직 등의 업무영역을 담당한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의 경우, 농
업인학습단체(농촌지도자회, 4-H회, 품목농업인연구회), 강소농, 일반농업
인, 품목별 전문인력, 농업인대학, 귀농인대학, 마이스터대학, 귀농인·귀촌
인, 도시민, 청년농업인, 여성농업인 등의 업무영역을 담당한다.
마. 산출 및 성과 단계: 행정 효율성, 개선노력 정도

첫째, 모든 게 사업지침에 의거하여 추진되므로 지방정부의 행정효율성,
혁신수준, 자율성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비 보조사업은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중앙정부 지침, 법률, 추진절차에 맞게 기계적으로 집행할 수
밖에 없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없는 제한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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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비 보조사업을 통해서 행정 효율성과 혁신을 기대하기에 한계가 많
고, 지방정부의 목소리와 현장수요가 반영될 여지도 부족한 편이다.
둘째, 보조사업 개수가 많아서 정책성과 달성이 힘든 구조이다. 많은 개
수의 보조사업을 집행하여야 하는데 인력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보조사업
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는 추진체계나
정책 지속성이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악순환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다 보니 보조사업의 경우 대농, 부농 등 소수만 지원받는 구
조가 심화되고, 영세소농은 진입불가 구조이다.
바. 산출 및 성과 단계: 민간 책임성

첫째, 농촌인구 현실상 교육대상자는 점차 감소 추세이어서 적극 대상자
찾기가 급한 현실이다. 유사한 교육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는 점, 농업
인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거의 동일한 수강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빈번
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농업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은 교육 현장에도 즉
각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자발적으로 참가할
사람을 찾기 쉽지 않다. 행정에서는 사업비 집행을 위해서 강제 동원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동일한 사람이 여러 교육프로그램을 중복 수강하는 현상
이 발생하기도 한다.
둘째, 민간 자율기재 작동 수준은 저조한 편이다. 농업인력육성사업군의
대부분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로만 구성되어 있고 자부담이 없으므로 사업
대상자(신청자)의 책임성이 결여되기 쉽다. 자부담이 없으므로 사업대상자
(신청자)가 해당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성을 가지고 완결하

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될 수밖에 없다. 자부담 유무는 결과적으로 사업성
과 수준을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사. 사후관리 및 평가 단계: 성과관리 적절성

첫째, 사업대상자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접근기회 및 역량강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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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여한 점이다. 과거 10~20년 전에 비해서 농업인력육성사업에 대한 투
자는 증가하여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실행 중이다. 지역에서는 국비 보
조사업, 도비 보조사업 외에도 기초지자체 보조사업 등을 통해 수요자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수강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만큼 사업대상자 입장
에서는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와 폭이 넓어진 것, 역량강화
확대에 기여한 것은 긍정적 효과로 볼 수 있다.
둘째, 유사한 교육내용, 동일한 대상자로 인해서 정책효과는 한계에 봉
착한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행하는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은 보조사업 개수나 규모로도 점차 확
대 추세이고,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그 부작용으로 예산
중복, 실행부서 중복 등으로 정책효과 발생이 한계점에 다다른 양상을 보
고 있다. 따라서 사업 실효성 측면에서 진행방식, 사업체계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셋째, 청년농업인 관련 지원사업은 사후관리 주체 설정이 불명확한 문제
가 있어 보인다. 정책사업의 설계나 사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
서 실행된 청년농업인 관련 지원사업은 기존 지자체 고유사업과의 중복 문
제가 발생하고, 교육프로그램 진행방식(집합교육 등), 추진주체 및 관리주
체(관 주도의 교육사업) 등을 놓고 조직 내에서도 갈피를 못잡고 있다.
아. 사후관리 및 평가 단계: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첫째, 모니터링 및 피드백 등 정책환류가 미흡하고 중요한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성과에 한계가 있다. 농업인력육성사업군의 계획 단계,
집행 단계에 비해서 사후관리 단계에 해당하는 모니터링 및 피드백은 제대
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많은 사업을 내실 있게 집행했다면, 신규 농업인
증가, 농업인 역량 강화를 통한 생산자 조직화와 같은 성과를 달성했어야
한다. 하지만 농촌 현실을 보면,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
고 있고 새로운 인구 유입도 귀촌인구를 제외하면 더딘 속도를 보이고 있
다. 그리고 농업인력육성이 제대로 되려면 소득안전망 구축이 중요한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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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필요한데 전제조건보다는 외형상 사업을 실행하였기 때문에 성과
에 한계가 있다.
둘째,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실시는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관리감독업무는
담당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흡할 수밖에 없다.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력
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경제상황은 어떤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등 수시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 사후관리 및 평가 단계: 협업체계

첫째, 민간 감시체계 작동이 미흡하고 수동형 사업진행으로 인해서 정책
우선순위가 변동한다. 농업인력육성사업군은 주로 소프트웨어 사업이기 때
문에 하드웨어 사업을 실행하는 것에 비해서 외형상 성과를 증명하거나 부
각시키기 힘들다. 농업인력육성사업군 평가 시 정량 성과지표로 측정하기
힘들어서 정책사업 성과관리제도나 각종 행정성과 부분에서 누락되는 경
우가 많다. 농업인력육성사업군 정책에 대한 기초정보, 진행과정, 성과평가
등 정보가 공유되고 확산하지 못하다보니 민간의 감시체계는 작동하지 않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정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둘째, 민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은 저조한 편이다. 농업인력육성사업군은
일정한 틀에 맞춰서 교육프로그램이나 컨설팅 프로그램이 정형화된 부분
이 많다. 수동형, 하향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대상자의 수요, 현장의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기 힘들고 사업대상자는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구
조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민·관의 협업체계 구축이 원활하게 작동
하거나 관련 주체들이 개입할 여지가 부족한 사업군이다.
셋째, 지자체 내 유사중복사업을 자율조정하려고 시도하지만 중앙정부
정책사업 중심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최근 충청남도에서는 농업인
력육성사업군에 대한 유사·중복사업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서 청년일자리
관련한 담당부서와 유관기관 간 역할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
다. 하지만 기관 간, 기관 내 부서별 고유의 업무영역과 역할, 중앙부처로
부터 부여받은 미션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업무조정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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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각자 추진하던 업무를 원래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국고보조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조율하거나 자율성을 발
휘하기 힘든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2.2.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사업군
2.2.1. 사업 추진개요
충남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군 기본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4-6>.32
2012~2017년까지 1,600여 개 마을, 권역에서 행정 사업을 추진하였다. 충남

전체 행정리는 4,242개 마을이 있다. 1단계 938개(22.1%), 1.5단계 320개,
2단계 107개, 3단계 34개, 4단계 53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후 유지관리

지정 사업은 체험휴양마을 57개, 농촌인성학교 19개 마을을 추진하였다.
충청남도는 1단계와 2단계 사업 진행과정에서 충남도 독자적인 선행사업
을 통해 마을만들기 실천경험을 축적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1단계-1.5단
계-2단계로 정확하게 경로를 밟은 경우는 7.6%에 불과하고 1단계부터 3단
계까지 발전한 사례는 아직 없다.
둘째, 농식품부 및 충청남도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군 예산 현황은 다
음과 같다<표 4-7>. 전체 예산 규모 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군 분야의 예
산 비중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5.9%(8,563억 원)이다. 충청남도 농정국
은 9.3%(617억 2,700만 원)이고, H군은 6.9%(64억 1,600만 원)이다.

32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2017). 충남 마을만들기 사업 D/B 구축 및
아틀라스 제작 결과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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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충남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현황(종합)
1단계
일반마을
1.5단계
선행사업
2단계
새싹마을
3단계
꽃마을
4단계
열매마을

구분
마을학교
농촌 현장포럼
1단계 우수마을
희망마을 선행사업
창조적 체험소득
창조적 경관
창조적 문화
창조적 마을종합
권역사업
중심지활성화
(읍·면소재지)
합계

체험휴양마을(신규 지정)
농촌인성학교(신규 지정)

합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642
256
246
140
296
49
57
62
64
64
36
6
15
15
284
37
43
71
69
64
20
4
4
2
6
4
55
8
15
12
20
32
7
3
5
8
9
7
3
2
2
27(84) 9(32) 6(23) 9(21) 3(8)
53(80)

8(12)

4(7)

9(15)

8(12) 11(17) 13(17)

1,452
(1,536)
57
19

279
(306)
15
-

368
(388)
13
7

288
(306)
10
4

169
(178)
15
5

172
(178)
3
3

비고
충청남도
충청남도

176
(180)
1
-

사후유지
사후유지

주 1) 모든 사업은 사업 착수 연도를 기준으로 집계.
2) 권역사업과 중심지활성화사업의 괄호 속은 사업에 참여한 행정리 마을 수 의미.
3) 희망마을 선행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전에 시상금 지급 마을 포함 표기.
4) 중심지활성화사업은 읍·면소재지 정비 사업, 거점면 정비 사업 포함.
5) 체험휴양마을과 농촌인성학교는 2017. 7. 기준, 당해 연도 신규로 지정된 마을 의미.
자료: 충청남도청(2017: 22). 충남 희망마을 제3기 기본계획.

<표 4-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군 예산 현황(2018 기준)
단위: 백만 원, %
구분
전체 예산규모(A)
해당기관 예산규모(B)
비중(B/A)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군(C)
비중(C/B)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농정국

H군

428,833,913

6,749,858

584,530

14,499,577

661,081

92,363

3.4%

9.8%

15.8%

856,300

61,727

6,416

5.9%

9.3%

6.9%

주 1) 충청남도 농촌마을지원과에서 실시하는 지특회계 및 자체재원사업인 기초생활인프라, 농업기반정비,
생활기반정비를 제외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만 포함함.
2) H군 건설교통과 마을공동체팀에서 실시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살기좋은 희망마을 선행사업, 시·
군역량강화사업, 농어촌현장포럼운영, 마을만들기지원센터운영, 청년마을조사단 운영, 농어촌마을 재
구조화사업, 정주환경개선 공동체활성화사업 예산을 포함함.
자료 1)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http://www.openfiscaldata.go.kr: 2018. 8. 10.)
2)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2018).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3) 충청남도·H군(2018). 세출예산서(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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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체계(농식품부충청남도시·군)

자료: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내부자료(2018).

2.2.2. 사업실태
가. 투입 및 집행 단계: 추진방식 적절성

사업추진의 적절성을 보면 첫째, 공모 국고보조사업과 포괄보조사업 간
의 추진방식, 추진내용상에서 차이점이 없어 보인다. 포괄보조사업 중 하
나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군도 공모방식의 국고보조사업과 같이 신청과
정에서 공모방식하고 있어 유사한 절차를 밟는다. 공모 국고보조사업과 포
괄보조사업 간 차이가 없다는 것은 국고보조사업 문제점과 포괄보조사업
문제점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포괄보조사업 지원의 자율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
둘째, 사업추진체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행정도, 마을도 예
비사업계획서 통과와 사업선정, 의도적인 사업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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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정이다. 행정에서는 공모사업 경쟁으로 인해 공모사업을 일단 신청해
놓고 보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 과정에서 컨설팅업체가 먼저 행정
에 사업을 제안하고, 사업계획서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추진
방식과 체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
셋째, 시행지침,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 규칙과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집
행이 이루어진다. 일반국고보조사업 집행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서 및 실행계획서가 통과되어서 사업비 집행이 시작하면 실제 집행과정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군의 세부사업별 사업내용과 기
본 틀은 유사하고 사업비 규모에 따라 사업실행공간(마을, 읍·면, 권역 등)
범위만 차이가 난다.
넷째, 3개년 사업기간이므로 집행과정에서 이월 가능 등 유연하다는 장
점이 있다.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은 연간 단위 집행인 반면,
포괄보조사업은 3개년 연속 집행할 수 있어서 좀 더 유연하다. 하지만 집
행률이 높지 않은 편이고 3개년 사업은 중간에 변경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대부분 1∼2년 이월시키는 편이다.
다섯째, 사업선정 이후 예비사업계획서는 사업변경과 수정 등 무한 반복
된다. 처음에 생각하고 계획했던 내용이 점차 변경되고 5억 원 사업도 변
경 가능하다. 현실에서는 일단 선정 받는 것이 목적이므로 예비사업계획서
내용이 자주 변하게 된다. 선정된 뒤 점차 현실에 실질적으로 깨닫게 되고
소득이 되는 사업으로 변경하게 된다.
나. 투입 및 집행 단계: 추진주체 타당성

추진주체 면에서는 첫째, 행정지원체계 정비가 필요하고, 농촌정책에서
마을만들기의 유사사업업무가 통합될 필요가 있다. 조직 논리, 조직 보호
를 위한 사업은 계속 발굴되고 생성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지방정부 차원에
서는 실제 읍·면단위 혹은 마을단위까지 들어가게 되면 추진조직, 주체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마을만들기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이 미약하여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 식품정책과 농촌정책의 영역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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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 구분하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다.
둘째, 일반농산어촌개발은 곧 마을만들기가 중심인데 사업의 내용과 행
정추진조직 간 불일치가 있다. 이는 마을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자체 역량
에 의한 마을만들기사업을 의미한다. 그러나 마을은 다양한 분야가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데 반해 행정추진조직은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서 형식과 내
용이 불일치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행정추진조직이 불일치하는 등
통합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에 직면하고 있다.
셋째, 최소한의 역량강화 교육이수 시간 등 기본요건만 충족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어 추진주체와 추진조직의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다. 사업 준비가 안 된 마을에 사업이 계속 들어오니 성과가 제
대로 발휘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농식품
부와 충청남도는 사업신청 전 마을주민은 현장포럼, 소규모 선행사업을 반
드시 이행, 이수하도록 하여 최소한 역량강화와 같은 기본요건을 충족하도
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최소한 역량강화 교육이수 시간 등 기본요건만 충
족하면 된다는 인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사업 추진주체와 추진조직 준비
는 미흡하다.
넷째, 외부 컨설팅 지원업체가 먼저 제안, 예비사업계획서 작성을 대행
하여 마을주민수요와 무관한 의도적인 사업이 발굴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
분 마을에서는 컨설팅업체가 계획서에 작성한 내용대로 따라가는 수준이
어서 마을주민 수요와 무관한 사업이 포함된다. 컨설팅업체는 농정담당자
가 원하는 수준의 내용, 사업이 통과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오
기 때문이다.
다. 투입 및 집행 단계: 의사결정 권한

의사결정 주체는 첫째, 마을주민 주도 사업이므로 사업신청, 수행, 포기
여부 결정주체는 민간이다. 사업진행은 거의 문제없이 되는 편이고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취소 권한은 충청남도에 없고 기초지자
체에게 있다. 자발적 포기는 연간 1∼2건 발생하는데 민간이 주도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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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므로 마을주민이 먼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행정에서는 수행 혹
은 포기 여부 등에 대해 개입하지 못한다.
둘째, 지자체장에게 대규모 국비사업 확보 실적은 정치성과로 작용하므
로 주요 현안사업,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사업추진 과정
에서 마을을 발굴, 사업계획서 작성,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과정은 시·군 실
무 담당팀장이 적극 개입해서 사업 결정의 실질 권한을 가진다. 대부분 하
드웨어 사업은 시장·군수가 가시적인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업으로서
공모사업 신청은 꾸준하게 있지만 반면, 역량강화와 같은 소프트웨어 사업
은 가시적인 실적이 나오지 않으므로 인기가 없다.
셋째, 타 사업에 비해서 의사결정 주체는 지자체, 지방정부 권한과 영향
이 높은 편이다. 의사결정 주체는 포괄보조사업을 통한 지자체 권한이양이
기 때문에 지침 상 결정 주체는 시장·군수, 농식품부는 협의 주체가 된다.
다만, 사업변경률이 높을 경우 실질적 결정 주체는 농식품부가 된다. 사업
비 50% 이내로 변경할 때는 지자체장과 실무 담당팀장이 의사결정에 중요
한 영향을 끼치고, 50% 이상 변경할 때에는 농식품부가 실질적인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라. 산출 및 성과 단계: 조직과 인력 구성 합리성

조직구조에서는 첫째, 농식품부 업무편제와 불일치하고, 농업정책영역과
농촌정책영역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8
년 8월 기준, 충청남도 농정국 내 농업정책과는 농정기획팀, 농정혁신팀,
농촌산업팀, 도농상생복지팀으로 구성되고, 농촌마을지원과는 농지관리팀,
마을가꾸기팀, 기반시설팀, 정주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촌마을지원
과에 있는 농지관리 및 농업기반시설팀은 농업정책 영역이므로 농업정책
과로 재편함이 효율성과 협업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부서별·사업별 칸막이 심화, 기능과 수요 중심의 조직이 아닌 직렬
중심의 조직으로서 복잡하고 성과 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마을사업이 다
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부서별·사업별 칸막이는 걷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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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좀 더 단순한 구조로 마을현장에 밀착되는 행정사업 전개가 필요하
다. 다양한 마을만들기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추진조직 부재, 칸막이 현
상, 수요자 중심이 아닌 조직 논리에 의한 조직체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인사이동·순환보직·전문성·지자체 역량 문제, 광역기능의 역할 정
립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행정의 특성상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순환보
직 문제는 정책추진에 있어서 담당자의 전문경험을 쌓을 기회를 주지 않기
에 정책연속성도 없어지고 정책신뢰도가 같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특히
광역단체는 각종 자료취합 기능에서 벗어나서 기초조직에서 하지 못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기능, 정보 공유와 확산, 자체 조직체계 정비, 제도적 뒷받
침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마. 산출 및 성과 단계: 행정 효율성, 개선노력

첫째, 마을주민 수요를 반영한 사업 콘텐츠 발굴이 아닌 컨설팅 업체 등
에 의해 먼저 시작되는 문제가 있다.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은 마을주민
수요를 파악하고 관리, 조율하는 사전단계에 투입되는 반면, 컨설팅 용역
업체는 사업계획서 작성단계부터 사업진행 단계에 투입된다. 지역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조건 사업을 확보하고자 한다. 지역 차원의 콘텐츠가
부족하고,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도 미흡한 수준이라서 컨설팅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다.
둘째, 예산이 크기 때문에 지자체 실적에서는 중요하다. 일반농산어촌개
발사업군에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통합, 선도, 일반지구), 창조적마을만
들기사업(권역단위 종합개발, 마을단위 개발사업), 시·군역량(시·군창의, 역
량강화 등), 기초생활인프라정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있는데, 시·군
역량과 같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의 사업비 규모는 최
소 5억 원에서 최대 120억 원에 이르는 만큼 사업 위험성도 있어 실무 담
당자들은 심적 부담감이 있다. 그러나 대규모 국비확보를 하게 되면 시장·
군수 실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된다.
셋째, 광역 및 기초지자체 간에는 사업지침 예시와 가이드라인 필요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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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다른 견해가 있다. 광역단위에서는 지침에 나온 사업예시가 발목을
잡는다고 보고 있는 반면, 기초단위에서는 지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잡음
과 민원발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본다. 공통적으로 지자체 스스로
역량에 의문이 있어서 아직은 지방정부에 모든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 부
담감이 크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넷째, 모든 것이 지침에 의거하므로 행정효율성 및 혁신수준은 저조한
편이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모든 추진절차는 지자체와 농식품부가 검
토, 협의과정을 거친다. 추진절차는 사업성 검토, 사업신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시행,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하는데 각 단계별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해야 한다. 포괄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과 혁신수준을 기대하기는 한계
가 있다.
바. 산출 및 성과 단계: 민간 책임성

사업추진으로 첫째, 사업선정 전과 후 마을주민 의식과 태도의 변화가
있고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창조적마을만들기 중 마을단위사업의
경우 최소 5억 원 규모의 사업비 승인을 받게 되면 사업초기의 의도와는
다른 태도가 나타난다. 5억 원을 통해서 역량강화해서 알차게 쓰는 기본계
획서를 내지만, 공모사업에 통과한 이후 사업비가 들어오면 주변에서 개입
하여 질투심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 불필요한 곳에 쓰지 말고 필요한
곳에 쓰자는 취지로 설득해가면서 당초 계획이 변질되고, 마을 내 갈등과
충돌이 발생해서 기본계획서대로 되지 않고 계속 변경된다.
둘째, 공모사업 선정과정에서 지침 예시 준수여부가 사업선정을 결정하
는 요인이 되므로 오히려 이것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마을주민 의견개입과
수요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하다. 공모사업 선정과정에서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는 지침에 나온 예시를 준수하는 경우가 사업선정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서 대부분 지자체는 마을주민 수요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제
출하기보다는 예시에 맞춰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사업 실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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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유사한 사업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셋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포괄보조사업은 지방농정의 저해요인이
자 동시에 발전요인으로 작용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저해요인으로는
지자체가 마을주민과 바로 맞닿아 있는 현장과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지역 내 학연과 혈연 등 인간관계에 쉽게 얽혀서 사업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추진하기 힘들다는 현실이다. 발전요인으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
로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여건에 맞게 대응할 수 있고, 마을발전을 촉
진할 수 있는 매개체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넷째, 민간의 자율기재 작동여부는 일반 국고보조사업에 비해 상대적으
로 양호한 편이다. 국고보조사업은 민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반면, 포괄
보조사업 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상대적으로 민간 개입이 양호한 편
이다. 계획단계에서 외부에 의한 개입이 발생하지만 실행단계에서 민관 협
업체계를 구축하면서 좋은 방식으로 사업방식과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섯째, 민간조직 혹은 중간지원조직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저해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과목(인건비 지원 불가)이 있다. 일반농산어촌개

발사업 예산과목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
건비를 집행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이는 민간조직 혹은 중간지원조직의 안
정적 운영 기반 확보해 주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 작은 규정·지침·문구 하
나하나가 지방자치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으므로 엄밀한 검토가 필요
하다.
사. 사후관리 및 평가 단계: 사업성과관리 적절성

사업추진의 문제점으로 첫째, 마을주민은 유지 및 사후관리에 무관심하
고 하드웨어에 중점을 두면서 예산종료 시점에 소프트웨어 사업비를 하드
웨어 사업비로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예비계획서에는 하드
웨어 사업 비중과 소프트웨어 사업 비중을 지침에 맞게 60:40으로 맞춰서
신청하지만 기본계획 과정에서 마을주민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갈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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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해결, 이해관계자 개입 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드웨어 비중이 높아
지게 된다. 이로 인해 예산종료 시점에 이를 때까지 기본계획서가 변경을
반복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마을주민은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업의 유지 및 사후관리에는 무관심하게 된다.
둘째, 행정은 인력부족으로 밀도 높은 사업 성과관리와 감독, 모니터링
실행에 한계를 보인다. 시·군에서는 영역을 포괄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고 중간지원조직을 형성하고 있지만 행정의 관리인력 부족문제로
인해서 사후관리 및 평가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사업 취지에
맞게 시작했지만 추진과정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구도로 변질되고,
마을을 만드는 것이 아닌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며, 관리감독
이 소홀하게 되는 등 반복되는 악순환 구조를 보이는 것이다.
셋째, 예전보다 소프트웨어 사업비 집행이 높아지긴 했으나 기한 내 소
진하기 쉽지 않아서 결국 하드웨어 사업비 집행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대
부분 사업의 경우 성과지표를 예산집행률로 설정하는데, 하드웨어 사업비
는 비교적 수월해 집행률이 높게 나오지만 소프트웨어 사업비는 인위적으
로 높이기가 쉽지 않아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온다.
넷째, 자부담이 없으므로 사업대상자의 책임성이 결여되고 자부담 유무
는 사업성과와 실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의 재원구조는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구성되고 자부담은 몇 가지 경
우(소득기반 부지 및 체험시설비 등)를 제외하고는 없다. 자부담이 없으므
로 사업대상자가 해당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성을 가지고 완
결하려는 의지가 결여될 수밖에 없다.
아. 사후관리 및 평가 단계: 모니터링 및 피드백

사업추진의 사후관리가 부족한데 그 요인으로는 첫째, 지자체 간 공모사
업 경쟁 구도 속에서 사업을 만들고 추진하는 반면, 관리는 소홀하다는 것
이다. 일부의 경우 시장·군수는 지자체 실적과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
해서 지자체 간 공모사업이 경쟁하는 구조이다. 농촌 고령화가 심각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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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서 농업인이든, 마을주민이든 계속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정형화된 사
업 틀에 갇혀버리게 된다. 사업이 성사되면 그 이후 행정의 인력과 여력이 부
족해서 관리감독은 소홀하게 된다.
둘째, 행정의 의지에 따라 모니터링 등 관리점검, 평가 환류 실행 정도에
차이가 발생한다. 지자체가 열정적으로 관심과 의지를 가질수록 담당자,
담당부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관리점검, 정책평가 등 환류를 실행, 사
업을 관리하는 반면, 지자체가 관심과 의지가 부족할수록 사업선정만 해놓
고 이후 제대로 모니터링, 관리점검, 정책평가 등 환류를 실행하지 않고 사
업을 관리하지 않는다.
셋째, 광역 및 기초 단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지원역할을 수행하는 융복합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
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민간 법인 설립이 필요한데 2015년부터 설립 중
인 시·군 지원센터와 모법인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논의 추진 중이다. 충남
중간지원조직협의회가 구성되어(2017. 7.) 사회적 경제, 자원봉사, 인생이
모작, 적정기술 등의 영역에서 정보 공유와 소통이 추진 중이다.
자. 사후관리 및 평가 단계: 협업체계

첫째, 형식상 민간 추진위원회는 운영되는 편이나 읍·면단위 행정 협업
체계는 미흡하다. 사업을 통해서 민·민, 관·관, 민·관 등 구성원에서 큰 차
이가 없다. 마을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구성인원은
같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읍·면사무소는 업무상 포함되나 실제 추진위원회
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어 협업체계 및 행정 밀착력은 미흡한 편이다.
둘째,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의 협업과 역할분담이 중요하다. 공모과정
을 거치면서 광역과 기초는 서로 협업하고 역할을 분담하면서 가급적 대규
모 국비 확보에 치중하게 된다.
셋째, 민·관 협치, 관·관 협치 시스템 강화 위한 협업체계는 양호한 편이
다. 민·관 협치, 관·관 협치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마을만들기 당
사자 조직화와 민간 법인 설립을 목표로 한다. 광역 행정의 민간 파트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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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마을만들기 당사자 협의회나 다양한 조직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최근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이 신설(2017. 12.)되
어 민·관 협치 기능을 좀 더 강화할 예정이다.

3. 지방농정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3.1. 국고보조사업 중심의 농정추진에 따른 지역 자율성 저하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촌분야 정책추진의 계량적 지표인 농정예산 구
조를 보면, 국고보조금 위주로 재정사업이 추진되는 비중이 높다. 자체사
업보다는 국고보조사업에 매칭되는 사업예산의 비중이 높고, 지방농정에서
는 예산확보에서도 국고보조금의 유무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 한다. 현실에서 농정에 대한 지자체장의 업적은 국고보조사업 유치 노
력이나 공모사업 선정 여부 등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국고보
조사업 중심의 농정’이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지역농정의 성과
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원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은 지역적 차별성보다는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집행되고 있어 지방농정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
다는 지적이 많다. 국고보조금사업의 높은 비중은 지방농정의 재정투입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반면에 지역적 차별성을 반영하지 못하
여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요인이 국고보조사업의 농정
성과를 떨어뜨리게 된다.
지방농정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고보조사업이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요인을 보면, 세부사업지침이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적
용하여 지역여건과 부적합한 것이 가장 큰 비중(39.1%)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사업조정에 대한 자율성 부족(31.9%),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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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역 특성반영이 미흡한 요인(%)
구분

농정사업 세부지침의 농정사업 간 예산규모
부적합성
지역 적합도 부족

보조사업 집행에서
엄격한 사업관리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 조정
자율성 부족

합계

도

31.1

33.3

4.4

31.1

100

시

37.2

9.3

18.6

34.9

100

군

48.0

18.0

4.0

30.0

100

전체

39.1

20.3

8.7

31.9

100

주: 지방농정담당자(138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예산규모(20.3%)를 지적하고 있다. 기초단체와 중앙
정부 간의 농정의 연계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의 경우에는 농정사업 간의
예산규모에서 부적합성(33.3%)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시
지역 농정담당자는 농정사업 세부지침의 부적합성(37.2%)을 가장 큰 비중
으로 지적하고 있다. 농업비중이 높은 군 지역 농정담당자는 농업사업 세
부지침의 부적합성(48.0%)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사업조정의 자율성 부족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농촌지역
일수록 지역적 차별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의 자율성 제약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지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지역 간 재정형평을 위한 이전재원으로 지자체
의 ‘재정자주도’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상당 비
율이 국고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방비로 소요되고 있어서 자체사업
이 축소되는 ‘재정운용의 경직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33 지방
비 부담을 초래하는 과도한 국고보조사업의 추진과 그 확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강마야·김찬규(2016)의 결론도 이와 비슷하다. 2014년 충남 농림
업·농산촌부문 예산을 분석해볼 때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등의 매칭 예산을 제외한 자체재원은 최소 3%에서 최대 10%에 불과하다
고 지적하고 있다.
33

농정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지방비를 부담해야 할 일반재원(지방세+지방교부세)
의 증가율이 국고보조사업 지방비부담의 증가율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지속적
으로 그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7: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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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국고보조사업이 특정 목적의 달성이나 관리 등의 이유로 관련
예산편성과 집행 등의 절차·지침의 설정에서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획일적
으로 규정하는 것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그로 인해 사업 신청 시, 각 지자
체의 실정이나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사업 운영 중에도 행
정과 현장 간 괴리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현지조사에 의하면
제주지역 감귤육성사업의 경우(과수생산유통사업) 고당도 생산지원을 확
대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렵다
는 지적이다. 대상자 선정의 부적합, 생산유통의 통합지원의 연계성 부족
등의 사례도 나타난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의 경우, 국가에서 일괄 지
정한 비료 재배정 시기와 특정 지역 주요 작물의 작기가 일치하지 않아 실
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최지선·국승용
2017). 선행연구에서도 보면, 농정사업의 시행지침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

고, 획일성이라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박준기 2011: 120).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농정담당
자들은 먼저 농정사업의 세부추진방법에서 포괄적 허용(46.3%)을 제시하
고 있다. 다음으로는 사업규모의 탄력적 운용(26.5%)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에 대해 도 농정담당자는 세부추진방법의 포괄적 허용을 47.6%로 가장 먼
저 지적하고 있다. 시 지역 농정담당자는 추진대상사업의 범위 확대가 필
요하는 지적도 높은 수준(27.3%)이다. 군 지역 농정담당자는 세부 추진방
법의 포괄적 허용을 보다 높게(48.0%) 지적하고 있다.
<표 4-9> 지역 특성반영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
구분

추진대상사업 범위
확대

세부 추진방법 포괄적
사업규모의 탄력적 적용 사업관리 기능의 축소
허용

합계

도

19.0

47.6

28.6

4.8

100

시

27.3

43.2

22.7

6.8

100

군

22.0

48.0

28.0

2.0

100

전체

22.8

46.3

26.5

4.4

100

주: 지방농정담당자(138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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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균특사업에 의한 포괄보조금방식으로
전환하였지만 시·군·구 자율의 포괄보조사업인 ‘일반농산어촌 사업’의 경
우, 목적과 달리 실제로는 일반 국고보조금 사업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
된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다. 충남사례에서도 제시하였듯이 국고보조사업이
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낮다. 선행연구에서도 광특
회계 포괄보조사업이 기대한 만큼 성과가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
다(박준기 2011).
농정분권을 더 강화하고, 농정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서도 세부사업지침에서 지역의 자율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개선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실정에
적합한 세부지침 반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정의 분권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정
예산의 지방이양도 필요하지만 세부 사업지침의 간소화, 지역의 자율적 선
택을 확대하는 포괄보조지원의 확대, 그리고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예산조정
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3.2. 국고보조사업의 세분화와 지방농정인력의 부족
지방농정에서 국고보조금 지원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건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소규모, 다수 사업으로 세분화되어 추진되는 것
이 농정성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부서별로
개별정책을 개발하여 지방에 위임하여 추진하고 있어서 지방은 너무 많은
정책사업을 집행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지역의 자체사업이
있는 경우에 유사한 정책사업이 새롭게 추진되면 중복하여 추진하게 된다.
그러면 지방농정에서는 정책취지와 추진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정추진을 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농정성과를 떨어뜨리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 수가 증가하면서 지역으로 내려갈
수록 지자체 농정인력 1인당 담당하여야 하는 사업 수가 증가함으로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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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지침의 이해도도 낮고, 사후관리를 잘 하지 못하게 된다. 유사한 사업이
농식품부사업과 농촌진흥청사업에서 중복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이러한
문제가 크다. 그 경우 도 본청의 농정사업과 도 농업기술원의 사업이 중복
되고 있다.
충남의 농정 사례(인력육성사업군)에서 보듯이 중앙단위에서 부서별로
개발된 정책사업이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중복사업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고보조사업과 도비 보조사업 이외에도 시·군 고유사업, 현안사업이 추가
되면서 중복현상은 더 심화된다. 특히 지역에서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에
의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면 갈등이 크게 발생한다. 자체사업 중 공약사업
에 대해서는 전담인력의 배치 등으로 정책성과 창출이 가능하지만 다른 농
정사업의 관리에는 소홀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초단체에서는 농정전담인력이 부족하고, 순환보직에 의해 기초
단체 수준에서는 농정추진의 전문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
정에 대한 전문성이 낮은 사람이 농정을 담당하면 농정사업에 대한 이해도
가 낮고, 농업·농촌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면 농정성과가 낮아지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농정업무분야는 공무원의 성과평가에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농정분야 장기근무를 기피하게 되고, 나아
가서는 소극적으로 농정을 추진하는 문제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도
단위에서는 농정담당자의 농정업무 지속성이 유지되지만 기초단체에서는
인력구성에서 한계가 있다. 본청의 농정업무과 농업기술센터 간의 연계성
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농정인력이 부족하고, 농정사무 추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사업의 과감한 통폐합을 추진하는 등의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의 농정인력 부족, 전문성 저하의 문제로
농정성과가 저하되는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정책
의 연속성을 제고하고 빈번하게 농정사업이 바뀌어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나아가 농정인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한 사업지침
의 개선, 지역의 자율적 선택 강화 등 농정추진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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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위축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지자체 자체사업이 위축되고 있
고, 자체사업도 경쟁력 제고 등 농정성과가 높은 사업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수 농업인이 원하는 소액분산사업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다. 지역에서는
농정 예산확보 면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유무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따라
서 자체사업이 축소되고, 자체사업은 국고사업에서 소외되는 곳에 지원되
는 보완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한정되고 있다. 충남의 인력육성지원사업
에서 정부의 신규청년영농인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이 지원되면서 기존의
자체사업은 그 이외의 소외계층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환된 사례가 이러
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 자체사업(고유사업)은 대체로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형평적 가치
에 치우친 사업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 박준기 외(2011)의 조사 결과에 따
르면 전액 시·군비로 시행하는 사업의 평균 예산은 1.6억 원에 불과했으며,
자체사업 중 15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역시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났다. 국가보다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고 차별화 요소를 살릴 수 있는
농정을 추진하기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오히려 형평성이 높은
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지역 고유사업의 추진과 성패에는 무엇보다
농정에 대한 지자체장의 의지와 철학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견을 제시
한다. 예를 들어 전남의 경우 직불금과 유사하게 운용하던 도 자체 사업을
‘농업 경쟁력 제고’를 지향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려다 실패한 사례가 있다.

농정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재원을 투입하
는데 집중하고 자체사업이 부족해지면 지역적 특성을 살린 정책결정에 소
홀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자체재원이 많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제주도 농업
은 밭작물 중심 농업구조인데 중앙정부 농정사업에는 논 농업중심의 정책
사업이 많아 중앙정부 정책에 한계가 있다. 제주도에는 감귤경관직불, 제
주돌담직불 등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이 필요한데 직불제 예산에는
논농업 직불금이 많아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제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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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의 추진은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지고, 이는 지자
체의 자체사업 위축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방농정담
당자에 대한 조사에서도 농정사업 추진에서 우선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사
업방식으로 지자체 자체자율사업이 가장 높은 62.9%를 차지하고 있다. 지
방분권이 추진되면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는 과도한 국고보조사업의 개발
은 최소화하여야 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협
력적 관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4. 지역단위 농정사업 조정기능 부족
지방의 관점에서 국고보조사업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적인 이점을 취할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면 지역에서 농정을 조정하는
역할은 줄어들게 된다. 또 현재의 농정추진체계에서는 도가 농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농정추진의
사업시행주체가 아니라 지역의 정책사업 수요신청과 지원에 대해 중앙과
기초단체 간의 단순히 중개연계기능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 농정
기능은 전문성이 있지만 사업조정기능이 미흡하다. 또 도 농정은 사업기능
이 없어 시·군 간 광역화된 농정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다
음 제5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국의 경우 농정을 광역화하여 추진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충남의 인력육성사업의 추진실태를 볼 때 도단위에서 종합적 조정기능을
해야 하나 이러한 기능이 부족하여 다양한 사업들이 중복적으로 추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행정사업과 농업기술보급사업에서 중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때 이를 조정하는 기능이 부족하다.
농정에서 분권화가 추진되면, 지방분권의 단위인 도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강화해야 한다. 지역 내 사업조정기능을 도가 담당할 수 있도록 기초단체
와 광역단체 간의 역할분담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재정이 확대되
면 지역의 고유사업 발굴과 자체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때 지역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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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기획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과제이다. 지역농업발전계획의 조정을 통하여
사업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도 농정의 지원기능을 보완하여야 한다. 일본의
지방농정국이 지방농정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3.5. 지역의 농정 거버넌스 미흡
지역주민의 선호를 반영하려는 주민자치제는 농정에서도 중요한 방향이
다. 농가가 지원대상의 객체로서만 존재하여서는 농가의 책임성이 약화되
기 때문에 정책주체로서 지역농업인의 자율적 참여가 필요하다. 지방농정
의 선택에서 지역농업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지방의회
가 담당하기도 하지만 이해관계에서 농업과 연계성이 낮은 문제가 있다.
현재 대표적으로 법적근거에 의한 지역농정 협의체는 ‘농정심의회’이다.
이 심의회의 기능은 국고보조사업의 신청과 예산 확보 및 배분 관련한 심
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의 정책이 지역 내 다
른 농정 이슈, 나아가 지역 전반의 상황과 연관되어 검토되기보다는 주로
국비 확보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농
정 거버넌스가 구축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거버넌스 체계가 형식적으로 완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운용의 내실은
별개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지역 농업인의 실질적인 자조조직이 부족
한 상황에서 지역 농정거버넌스에서 민간의 의견을 한데 모으고 그렇게 모
인 의견을 민-관이 검토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방농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
시되고 있는 것이 농업회의소 도입이다. 이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정지원을 할 수 없어 역할이 매우 취약하
다. 농업회의소 설립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도 법률적 조직이 아니어서
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없는 실태이다. 즉, 법률과 조례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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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농정에 대한 실행주체, 조직에서의 적합성이 부족한 문제도 있다.
자치단체에서는 농업정책과 농촌지역정책의 영역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이
를 담당하는 농정조직 간의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장의 교체시
기에 농정의 지속과 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지역의 농정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지방농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대표적인 방안으로 농업인 및 관련 단체의 협의체인 농업회의소 역할을 강
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회의소 등의 거버넌스에 대한 법적 근
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역단위에서 합리적인 의
사결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개별 요구보다는 농업인의 합의에 의한 사업
이 추진될 수 있는 협의체의 도입이 필요하다. 농업회의소에 대한 법적 근
거를 가지고 지자체 지원에 의한 내부 농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필
요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를 통하여 농정에서 농업인의 참여예산제 등을 확대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3.6.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미흡
농정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농업부문의 개별 국고보조사업
의 사업추진에 대해 세부지침의 개선을 제시하고, 정책집행 시 지역여건과
특성에 적합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농정사업이 너무 매뉴
얼화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지역 여건에 부
적합한 사례가 발생하여도 이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
어 친환경농산물생산지원에서 농협출하농가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나 농
협이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에 애로가 있다
고 한다. 지자체에 대상자 선정권을 부여하다가도 지침변경을 통해 회수하
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로 부적합한 세부지침을 개선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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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농정사업의 세부지침 개정 등
에 대해 지방농정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농정사업의 신청과정에서 일몰사업에 대응하여 신규사업을 개발하여 제
시하여도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농정사업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단위에서 신규사업
을 개발할 수 있지만 신규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폐기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만큼 지역에서 필요한 신규사업의
개발추진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 지방정부의
농정참여방안으로 정기적으로 실질적 협의를 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농업기본법에 제도적으로 권한과 역할
을 가지는 시·도 행정과 농식품부 농정담당자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방분권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비 부담을 포
함할 경우 지방의 동의를 구하는 지방비부담 심의회 도입 등으로 쉽게 지
방비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 방안도 있다.

3.7. 지자체 이외 시행주체의 사업 경합발생
지역단위의 농정사업 추진에서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이외에도 농어촌공
사, 농식품유통공사(aT), 농정원 등 다른 주체들이 담당하는 국고보조사업
이 많다. 앞서 농정사업의 분류에서 보듯이 농어촌공사와 유통공사가 담당
하는 사업이 예산규모로 24%에 이른다. 지자체 농정과의 연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들 중에 지방과 연계되어 추진하거나 지자체가 협력하거나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업이 많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양도 고려할 수
있다. 과거 농지규모화사업의 경우 농어촌공사가 담당하고 있지만 지역 내
협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효과가 낮아진다. 지역 내 합의를 도출하기 어
렵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농정조직이
담당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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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외국의 농정추진체계를 살펴본다. 대
상국가는 EU34,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으로 국가별 사례를 검토하고 시
사점을 도출하였다.35

1. 분권화 관점에서 본 EU의 농정추진체계와 공동농업정책

1.1. EU의 주요기구와 정책 결정과정
통상 EU의 주요 정책은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사회(The
Council of European Union),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지역위원회
(Committee of the Regions) 등의 협의와 자문, 의결을 거쳐 마련된다. 역

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가 다양한 만큼 정책의 제안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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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경우 국가 간의 공동체로 하나의 국가는 아니다. 그러나 ‘공동농업정책’이 후
술할 여러 유럽 국가들의 농정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음은 물론, 그러한 공동농업정
책의 기획-집행-환류 체계에 내재한 분권화 원리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하기에 본
장에서 함께 다룬다.
이 장은 이 연구를 위한 농정분권에 대한 전문가포럼을 운영하면서 그 때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보완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포럼에서 발표되었던 자료
는 이 연구의 자료집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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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기까지 정례적·비정례적인 협의와 설득 과정이 다수 존재하며, EU
는 설령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준수하여 회원국 정부 간
합의를 이뤄내는 일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집행위원회’는 EU 전체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조직으로 EU의 정책 이행,

예산의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담당한다.
대부분의 EU 신규법안이 집행위원회에 의해 입안되는데, 지역이나 국가
차원을 넘어 EU 전체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안에 한하여
공동행동을 제안하는 것이 원칙36이다.
‘이사회(EU 각료이사회)’는 EU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집행위원회와

달리 각 회원국이 자국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결정 조직의
성격을 띤다. 분야별로 구분되는 복수의 이사회가 존재하며, ‘농업 및 수산’
분야도 그중 하나다. 각 회원국의 장관급 대표들로 구성되어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규범과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사안에 따라 유럽의회와
공동결정(Co-decision), 협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친다. 또한 이사회에 상정될
안건을 준비하고 각 회원국의 견해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핵심 보조기관
으로 상주대표회의(Comite des Represantants Permanents: COREPER)를 두고
있는데, 농업 분야만은 이와 별도로 ‘농업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Agriculture: SCA)’가 있어 이사회를 보조한다.
‘유럽의회’는 1979년 이래 각 회원국의 시민이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다. ‘공동결정’에 따른 법안이나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
하는 등 입법권을 갖고 있다.
‘지역위원회’는 회원국의 연방 주, 시 등 지역 대표들이 EU의 정책 결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4년에 설립되었으며, 각 급
지자체를 대표하는 350명 내외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EU 입법의 70% 정
도가 지역 차원에서 이행되므로 집행위원회와 이사회에 대한 지역위원회의
자문 기능이 점점 중시되고 있다(외교부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2016).

36

‘리스본 조약’ 제5조 3항에서 이러한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을 천
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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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리스본 조약에 의해 각 회원국 의회가 집행위원회의 입법안에 대
하여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게 된 것도 EU 정책 결정과정의 분권화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집행위원회의 입법안이 이사회와 유럽의
회, 회원국 의회에 동시에 제출되면, 어느 회원국 의회든 그 입법안이 ‘보
충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될 시 8주 이내에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37.
이처럼 EU의 정책결정과정에는 다양한 조직과 기구가 관여한다. 여기에
는 집행위원회나 유럽의회처럼 EU 전반적인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이 있는가 하면, 이사회나 지역위원회처럼 각 국가와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도 있다. 이사회 및 유럽의회에 의하여 최대 세 차례의 독회
를 거친 후 법안이 채택되는 체계다.

1.2. EU 공동농업정책의 결정과정
상술한 정책 결정과정은 EU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도 다르지 않다. 최초 EU 집행위원회가 정책을 제안하면, 농업·수산

이사회와 유럽의회, 지역위원회 등의 검토 및 ‘공동결정’을 통해 확정되는
순서를 따른다. EU 집행위원회는 농업 및 농촌 개발총국을 중심으로 농촌
개발위원회, 직불금 위원회, 농산물 품질정책 위원회 등 다양한 내부 위원
회의 논의를 종합하고, 농민단체, 민간대화그룹(Civil dialogue group), 일반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농업정책의 초안을 제시한다. 분권화 관점
에서 특히 눈여겨볼 사실 하나는, 현재의 EU 공동농업정책(2014∼2020)이
역사상 처음으로 농업·수산이사회와 유럽의회가 함께 공동결정 권한을 행
사함으로써 탄생했다는 점이다. 그전까지는 이사회 단독으로 정책이 결정

37

나아가 만일 전체 회원국 의회의 1/3이 반대하면 그 법안은 재고되어야 하며, 과반
수 이상이 반대한다면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공동결정 시 이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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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나, 리스본 조약에 의해 ‘공동결정’을 요하는 정책분야에 ‘농업’도
포함되면서 유럽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된 현실이다.

1.3. EU 공동농업정책(2014∼2020) 주요내용 및 집행구조
EU 공동농업정책(2014-2020)의 총예산은 4,083억 유로로 EU 전체 예산

의 37.8%에 달한다. 크게 직불제 중심의 제1지주(Pillar 1) 정책과 농촌개
발 중심의 제2지주((Pillar 2) 정책으로 구분되며, 제1지주 예산이 3,127억
유로로 공동농업정책 총예산의 76.6%를 차지하고 나머지 956억 유로가 제
2지주 정책 예산으로 배정된다.

직불제 정책은 ‘기본직불금’으로 직불금의 70%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특
정 조건의 준수 및 부합 여부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체계다. 이른바 ‘대
응준수의무(Cross compliance)’를 이행하는 모든 농가에게 기본직불금이
지급38되며, 나머지 30%의 직불금은 ‘녹색화(Greening)’ 활동 의무를 전제
로 지급된다. 나아가 기본직불금을 기준으로 하여, 젊은 농가나 자연 제약
이 있는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한 직불금, 특정 농산물의 생산
과 연계된 직불금 등이 일정 한도와 ‘회원국 간 직불금 형평성(external
convergency)’, ‘회원국 내 직불금 형평성(internal convergency)’ 등에 대한

공동농업정책의 방침 내에서 회원국 재량으로 추가 지급될 수 있다.
제2지주의 농촌개발정책은 직불제보다 세부내용의 제약이 덜 하다. 즉,
EU 공동의 목표에 부합되기만 하면 각 회원국이 자국의 실정에 맞게 세부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집행할 수 있다. 공동농업정책은 지식전파, 활력과
경쟁력 증진, 식품공급망 조직 촉진, 생태계 보전, 저탄소 및 기후변화 대
응, 농촌지역 경제개발, 빈곤감소 및 사회통합 등 비교적 거시적인 지향을
제2지주 관련 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안병일 2014), 각 회원국이

38

물론 ‘대응준수의무’가 수반되지 않는‘ 소농 직불금’이 총직불금 예산의 10% 내에
서 지급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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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지역별)로 농촌개발프로그램을 작성하여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면
심사 및 승인을 거쳐 국가별(지역별) 농촌개발프로그램이 작동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농촌개발정책은 EU의 공동농업정책 예산에 더하여 회원국 예
산도 매칭되어 조성·집행된다는 점에서 제1지주 정책과 큰 차이가 있다.
공동농업정책 관련 지출의 대부분을 회원국들이 집행하므로 보조금의
관리와 점검 책임 역시 일차적으로는 회원국들에게 있다. 그러나 회원국이
수립한 제도와 절차가 적절한지, 회원국이 제시한 회계 관련 정보가 정확
한지, 비용 지출이 공동농업정책의 규칙과 규제를 준수하면서 이뤄지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EU 집행위원회에게 있다.

2. 프랑스의 농정추진체계

2.1. 프랑스의 지방분권과 행정체계
가. 지방분권의 법적 근거와 주요 내용

프랑스 지방분권의 가장 중요한 법적 기반은 헌법에 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2003년 개정된 프랑스 ｢헌법｣ 제1조가 ‘프랑스는 지방분권으로 이
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프랑스는 단방제 국가임에도
상원과 하원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중 321명의 상원의원이 ｢헌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지방의원들에 의하여 선출됨으로써 지방의 입장이 어
느 정도는 중앙의 입법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안영훈 외 2013). 그 외
에도 보충성의 원칙, 총체적 권한이양, 재정분권, 자치입법 등의 주요 원칙
이 ｢헌법｣ 72조를 중심으로 담겨 있다. 일례로 재정분권의 경우 헌법에 의
거하여 수직적·수평적 재정조정제도가 존재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직접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함은 물론, 자
율적으로 임시세를 신설하고 폐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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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방분권사에 일대 전환의 계기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는 ｢지방
자치단체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법｣도 중요하다(윤상용 외 2011). 이 법에
의하여 기존 국가 임명 관선단체장의 역할을 직선제 지방의원과 간선제 지
방의회의 장이 대신하게 되었다.39
정부 간 사무와 권한과 재원의 배분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
자치단체 간 권한배분법｣에서 상세히 다뤄진다. 제1조에서 코뮌, 데파르트
망, 레지옹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며, 제2
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동등 원칙을 천명한다. 사무배분의 기본
원칙으로는 각 정부의 행정기능을 구별한 후 ‘담당 분야와 그에 상응하는
자원들이 총체적으로 국가, 코뮌, 데파르트망, 레지옹 등에 배분될 수 있도
록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코뮌-데파르트망-레지옹의 3층제로 구성되어 있다. 코뮌
과 데파르트망은 18세기 프랑스 혁명기부터 국가의 행정단위로 기능하다
19세기말부터 준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갖추었고, 레지옹은 1982년의 ‘지

방자치단체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법’에 따라 3~5개 데파르트망을 포함하
는 광역 단위 지자체로 탄생했다.
주의할 점은 코뮌과 데파르트망이 원래 국가의 행정단위였고 레지옹이
복수 데파르트망의 집합체라 하여 이들 지방정부가 단순히 지리적 구획이
나 중앙정부의 행정 효율성 등만 고려하여 탄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사
실이다. 코뮌은 중세의 교구와 자유도시까지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는 긴
역사를 지녔으며, 레지옹도 아키텐, 노르망디, 부르고뉴 등 여러 군주들의
공국이 진화한 양상을 보여 분권친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특히 코뮌은
매우 독특한 자치 공동체로, 2018년 현재 프랑스에는 3만 5,000개 이상의

39

프랑스는 지방의회에서 선출된 의장이 지자체장을 겸직함으로써 집행기관이 의회에
소속되는 ‘기관통합형 지방자치제’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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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뮌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4,000여 개의 읍·면·동보다 훨씬
많다. 그럼에도 100명 미만 규모 코뮌이 전체의 9.5%인가 하면, 1만 명 이
상의 코뮌이 760여 개에 이르고 파리 코뮌의 경우에는 220만 명도 넘을 만
큼 인구의 편차가 크고 다양하여 코뮌의 규모나 존재 양상을 단일한 관점
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 국가사무의 위임·이
양도 데파르트망과 레지옹이 대상일 뿐으로 그만큼 코뮌의 자치적 성격은
강하다. 코뮌의 이러한 특성(역사적 연원, 주민들의 소속감과 애착심, 지방
권력의 토대 등) 탓에 중앙정부가 코뮌 간 통폐합을 추진하여도 별다른 성
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코뮌 간, 혹은
지자체와 국가 간 협력·협약제도가 프랑스에서는 발전해온 것(정옥주
2004)으로 파악된다.
다. 국가직속통합형 지방행정조직 체계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프랑스의 지역 행정서비스는 이원 구조 하에서 이
뤄진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지자체 의회와 지자체장(의회의 장)이 관할하는
집행부에 의해 자치사무 및 국가위임·이양사무가 집행된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국가직속통합형 지방행정조직’에 의하여 지역에서 펼쳐지는 국가
사무가 있다. 이는 국가가 임명하는 도지사(지방장관)인 ‘프레페(Prefet)'가
통합형 지방일반행정기관인 ‘프레펙튀르(Prefecture, 도청, 광역도청)’ 및
각 부처 지역 파견기관의 대표로서 국가사무를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동
시에 지자체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감독권을 행사하는 체계를 가리킨다.
이러한 프레펙튀르는 데파르트망과 레지옹에 설치되어 각 지역단위에서
국가사무를 직접 수행하며, 레지옹의 수도가 소재한 데파르트망의 프레페
가 레지옹의 프레페도 역임하는 구조다. 레지옹과 데파르트망에 분산된 국
가행정업무의 지휘, EU의 지역개발 프로그램과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정책
파트너 역할 수행, 지자체(의회)의 행정조치에 대한 예산규정 준수 여부 감
독 등이 프레페의 역할이다(오현석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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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프랑스 농정의 추진체계
가. EU 공동농업정책과 프랑스 농정의 연계

프랑스는 자국의 농업정책을 공동농업정책(이하 CAP)와의 긴밀한 연계 속
에서 추진해왔으며, 특히 CAP의 개혁이 이뤄질 때마다 한발 앞서 ｢농업기본
법｣을 개정함으로써 국내농정을 정비하고 CAP에 대비해왔다(오현석 2018).
2014년 기준 프랑스 농정예산40 149억 유로의 61.3%인 91.4억 유로가
EU CAP 예산으로 충당된다. 통상 프랑스가 부담하는 EU 재정분담금의

절반이 조금 못되는 예산이 CAP를 통해 프랑스의 농정 부문에 투입되는
데41, CAP 제1지주 정책의 EU 재정의존도는 89.8%(약 88.3억 유로 중
79.3억 유로)에 달하며, 제2지주 정책의 EU 재정의존도는 매칭 예산이 소

요됨에 따라 이보다는 낮은 64.9%(약 17.4억 유로 중 11.3억 유로)로 나타
난다. CAP와 별개로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생산위험관
리’, ‘영농은퇴지원’, ‘마필산업’, ‘연구·교육’ 분야 등에 걸쳐 있다. 특히 연
구·교육 분야는 과학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부처가 아닌 농림부 연구교육국
의 관할 하에 농림부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EU CAP 예산은 프랑스 지불청(Agence de service et de paiement: ASP)

을 통해 지원된다. ASP는 농림부뿐 아니라 산업 및 고용부, 재무부 등의
공동 산하 기관으로, 공공 지원예산을 총괄한다. 농업부문에서는 지역사무
소 관리, 농가점검 관리, 직불금 지급 및 정산 등을 담당하며, 따라서 농림
부, 환경부, 국토개발부 등의 중앙부처는 물론 레지옹, 데파르트망, 코뮌연
합체 등 지방정부들과도 업무가 연계되어 있다.
물론 이처럼 프랑스 국내 농정이 CAP에 연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산운
40

41

여기서 프랑스 농정예산은 농림부 예산뿐 아니라, 프랑스 정부, EU, 지방정부와 기
타 공공기관 등이 농업부문에 지원하는 총 기여액을 뜻한다. 프랑스는 매년 ‘농업
부문에 대한 공공기여’라는 명칭으로 이를 발표하고 있다.
2017년을 예로 들면, 프랑스의 EU 재정분담금은 약 190억 유로였으며, 프랑스의
농업․농촌 분야에 투입된 EU CAP 예산은 약 91억 유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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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주어진다. 제2지주 정책에서의 자율성은 물론이
고, 제1지주 정책과 관련해서도 허용 범위 내에서 프랑스 농업의 특수성에
맞는 예산이 책정된다. 가령 프랑스의 CAP(2014∼2020) 추진내용을 보면
조건불리지역 농업의 활성화, 친환경농업 이행의 촉진, 축산사료 자급을
위한 생산연계지불 확대 등의 정책을 위해 EU CAP가 정한 범위 내에서
비율이나 금액 등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5-1> EU 공동농업정책과 프랑스 농정의 연계도

자료: Bernard Bachelier(2010); 오현석(201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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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랑스의 지방분권화 과정과 농정
1982년 이래 프랑스 지방분권화 과정에서 농정 분야는 레지옹에 농업기

술교육과 직업교육, 현장훈련 등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것 이외의 큰 변화
가 없다. CAP 제2지주 정책과 관련해서도 자치체로서 레지옹의 역할은 거
의 없으며, 레지옹에 소재한 농림부 사무국(DRAAF)이나 농업직능조직이
농정 파트너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농촌관광’ 분야만큼은 전통적으로
국가 관여 없이 지자체(의회) 소관으로 관련 정책이 펼쳐진다.
다만 최근 들어 청년영농정착, 농업경영의 현대화,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부문에서 레지옹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프랑스 레지옹협회 차
원에서 CAP 제2지주의 농촌개발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다방면의 역할 강화
를 모색하고 있는 동향도 포착된다.42
다. 국가직속통합형 지방행정 구조 하에서의 지방농정 수행 체계

프랑스 지방농정 체계는 국가 직속 통합형 지방행정체계의 틀 속에서
EU CAP프랑스 중앙정부레지옹의 농림부 지방사무국(DRAAF)-데파르트

망의 부처 공동 지방사무국(DDTM)43으로 구성되며, 데파르트망 단위에서
수립하는 ‘농업발전계획(plan de développement agricole: PDA)’에 기반하
여 EU와 프랑스의 농정 예산이 배분된다.
특히 데파르트망에서 다수의 관내 농업 관련 기관과 직능조직 등이 참여
하는 ‘농업지도위원회(Commission Départementale d’Orientation Agricole:
CDOA)’의 역할이 눈에 띈다. 농업지도위원회는 지역의 ‘농업발전계획’을

심의·수립하고 정책자금 분배를 위한 심의를 행한다. 여기서 수립한 농업

42

43

오현석. 2018. “프랑스의 지방분권과 지방농정추진체계.” 세계농업 6월호.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데파르트망의 경우 레지옹과 달리 농림부 단독 사무국은 없고, 부처 공동 사무국
내 농업 담당 과(Service)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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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계획을 토대로 DDTM이 농정 실천에 필요한 예산 문제 등을 중앙정
부와 협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농업지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농
업기본법｣에 근거하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데파르트망 의회의 조례를
따르는데, 위원장은 프레페가 맡되 지역 내 농업·농촌 관련 단체, 소비자단
체, 농식품 가공업체, 관련 정부기관(금융, 행정, 환경 등) 등 범농업계를
망라해 구성된다.
라. 농촌성 협정의 체결 및 이행 체계
2014년에 출범한 중앙정부의 범부처 지역발전 정책기구인 ‘농촌성 위원

회(CIR)’에 의해, 데파르트망과 코뮌이 위원회에서 제시한 104개 정책과제
를 추진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농촌성 협정(contrats de ruralite)’이 도
입되었다. 이 협정(계약)의 주체는 대개 인터코뮌, 즉 코뮌의 연합체(EPCI)
다. 국가가 제시하는 6대 어젠다(서비스 접근성 제고, 중심지 활성화, 지역
매력도 제고, 이동성 보장, 사회적 통합, 생태적 보전)에 부합하는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국토부와 성과협약을 맺어44 추진한다.

2.3. 소결
1980년대 초반 이후 지속된 지방분권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농정

분야는 예산과 제도 측면에서 EU와 중앙정부의 역할이 크다. EU CAP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60% 이상이며, 이와 관련된 정책도 주로 국가 통합형
지방행정조직이 관할한다. 또한 교육과 훈련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방분권
화 과정에서 특별히 농정 사무 및 권한의 이양이 이뤄진 적도 없는데, 이
는 분권화 가치만으로는 농업의 공공성과 특수성에 대한 국가적 이해를 다
담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4

인터코뮌이 속한 데파르트망의 프레페가 국가를 대표해 인터코뮌과 계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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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위의 자치단위일수록 어젠다와 방향, 범위 등을 제시하고, 하위
의 자치단위일수록 그에 부합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재량껏 실
행하는 중층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갖고 있다. 즉 프랑스에서 집행되는 EU
CAP의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프랑스 농정의 특성이 반영되고 있으며,

레지옹이나 데파르트망 같은 지자체의 농정 역시 지역의 ‘농업발전계획’에
근거하여 EU 및 국가 농정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또
한 전통적으로 지자체 소관이었던 ‘농촌관광’ 분야에 더하여 농업인력 양
성과 교육, 농지관리, 농산품 판매 촉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 권한과
역할의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농
촌성 협정’은 코뮌 연합체와 국가가 성과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다는 점에서 농정 수행단위로서의 지자체 규모,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농정 영역, 국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의 내용 및 방식 등과
관련해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3. 독일의 농정추진체계

3.1. 독일의 지방분권과 행정체계
가. 지방분권의 법적 근거와 주요 내용

독일에서는 연방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에 의하여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권한 및 사무가 규율된다. 기본법상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국가사무
의 집행과 국가권한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주가 담당45한다(제30조). 이는
연방정부가 연방헌법에 명시된 권한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제83

45

물론 연방정부가 외교, 연방조세행정, 국방, 항공 등 특정 분야에 한하여 자체 하부
조직을 설립할 수도 있지만(제86조), 농림수산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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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주는 ｢기본법｣이 달리 정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연방법률을 자신의
사무로 집행한다.’와 맥락을 같이 하여 연방이 제정한 법률의 집행이 주의
고유사무가 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제31조에 의하여 ｢연방법｣은 ｢주법｣에 우선한다. 나아가 연방정부
는 주가 집행하는 사무의 적법성을 감독하며(제84조), 주에 위임한 행정의
게마인데(Gemeinde)로의 재위임을 금지한다(제85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독일의 지방정부는 기본적으로 주와 주 아래의 자치단체로 구성되며, 이
를 다시 게마인데(Gemeinde)-크라이스(Kreis, 군)-주정부의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게마인데는 각 주정부를 구성하는 기초자치단체며, 특히 전통적·
실질적 자치행정 단위로 독일 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크라이
스는 주의 하위 행정기관인 동시에 ‘기초자치단체연합’ 성격의 지방자치단
체이다. 주로 게마인데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 정부 간 재정관계

주와 연방, 주 사이의 세원배분 및 재정조정에 관한 규칙도 기본법에서
규정된다. 구체적으로 ｢기본법｣ 104a조, 104b조, 106조, 107조 등에서 국
세와 지방세를 나누고 지방재정조정의 원칙과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연방과 주정부의 ‘공동세’46로
채택했는데, 이는 총조세수입의 70%에 이르는 규모다. 기타 다양한 재정
조정제도와 위임사무 및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한 연방의 재정지원 사항까
지 ｢기본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처럼 지자체의 재정적 기초
가 명확히 보장되는 것이 독일지방분권의 중요한 특징이다(최봉석 2016).

4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자체 간에 특정 세목을 지정해 공동으로 걷은 뒤
일정 비율로 나눠 쓰는 제도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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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독일 농정의 추진체계
가. 연방과 주의 농정 영역

대체로 연방정부는 EU정책과 관련하여 국가 수준의 이익 대변 및 이행
계획 수립, EU와 주정부 간의 매개 역할 등을 담당하며, 그 외에도 농민에
대한 사회보장, 국가 차원의 농업 R&D 등을 주요 정책영역으로 삼는다(이
명헌, 2018). 특히 농정 관련 입법권한이 주로 연방정부에 있다. 다만 ｢기
본법｣에 별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 정부의 배타적 입법권에 속하며,
이에 따라 주 정부는 농업교육 및 상담 분야, 주정부의 농업통계, 주정부의
농업연구 및 조사, 주정부의 농업 관련 행정조직, 내수면어업 등의 분야에
서 입법권한을 가진다(김수석 2018).
주지하다시피 ｢기본법｣은 대부분의 국가사무를 주가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EU 정책도 주로 주에서 구체화하고 집행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역경제구조의 개선’과 ‘농업구조 및 연안보호의 개선(GAK)47’ 분야만큼

은 ｢기본법｣ 제91조a에 의해 연방과 주의 공동임무48로 규정된다. 재정적
으로도 ‘지역경제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소요예산의 절반을, 그리고
GAK를 위해선 절반 이상을 연방이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공동임무의 개

별 사항은 연방법률로 상세히 규정하되 주별 지역대표로 이뤄진 연방상원
의 동의를 요한다.
그 밖에 주 차원 농업 R&D 및 교육훈련 정책을 주 정부가 담당하며49,
농업환경이나 투자 등의 정책에 자체예산을 투입하기도 한다.

47

48

49

농업 생산 및 노동조건 개선, 경지 정리 및 농촌공간 형성, 수자원 및 시설 관리,
농림수산 시장구조 개선, 사전계획 수립 등의 정책영역을 포괄한다.
참고로 공동임무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이명헌 2018): 전체를 위해서 의미가 있다,
매우 많은 비용이 초래된다, 연방과 주의 장기적인 공동계획이 필요하다.
독일에서 학문, 교육, 직업훈련 등의 분야는 농정뿐 아니라 전체 정책영역에서 주
정부의 가장 중요한 담당영역으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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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업 재정현황
2017년 기준, 독일 농정에 투여되는 EU 예산은 약 63억 유로며, 연방정

부의 농정예산은 이에 조금 못 미치는 59억 유로다. EU 예산의 경우, 제1
지주 정책으로 약 51억 유로가, 제2지주 정책으로 약 12억 유로가 투입되
고 있다. 연방정부 예산의 경우, 농민에 대한 사회보장(연금 등) 예산이
66%(39억 유로)로 가장 많고, GAK에 대한 연방기여분이 13%(7.7억 유로)

로 뒤를 잇는다.
주 정부의 총예산규모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바이에른 주50의 사
례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주 자체 농정예산은 약 10.9억 유로로 추정되며
이는 바이에른 주 경영체에 지불되는 EU 제1지주 정책 예산(약 11억 유로)
과 비슷한 규모다. 바이에른 주 정부의 총 농정예산은 주 자체 예산에 EU(제
2지주 정책) 예산 2억 유로와 GAK 연방기여분 1.1억 유로를 더한 14억 유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서 EU의 제2지주 정책과 관련된 예산은 약 5.5
억 유로로 바이에른 주로 총농정예산의 39% 정도이다. 이 예산은 EU(2억 유
로), 연방정부(1.1억 유로)51, 주 정부(2.4억 유로)에 의해 충당된다.
다. 독일의 농정 집행체계

독일 주 정부의 농정은 최상부에 주무부처(주 농무성)52를 두고, 이하 크
라이스 단위의 행정기관인 농업청(Landwirtschaftsamt)을 통해 직접 수행하

50

51

52

바이에른 주는 독일 전체 농지(1,669만 ha)의 19%, 농업경영체(27만)의 33%를 점하
고 있다.
여기서 주 정부 차원에서 집행되는 EU 제2지주 정책의 연방정부 부담액은 GAK에
따른 연방정부 기여분 60%를 가리킨다. GAK는 EU의 농촌발전정책이 본격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였음은 물론, 이처럼 현재 독일의 각 주 안에서 EU 제2지주
정책 대부분이 연동되는 정책적 프레임도 되고 있다.
주 농무성의 장관은 재직 중 성과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연방농림부의 장관이
되는 경우가 많아 연방-주 간 고위급에서의 인력 순환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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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과 농업회의소(Landwirtschaftskammer)와 같은 민간조직에 업무를
이관하여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별된다(김수석 2018). 각 주 정
부는 이러한 두 가지 집행체계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다.
농업청은 주 정부의 하부기관으로, 직불사업 등 개별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농축산물 생산 기술·경영적 지원, 친환경농업 육성, 안전한 농식품 관리 등
을 주 업무로 한다. 주 농무성과 크라이스 단위 농업청 사이에 광역단위
농정조직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역할이 업무 매개에 국한되고, 지방농정추
진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크라이스 차원의 농업청53에 있다.(김수석 2018)
반면 농업회의소 유형의 농정 집행체계에서는 시스템의 중심이 주 차원
의 농업회의소 본부에 있다. 즉 사업의 기획과 의사결정이 농업회의소 본
부 중심으로 이뤄지고, 크라이스 단위의 지소는 이를 집행하는 역할만 수
행한다54. 농업회의소의 업무는 직업교육과 농업인 컨설팅 등 대농민 서비
스 업무와 주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농정사무로 구성되는데, 이는 농산물 수
익성 제고 및 환경친화적 개선, 직업교육, 농업경영이나 생산, 유통 관련
상담·지도, 시장정보 제공, 농촌공간 정비, 농업 관련 행정기관 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포괄한다.(김수석 2018)
직불금의 신청-집행-사후관리 역시 이처럼 농업청이나 농업회의소 크라
이스 지소를 통해 이뤄져 EU 타 국가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연방과 주의 공동임무인 농업구조 개선 분야는 ｢공동임무 농업구조 및
해안보호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행체계가 연동된다. 우선 EU의 기본
원칙하에 연방농림부 장관과 연방재무부 장관, 그리고 주별 각 1명의 장관
으로 구성된 ‘계획위원회(PLANAK)’가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한다55.

53

54

55

다만 농촌개발업무는 농업청과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된다. 바이에른 주를 예로 들
면, 2018년 현재 농업청은 ‘식품농림청’이란 명칭으로 총 47개가 있으나, 농촌개발
청은 7개 광역지역 단위별로 각 1개씩 설치되어 있다.
농업회의소가 민간조직이기는 하나 재정적으로 자체 수입에 더하여 주정부의 지원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농업회의소의 예산 집행에는 주 정부의 감사와 통제가 따른다.
계획위원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연방 두 장관의 찬성과 16개 주 중 과반 찬성이 동
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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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독일 주 정부의 농정 집행체계

자료: 김수석 외(2010).

이를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 통지하면 각 정부는 차년도 기본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각자의 구체적 실행계획과 예산안에 반영한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협의하여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틀 내에서 주 정부가 구
체적 계획을 수립·집행한다. 이후 계획집행은 주의 임무이되, 예산 면에서
는 EU 예산과 GAK를 통한 연방/주의 공동부담, 그리고 주 자체 부담의
세 가지 재원이 소요된다.

3.3. 소결
독일은 연방정부가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주정부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업무 영역이 분담되어 있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이러한 임무
분담은 일견 우리나라와 비슷한 체계처럼도 보이나, 자세히 검토해보면 지
방재정의 건전성, 정책 입안 시의 논의 구조, 규율의 구체성과 권한 배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주 정부의 농정은 ‘공동세’ 등 독일 특유의 재정 제도
에 기반을 둔 탄탄한 지방재정의 토대 위에서 수행되며, 나아가 GAK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연방정부의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연방상
원을 통해 연방 내, 혹은 주 사이에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책에 대한 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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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으며,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수립 시
에도 계획위원회를 통해 각 주의 이해관계를 논의하고 조율하고 있다. 요
컨대 EU와 연방의 농정방침 및 방향성의 틀 내에서 주별로 여건에 맞는
세부사업의 마련 및 집행 권한을 가진 체계인 것이다.
그럼에도 주 정부의 농정이 다른 일반적인 행정사무처럼 게마인데에 위
임되지 않고 직속 하부기관인 농업청이나 농업회의소를 통해 실시되는 점
이나, ｢연방기본법｣에서 ‘농업구조개선’ 영역만큼은 예외적으로 연방과 주
의 공동임무로 정하고 있는 사실 등은 연방제 분권국가에서도 농업정책이
제도적·행정적으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할 만큼 특수성을 지님을 방증한다.

4. 영국의 농정추진체계

4.1. 영국의 지방분권과 행정체계56
가. 지방분권의 법적 근거와 주요 내용

영국은 명문화된 헌법이 없기에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가 의회에서 제정
하는 법률로 규정되고, 그러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각 정부는 권한을 행
사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의 조례와 같은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중앙정부의 제약에 의해 상당히 제약받고
있는 구조이다. 같은 맥락에서 의회의 법률 제·개정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간
56

영국은 그레이트 브리튼 섬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및 아일랜드 섬 북부
의 북아일랜드로 구성된 연합국으로, 여기서 스코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는
거의 국가에 가까운 지역정부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영국의 지방분권이나 행정
체계 양상은 꽤 복잡하고 일률적인 서술이 불가하다. 게다가 ‘주민자치’와 ‘불문법’
적 전통까지 고려할 때 영국의 지방분권은 매우 독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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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나 지방정부의 기능 등에 변화가 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2010년 보수당 집권으로 지방분권의 방향이 변하기도 하였다. 일례로 노동당

정권 하 지역분권의 상징적인 조직이었던 중앙정부 지역사무소(Government
Office for Regions: GOR)와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RDA)을 이 때 폐쇄하고, 지역기업파트너십(Local Enterprise Partnership: LEP)

을 설치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잉글랜드 기준, 기본적으로 상위 자치단체인 카운티 카
운슬(County Council)과 하위 자치단체인 디스트릭트 카운슬(District Council)
의 2층 구조로 구성된다.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주체들은 지역주민의
선거로 구성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등에 의해 지방세 징수 권한을 가진다(김의섭 2013). 영국에서 대다

수의 공공서비스는 중앙정부가 수행하거나 중앙정부에서 국가기관, 혹은
비부처 공공법인(Non-Departmental Public Bodies: NDPB)에 재정을 지원
하여 수행하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 소위 ‘근린 생활’ 영역에 한정된다57. 이 중 카운티가 사회보장이나 교
육처럼 전략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를 다룬다면, 디스트릭트는 그보
다 더욱 지역적인 문제를 다룬다(김태연 2018).
‘주민자치’ 측면에서는 준자치단체적 기능을 하는 패리쉬 카운슬(Parish
Council)도 중요하다58. 교회 교구에서 유래한 만큼 지방의 법질서 유지나

57

58

김의섭(2013)에 따르면 2011~12년도 기준 영국(UK) 전체 국가총지출 가운데 지방
자치단체의 세출 규모는 23%에 불과하며, 중앙정부가 76%, 공기업이 1%를 차지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규모가 41%(주만수 2018)에 달하는 우리나라보다 낮은
비율이다.
대부분 농촌이나 소도시에 있으며, 도시에서는 ‘타운(town) 카운슬’로 불린다. 현재
잉글랜드에 9,000개, 웨일즈에 730개, 스코틀랜드에 1,200개의 패리쉬 카운슬이 존
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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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보호, 구제사업 등의 주민 서비스를 담당해온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단체자치’ 측면에서는 패리쉬의 주요 행정기능이 거의 소멸한
상태라 하더라도, ‘주민자치’ 측면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
로 상급 자치단체와의 기관 간 협약을 통해 직접·공동·민간과의 파트너십
등 방식으로 지역 밀착형 주민서비스를 제공한다.

4.2. 영국 농정의 추진체계
가. 중앙정부 주도의 농정추진체계

농업정책도 다른 공공서비스처럼 전통적으로 중앙정부(DEFRA)와 그 산
하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책임운영기관), 관련 기관(특히 비부처 공공법
인) 등에 의해 시행되어 온 바, 지방분권적인 특성이 그리 강하진 않다.
특별지방행정기관(Dependent field offices of a central ministry)은 중앙
부처가 사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치한 기관으로, 농정과 관
련해서는 ‘중앙정부 지역사무소’가 대표적인 예이다.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ies)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집행
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책수립을 담당하는 기관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현재 DEFRA에는 농촌지불청(Rural Payment Agency: RPA), 동식물건강
청(Animal and Plant Health Agency) 등 6개의 책임운영기관이 있다.
비부처 공공법인은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농
정 분야에서는 내추럴 잉글랜드(Natural England)나 환경청(Environmental
Agency) 등이 대표적인 비부처 공공법인으로 통한다.

최근에는 농촌개발정책 영역에서도 DEFRA 및 그 산하기관들 중심으로
관련 정책이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다(김태연 2018). 특히 2010년 이후 중
앙정부의 지역사무소와 지역개발청이 폐지되면서 지역적 상황이나 의견을
반영하는 메커니즘이 불분명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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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U 구조기금59 개혁기의 경험
1988년 구조기금 개혁을 통해 1인당 소득이 EU 평균의 75%에 미치지

못하는 ‘목표 1(Objective 1)’ 지역에 예산의 2/3를 배분하면서, 영국에서도
관련 사업의 운영과정에 지역 기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 EU
구조기금 파트너십의 주된 초점이 의사결정과 권한을 지역정부와 사회적
파트너로 분권화하는 것이었고, 특히 낙후 지역정책 수립 시 EU 집행위원
회-국가-지역의 삼자 간 파트너십 형성이 중시되었기 때문이다(김은경
2008). 한편으로 EU 내에서 관련 프로그램이 국가 간 갈등 없이 여건이 유

사한 지역이면 어디든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도 상대적으로 국가의
이해보다 지역의 이해에 힘을 싣는 논리가 되었다.
다. 농촌 공공서비스 지원정책의 지역 중심 운영체계
2006년 ‘지방정부 백서’가 지방정부와 커뮤니티를 지역서비스 효과 제

고를 위한 정책결정의 핵심으로 지목한 이래, 지방정부(각급 기관장과 직
원), 파트너, 커뮤니티가 관련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우선 ‘전국 농촌 커뮤니티 지원국(Action with Communities in Rural
England: ACRE)’을 둬서 지역 또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시행되는 각종 농

촌 커뮤니티 정책을 조정하고, 각 지역 행정기관들이 농촌 커뮤니티 사업
에 관심을 갖도록 장려하는 한편, 중앙부처의 각종 정책에 대해서도 자문
토록 하고 있다.
지자체별로는 카운티 범위로 활동하는 농촌커뮤니티청(Rural Community
Councils: RCC)을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이 집행되며, RCC는

이를 위해 각 지역의 다른 기관 및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또한
각 지역에 있는 총 38개의 RCC와 ACRE 등으로 구성된 지역 농촌커뮤니

59

유럽공동체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표로 사양산업 및 낙후지역의 경쟁력을 강
화하기 위해 1958년 창설된 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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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행동네트워크(The Rural Community Action Network: RCAN)가 영국
전역 1만 1,000여 개 농촌 커뮤니티를 지원한다. 각종 종교 및 직능단체 1
만 2,000여 개의 기관들도 RCAN의 회원이다.

4.3. 소결
지방분권 측면에서 영국 정체(政體)의 독특한 특징은 ‘위임’의 개념이 거
의 없다는 것으로,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영역이나 구성 원
리 등이 꽤 상이한 데서 연유된다. 이런 가운데 농정은 대체로 중앙정부의
일로 여겨졌으며 실제로도 중앙 및 지역 소재 국가 기관을 중심으로 수행
되어 왔다. 물론 의회 다수당의 성향에 따라 지방분권 체계 자체에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어도, 농정 분야에서의 중앙-지방 간 관계 및 업무 변화
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만 그럼에도 EU에서 지역주도적인 특성을 부여했던 구조기금 정책이
나 최근의 농촌 공공서비스 지원정책 영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
처 예산을 활용하더라도 적절한 권한과 재량을 갖고 자연스럽게 관련 정책
을 주도하도록 뒷받침하는 체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일본의 지방분권과 농정추진체계

5.1. 일본의 지방분권과 행정체계
가. 지방분권 추진경위
1980년대 후반부터 버블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1990년대 들어 종래의

정치·행정체계에 대한 개혁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1995년부터 4년여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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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거쳐 ｢지방분권일괄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이른바 ‘삼위일체 개혁’
이라 불리는 지방분권화가 여러 방면에서 추진되어 왔다.
나. 법적 근거와 주요 내용

일본의 지방분권은 ｢헌법｣ 보다는 1999년 이래 여섯 차례 제정된 ｢지방
분권일괄법｣60에 주된 근거를 둔다. 무엇보다 1999년의 ｢지방분권일괄법｣
을 통해 총 848개의 권한과 사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공공단체로, 도도부
현에서 시정촌으로 이양하였다. 이 중 351개는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에 따
른 것으로, 기관위임사무는 이처럼 ‘자치사무’로 이양되거나 ‘법정수탁사
무’가 되었다. 또한 2011년에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을 법제화한 것이
나, 5차 일괄법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제안을 모집하여 법률을 제정한
점 등에도 주목을 요한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에 따라 정부가
세금을 부과(법정세)하나, 200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보다는 자유
롭게 조례로 세율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2000년 이후 법정외세
(法定外稅)61가 대폭 도입되어 지방재정 강화의 계기가 마련된 바 있다62.
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과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의 2층제 구조를 취한다. 광역자치단체는 도쿄도(東京都),

60

61

62

일본에서 통상 ｢지방분권일괄법｣은 1999년에 최초 제정된 법률은 물론 이후 다섯
차례(2006, 2012, 2013, 2014, 2015)에 걸쳐 제정된 유사 법률을 집합적으로 일컫는
개념이다.
｢지방세법｣에서 규정된 세목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조례를 바탕으로
규정하는 세금을 가리킨다.
참고로 2013년 기준 일본 총세입 85.9조 엔의 중앙:지방 비율은 약 6:4지만, 세출의
경우는 약 4:6이다(하동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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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北海道)와 2개의 부(교토府, 오사카府)를 제외하면 대부분 1890
년 무렵부터 거의 변하지 않은 현(총 43개)을 가리킨다. 기초자치단체인 시
(市)는 대체로 인구 5만 명 이상의 규모를 보이며, 정(町)과 촌(村)은 대략
1만 명 규모를 기준으로 나뉜다.

한편 이와 별개로, 일본은 지리적으로는 홋카이도(北海島), 혼슈(本州),
시코쿠(四國), 규슈(九州) 네 개의 섬으로 이뤄졌고, 이 중 혼슈 지방을 몇
개 지역으로 나눠 총 8개 지방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5.2. 일본 농정의 추진체계
가. 지방농정 재편 과정과 지방농정국

지방분권화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일본에서는 지역에 초점을 맞춘 농
업·농촌 정책에 대한 논의가 거듭되었다. 특히 1961년 ｢농업기본법｣ 제정
을 계기로 적어도 농업구조개선과 관련된 정책은 지역의 자연적·경제적 특
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주재창 2018),
이에 따라 1963년 기존 농지사무국을 모태로 하는 ‘지방농정국’이 설립되
어 홋카이도를 제외한 전국 7개 권역에 설치되었다. 그 전에는 농림수산성
의 농지과, 식료과, 통계과, 임업과 등 각 과가 개별적으로 농정을 수행하
였으나, 지방농정국이 생기면서 농지과를 시작으로 통계과, 임업과 등이
편입되어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농정을 추진하였다. 2001년과 2003년에
는 농림수산성 조직 개편과 맞물려 지방농정국에도 생산경영부, 농촌계획
부, 정비부, 소비·안전부 등이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당시 농림수산성
외청이던 식량청이 폐지되어 지방농정국 내에 식량부가 설치되고 도도부
현의 식량사무소가 지방농정사무소63로 개편되기도 하는 등 현재 지방농정

63

‘지방농정사무소’는 이후 2011년에 폐지되고 ‘지역센터’로 바뀌었다, 현재는 다시
현장에서 농정개혁을 추진해나가는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농정 컨설턴트 개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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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업무 영역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생산과 소비 현장에 가까운 정부기관으로서 지방농정국은 농림수산성에
서 정한 식량 농업·농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농정
을 추진한다. 주요업무는 농림수산성과 현청 농정부와의 매개체로서 현에
서 실시하는 농업정책을 지원하고 감독·관리하는 것이며, 지방농정국과 각
현청 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성립하기에 법률적으로는 업
무의 중복이 없다. 즉 현청의 농정은 자치업무거나 법정수탁사무며, 농림
수산성은 국가사무를 그 범위와 지역성의 정도에 따라 스스로, 혹은 지방
농정국을 통해 수행한다. 다만 현청의 농정부 입장에서 중앙정부(농림수산
성)와 업무 연락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지방농정국의 해당 부서와 협조하
는 체계다.
나. 기후현 사례

혼슈 지방 기후현의 2018년 예산 8,130억 엔 중 5.8%인 474억 엔이 농
림수산분야에 소요된다. 취농·취업을 위한 지원체제 강화, 취업농업인을
위한 연수체제의 강화 및 농업계 학교 운영, 영농정착 및 경영강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집락영농조직의 농지집적·집약화 가속 대책, ICT 도입을
통한 스마트 농업 추진, 농업생산성 확대를 위한 농업보조노동력 확보 사
업,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원활한 체계 구축을 통한 전략산지 육성, 지역 농
축수산물의 글로벌 전개, 부가가치가 높은 농축수산물의 판로 확대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농정사업이며, 이들 농정사업 대부분에 국비와 자체
예산이 동시 투입된다. 국비 투입 비중이 높은 사업 분야는 ‘생산부터 판매
까지의 원활한 체계 구축을 통한 전략산지 육성’(72.2%), ‘취업농업인을 위
한 연수체제 강화 및 농업계 학교 운영사업’(57.7%), ‘집락영농조직의 농지
집적·집약화 가속 대책 사업’(54.8%) 등이며, 지방비 투입 비중이 높은 사
업 분야는 ‘농업생산성 확대를 위한 농업보조노동력 확보 사업’(98.3%),
‘지방참사관’ 제도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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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정착 및 경영강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79.2%), ‘취농·취업을 위한

지원체제 강화’(78.5%), ‘지역 농축수산물의 글로벌 전개’(75.8%) 등이다.
즉 국비 투입 비중이 높은 사업은 주로 인력, 농지, 시설이나 체계 등의 인
프라 구축·확보 성격을 띠고, 지방비 투입 비중이 높은 사업은 인프라의
보완과 추가적 지원이나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 성격을 띤다.

5.3. 소결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영역을 구
분하여 국가사무, 법정수탁사무, 자치사무로 재편하였다. 당시 농정 분야에
서 민감하게 논의된 사안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는 본격적인 지방분권
이 이뤄지기 전부터 나름대로 ‘지방농정국’을 통해 중앙에서 수립한 정책
을 지역의 실정과 여건에 맞게 집행하는 체계를 갖춰왔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식량자급률’ 등 주권국가 차원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농업
이슈에 대한 정치적 관심과 관여가 높기 때문인 것도 한 이유다.
기후현 사례 검토 결과, 일반화 위험은 있지만 대체로 농정 분야에 필요
한 자원과 인프라의 확보에 국가가 기본적으로 나서고, 지자체는 그 기반
위에서 지역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복지, 네트워
크, 경쟁력 관련 정책에 힘쓰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외국의 농정추진체계 시사점

6.1. 직불제 중심의 중앙정부 농정
EU 주요국의 농업정책 재정구조를 보면, EU의 CAP에 의한 재정비중이

높고, 국가재정부담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특히 CAP에서 직불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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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EU CAP(2014~2020)의 총예산은 4,083억 유로
로 EU 전체 예산의 37.8%에 달하며, 이러한 CAP 예산의 76.6%인 3,127
억 유로가 제1지주 사업에 소요된다. 국가별 농정예산 규모에서도 직불제
관련 예산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직불제 중심의 농정
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의 중앙정부 사업에서 많은 농업·농촌 정책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기보다는 정책을 직불제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있다.
직불제 중심의 농정은 EU 각 회원국의 농정수단을 통합화·단순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정부 농정사업이 다양하게 많은 점과는 차이가
있다. ‘기본직불금’과 ‘Greening’ 등에 대해서는 주요 개념과 기본 지침, 예
산 규모 등을 일차적으로 EU에서 정하면, 각 회원국은 그러한 정책 틀 내
에서 내용적으로는 자국의 농업 여건에 맞게 조화시켜는 방식이다. 직불제
와 같은 중앙농정은 중앙정부가 정책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6.2. 중앙정부 농정에 대해‘분산’분권화 방식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의 사례에서 일차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특성은,
각 국의 지방분권 양상과 수준이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농업 문제만큼은
비교적 중앙정부(독일은 연방 및 주 정부)의 역할이 크다. 중앙정부가 농정
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정책사업이 단순화되어 있어 많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 지방정부가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다. 중앙정부 농정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담당하지만 지
역별로 지역농업청을 두어 수행하는 분산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즉, 집행
측면에서 중앙정부 조직인 지불청(프랑스의 ASP, 영국의 RPA 등)이나 독
일처럼 주 정부 조직인 농업청(농업회의소 유형은 민간위탁)이 담당하고
있다.
가령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지방에 설치된 국가기관이 지방농정에서 핵
심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영국(잉글랜드)의 경우 주로 DEFRA
와 산하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책임운영기관)에 의해 농정이 추진된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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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연방정부가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주정부가 이를 집행한다. 주정부
내에서는 농정사무가 다른 일반적인 행정사무처럼 게마인데에 위임되는
것이 아니라 직속 하부기관인 ‘농업청(농촌개발업무의 경우 ‘농촌개발청’)’
에 분산되거나 농업회의소에 위탁된다. 이처럼 각 국의 행정적·제도적 지
방분권 맥락에서 농정부문은 타 부문에 비하여 덜 분권화되어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중앙정부 농정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직접 지역
별로 분산하여 추진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농정사업을 위임하여
시행하여 중앙정부 농정업무에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체제
와는 다르다. 농정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대리인이 아니다. 필요한
경우 자체재정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 농정에서 지방분권이 되어 있
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농정책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
고, 이를 지역에 분산된 조직을 두어 직접 추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을 제외한 EU권 국가에서 국가농정의 지방정부로의 ‘이양’
이나 ‘위임’ 사례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일본은 이른바 삼위일체 개혁
이래 지방자치사무로 분류된 사무는 지방정부에 ‘이양’하였고, 여전히 ‘위
임’의 필요가 있는 사무는 보다 법적 근거를 강화한 ‘법정수탁사무’로 전
환하고 있다. EU의 경우 그보다는 오히려 EU 주요기구와 회원국 농정당
국 간에 공동농업정책(CAP) 관련 ‘위임’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분석된
다. 즉 EU는 공동농업정책(CAP)과 그 예산의 집행을 각 회원국 정부에 위
임했다. 이때 제1지주(직불제) 정책에는 ‘위임’의 본래적 의미에 부합하도
록 전액 EU 예산이 소요되며, 제2지주(지역개발) 정책은 회원국의 예산이
매칭되어 그만큼 회원국과 지역의 재량 역시 늘어나는 구조다.

6.3. 지역의 자율적 선택을 중시하는 지역활성화사업
농정이 지역에 분권되는 것이 아니라 분산방식으로 추진하지만 그 경우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고 있다. EU CAP에서 제2지주사업은 EU가
지원사업 영역만을 제시하고 구체적 사업내용과 지침은 지역에서 스스로

외국의 농정추진체계 특징과 시사점

133

선택하여 기획토록 하고, 협의하여 인정된 범위에서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지역특성의 사업에 대해서는 회원국(지역)의 재정매칭(50% 이상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지식개발, 지역활력 및 경쟁력 증진, 식품공급망
조직촉진, 생태계 보전, 기후변화 대응, 농촌지역 경제개발, 빈곤감소 및
사회통합 등 지역적 특성과 차별성이 높은 사업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가
령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데파르트망 농업지도위원회가 지역농업발전계획
을 수립하면서 사업내용을 결정하고, 중앙정부(지방 소재 중앙농정기구)와
협의하여 승인되면, 그 지역농업발전계획에 따라 농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역시 현 단위 농정당국이 사업을 계획할 때 지방농정국이 자문을
하고, 사업내용을 취합하여 중앙정부에 신청하면 그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
는 체계이다. 지역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농정체계이다. 농림수산성에서는
구체적 사업이 구분되어 있지만 지역단위에서는 이러한 지역 선택권을 확
대하고 지역단위에서 적합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방농정국을 통해
조정하고 있다.

6.4. 중앙단위에서의 농정사업 통합 추진
EU CAP에서 ‘기본직불금’과 ‘Greening’를 토대로 특정 조건의 준수 및

부합 여부에 따른 추가 지급 구조를 가진 직불제 정책은 물론이고, 제2지
주사업에 해당되는 영농정착, 환경오염관리, 영농은퇴, 농업-환경시책, 농
촌공간 보호, 농산물 가공 등의 사업으로 통합 운영된다. 대체로 농촌개발
사업의 경우 지역단위에서 사업영역별로 차별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중앙
정부가 승인하면 농정사업이 추진된다. 즉, 지역의 자율적 선택이 중시되
고 있고, 중앙정부의 세세한 지침기준에 따라 추진되지 않는다.
프랑스나 독일은 CAP와 별개로 중앙정부나 주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농
업 교육 및 인력육성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몇 개 분야
로 사업이 통합되어 있다. 일본 역시 다양한 농정사업이 중앙에서 분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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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지만 지역단위 기획, 조정을 통하여 지역특성 부합 방식으로 통합하
여 추진되고 있다.

6.5. 보다 광역화되는 지방농정의 추진 단위
외국의 농정 추진 주체를 보면, 중앙정부 농정사업에 대해 지역분산을
하지만 대체로 도 단위 이상의 광역 단위 추진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추세
이다. 중앙정부(주 정부)가 지방에 농정 관련 국가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도 주로 도(레지옹, 크라이스 등) 단위 이상의 광역단위에서 농정이 계획되
고 추진된다. 즉 지역적 자율성을 중시하면서도 사업계획 단위는 보다 광
역화한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다. 프랑스 ‘농촌성 협정’의 체결 및 이행 사
례를 보더라도, 협정의 주체가 대개 인터코뮌, 즉 코뮌의 연합체(EPCI)임
을 알 수 있다. 일본 농정의 경우도 현 단위가 농정추진의 단위가 되고, 중
앙정부는 권역별로 농정국을 두어 농정을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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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정추진체계 분권화의 필요성

가. 농업·농촌발전전략의 새로운 선택

우리나라 농업·농촌발전전략은 크게 보면 국가가 재정을 확보하여 다양
한 농정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중앙
집권적 농정추진방식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
하여 1992년 이후부터 재정투입을 크게 확대하면서 농업부문에서는 국가
의 역할을 강조하여 왔다. 이는 국가에서 농업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세세한 분야에까지 정책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중앙정부
가 농정계획을 수립하고, 재정확보 및 세부사업지침을 마련하면, 지방자치
단체는 경쟁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중앙정부의
주어진 지침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부
족한 상태로 농정방향은 중앙정부가 모두 결정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농정추진에 대해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의 농정
과 비교하여 정부개입이 크다는 점으로 너무 다양한 농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이 담당하여야 할 영역도 중앙정부가 개입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농정사업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부사업으로 통합하는
것에 불과하여 사업추진 면에서는 그 이전과 차별성이 없다. 농정사업의
통합효과가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농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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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농업생산액 및 부가가치 성장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투입의 비효율성을 제기되기도 한다. 실
질 농업생산액 추이르 보면(2010년 기준), 2010년에 46.1조 원이던 것이
2015년에는 43.47조 원이고 2017년에는 40.51조 원이다. 실질농업부가가

치액도 2010년에 22.43조 원에서 2017년에는 22.38조 원으로 정체상태이
다. 따라서 농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앙집권적 농정추진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농
정에서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농정분권을 추진하는 것이 한
방안이다. 지방분권이 가지고 있는 국가발전전략과 동일하게 농업발전을
제고하기 위해서 농정추진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가 정책결정을 하는 농업·농촌발전전략에서 지방의 자율적 선
택과 책임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농정추진체계의 분
권화이다. 지방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지방이 자체적인
재원을 가지고 정책사업의 내용을 선택하고, 지원대상자의 범위, 추진지침
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농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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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의하면 지방분권으로 농정사업과 필요한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한
다면 농업·농촌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
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7점 척도의 조사에서 5.1점으로 현재보다 높은 효
과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지자체별로는 도가 5.1점 정도이고, 군지역
농정담당자는 5.6점으로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다.
나.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이 단순히 집
행만을 담당하는 발전전략은 대리인 비용으로 인하여 자원배분의 비효율
성을 초래한다. 즉,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한 정책사업의 지침은 전
국적으로 획일적이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별로 차
별적인 적용을 하지 못하여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다. 지방농정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고보조사업의 지침
이 지역적 실정과 적합한 정도에 대한 설문에 7점 척도에 3.3점으로 사업
지침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국고보조사업의 지역 내 특성을 고
려한 우선순위에 사업규모가 적합하게 설정되어 있는가에 대한 응답에서
도 3.7점으로 조금 낮게 평가하고 있다.
농정의 분권화는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자율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으
로써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고, 지역선호를 반영하는 정책사업을 보다 많
이 추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스스로 결정한 정책이 아니라는 인식
으로 인해 정책 성과관리의 노력이 부족하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불분
명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비효율성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국고보조사업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지방농정의 중요한 성과로 인식되
고 있고, 결과적으로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은 미흡하게 된다.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이러한 의존성은 특히 부족한 지방재정에서 기인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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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정사업 확보에 영향력 있는 요소(%)
구분

지방 농정담당자
기획

도
시
군
전체

지방의회 의원
요구

농민단체 요구

농업경영체
사업수요

국고보조사업 유무

합계

6.5
6.8
13.2

23.9
18.2
13.2

6.5
18.2
26.4

17.4
27.3
13.2

45.7
29.5
35.8

100
100
100

9.0

18.1

17.4

18.8

36.8

100

주: 지방농정담당자(138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지역에서 농정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자
치단체장 제외) 국고보조사업의 유무가 36.8%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지방
의회 의원이다. 도 지역에서는 국고보조금 유무가 가장 높은 45.7%이다.
재정자주도가 높은 시지역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만큼 국고보조금이 지역
의 농정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의 특성과 자율적 선택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농정의 분권화이다. 농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이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이 일부 농업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
역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자율적 선택과 지역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에 이양하여 정책선택을 하도록 하는 분권화가 필요하다.
이는 농업인이 지역농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자치농정으로의 전환을 의
미하기도 한다.
다.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대응

지방분권의 추진에 따라서 농정의 분권화도 요구되고 있다. 지방분권화
는 중앙정부 사업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 혹은 분산시키는 행정분권이 먼저
추진된다. 동시에 재정분권으로 농정예산의 변화가 초래되면 농정사업을
재편해야 하므로 이는 다시 농정의 분권화로 연계된다. 특히 재정분권으로
농정예산의 변화가 발생하면 중앙정부 농정사업의 구조전환도 요구된다.
지방분권이 시대적 과제로 추진되면서 지역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다. 지
역은 확충된 자주재원을 바탕으로 지역이 필요로 하는 보다 많은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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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게 되고, 동시에 농정에서도 지역의 자체사업이 확대하게 된다. 이
는 농촌지역 활성화의 바탕이 되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자체사업을 추진하
면서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이 자체사업
을 확대하면 중앙정부 농정사업과의 중복 및 경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
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정에서 역할분담 재설정이 필요하게 된다.

2. 농정 분권화를 위한 과제
2.1. 지방농정담당자 조사
지방농정 담당자들은 국고보조사업이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
역의 자율적 추진도 제약한다고 본다. 이에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의 추
진 성격을 갖는 농정사업을 이양하는 농정분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방농정 활성화의 저해요인인 지역특성 반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
역 자체사업의 확대가 필요함에도 그러기가 여의치 않은 것은, 현재 지역
농정에서 차지하는 국고보조사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지방농정추진의
문제점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추진지침이
많다. 친환경농산물육성사업 사례에서 지적하였듯이 지역 고유의 성격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면 농정성과도 제고될 것이다. 지역의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 자체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다. 설문
조사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자체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2.9%에
이르고 있다.
<표 6-2> 농정의 분권화에 대한 평가 점수(7점 척도 기준)
구분
농업·농촌발전에 대한 효과평가
농정의 지방분권화 추진 정도
주: 지방농정담당자(138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도

시
5.1
4.2

군
4.6
4.1

전체
5.6
4.8

5.1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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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농정 담당자의 농정의 분권화 추진에 대한 평가를 보면, 지방분권이
농업·농촌발전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5.1점으로 높게 나타나고, 그
에 따라 농정분권을 빠르게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앞서 제2장의
<표 2-3>에서 보았듯이 농정의 분권화가 추진되면,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다양하며 차별적인 사업에 집중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
다. 농정의 분권화는 지방농정 추진에서 과제로 지적되었던 요인들을 개선
하는 효과를 제공할 것이다.
농정의 분권화가 추진되면 지역 내 관계 속에서 농정추진에 필요한 재정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적되고(47.0%) 있다. 다음
으로 경쟁력 제고 등 농업발전에 필요한 사업보다 정치적 요구에 의한 지
역 간 나눠 먹기식 사업배분이 심화될 것이라는(36.6%)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농정의 분권화를 추진하더라도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포괄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52.9%) 의견이 많다. 이는 지방분권이 추구하는 지역의 자율적 선택은 요

구하면서 분권에 따른 우려사항인 재정축소 문제를 축소하자는 것이다. 충
남사례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지방이양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64
국고보조사업이라도 지방분권의 취지를 반영한 추진체계로 개선한다면
사업지침 수립 등에서 지역의 자율적 정책의사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
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의견조사에서도 국고보조사업이 지역특성
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과제로는 세부사업지침의 포괄적 허용이다
(46.3%). 이러한 지원체계의 대표적 방식은 포괄지원방식이지만 현재의 방

식은 사업규모 결정에서는 자율성이 어느 정도 있지만 사업지침의 자율성
에서는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64

이관률. 2017. “충남도 농정사무의 시태분석과 지방이양의 방안.” 현안과제 이슈
리포트. 충남발전연구원.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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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지방분권 시 농정사업 추진의 개편의 우선 순위 과제(%)
구분

중앙정부 농정사업의
지방이양

지방이양보다는
포괄보조지원방식 등
지원형태 전환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지침
결정권한이양

직불제 추진 등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

합계

도

13.6

52.3

27.3

6.8

100

시

6.8

59.1

13.6

20.5

100

군

24.0

48.0

22.0

6.0

100

전체

15.2

52.9

21.0

10.9

100

주: 지방농정담당자(138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2. 농정 분권화를 위한 농정과제
정부의 지방분권은 국가운영에 관한 전략을 바꾸자는 것이지만 농정에
서도 지방분권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비전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체
계를 개편하는 것이 적합하다. 즉 지방분권의 이념을 농정에 도입하는 것
이다. 농업·농촌부문은 지방적 차별성과 특성이 강하여 지방의 역할이 중
요하므로 지방분권이 효과적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농정의 지방분권계획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전략
을 참조하여 볼 때 농정 분권화를 추진하기 위한 농정과제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① 중앙-지방 간 사무재분배에 따라 농정사업도 지방에 이양하여야 할

범위를 설정하고, 중앙-지방 간 사업기능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행정사무
분권에 대해서는 보충성의 원칙 등에 따라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농정사업
을 설정하고, 나머지 사업을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
다. 국가가 담당하여야 할 농정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더 강화하
고, 지방이 담당하면 더 효율적인 농정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지역에
이양하여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인 농식품부가 농업·농촌발전과 관련된 모
든 정책을 모두 담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고, 이와 연계된 정책을 개발하
여 추진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보조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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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부에 대해 지방 사업화로 전환하는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특히 재정분권이 추진되면 어느 정도 중앙정부 농정예산의 감소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그만큼 중앙농정사업의 축소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예
를 들어 재정분권계획에서 본 바와 같이 균특회계 중 3.5조 원을 2020년에
지방에 이양한다면 균특회계의 농업·농촌부문사업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
양하여야 한다. 그렇더라도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필요한 사업은 국가가
직접 담당하여야 한다. 이는 균특사업 중에서도 중앙농정이 담당하여야 할
영역과 지방농정이 담당하여야 할 영역을 구분하여 재조정하는 농정사업
의 개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직불제 중심의 공익적 기능
을 보다 강화하는 농정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 외의 다른 사업 재정이 감
소하므로 일부사업에 대해 지방이양을 하는 농정사업의 재편을 추진하여
야 한다.
② 농정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보

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사업이양을 하면서 재정이양을 하지
않으면 기능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를 평가하는 농정의 지방이양비용 평가 및 지방비 부담영향 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농정사업의 이양이 이루어지면 그러한 사업
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재정이양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이양비용을
평가하여 보완하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는
법령의 도입, 농정사업의 도입 등에 대한 사전 지방재정부담평가를 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지방 자율성을 제약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지방분권의 이념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 추진체계의 개

편이 요구된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지역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고, 지역의 자체사업 추진여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 개편을 추
진하자는 것이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의 통폐합으로 농정사업을 단순화하여
지방으로 갈수록 인력이 부족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이
다. 너무 세분화된 국고보조사업이 추진되면 지역의 자율성이 저하되고,
그만큼 지방의 자체사업 재원이 감소한다. 사무이양이 되지 않더라도 지방
이양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권한배분의 관점에서 국고보조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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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문유석 2013: 17). 즉, 중앙정부의
사업지침기획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권한과 기능의 이양범위
를 결정하는 것이다.
④ 농정추진에서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

넌스의 형태로서 농식품부와 자치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도입하
여야 한다. 지방재정이 확대되면서 지방자체사업이 확대되면, 중앙사업과
지방사업이 서로 경합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고, 위임사무의 추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추진방식에 대한 개선이
크게 요구될 것이다. 그 때 지방의 자율성과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정사업의 세부지침을 상시적으로 개선하는 기제로서 협의체라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정부의 중앙-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지방분권 계획에 대한 농정부문의 제도적 틀을 만들자는 것이다. 중앙농정
과 지방농정이 대리인의 관계에서 협력적 관계로 전환되도록 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여기에서 중앙농정사업의 범위와 지방농정
사업 범위를 협의하고, 농정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지방이 농정
에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⑤ 지방의 정책의사결정권이 확대되고, 자율성을 확대되면 지방농정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지방의 자체적인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의
농정기능을 강화하고, 충분한 농정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농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자율이 확대된 만큼 책임성
도 높아지고, 그래야만 지방분권이 농업·농촌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극대
화할 수 있다. 지역의 특성과 선호도를 반영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인 참여의 지방농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는 주민자치권 강화, 주민
이 스스로 선택하는 지방자치의 강화에 대응하여 농업부문도 자치권을 강
화하는 방안이다. 또한 지방의 정책기획능력 제고와 지방농정예산의 확보
를 위한 지방농정의 역량강화가 중요하게 된다. 지역의 차별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수요를 잘 드러내는 기획능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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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농정과 지방농정의 사업 유형화

3.1. 국가와 지방 간 사무배분의 원칙
지방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구분하고,
중앙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지역에 적합한 사무는 지방이양을 추진
하여야 한다. 농정추진체계에서도 동일한 과제가 제기된다. 그런데 세계적
으로 농업발전에 대해서는 국가의 역할 및 책임이 중요하고, 국가의 규모
를 반영하여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지역의 선택을 확대하는 균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농촌지역개발에 대해서는 지역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농
업발전과 보호육성에 대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헌법｣
에서도 농업생산기반의 유지 및 농산물 수급조절에 의한 안정적 식량공급
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를 규정하는 것은 농업발전을 위한 책무를 국가에 의무로 부여하고 있
는 것이다. 농업은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재
를 창출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육성정책이 중요하다. 현재 법령제정
권이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한 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도 농업발전, 식품의 안정적 공급, 농촌지역 활력 증진 등에
대해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외국 농정사례에서 보듯이 중앙이 재
정을 조달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농정국을 두어 국가가 직접 농정을 추진
하는 사례도 많다. 농정예산의 비중을 보면, 외국의 경우 구조조정이 완료
된 상황에서도 중앙정부 재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국가
의 책임을 반영한 것이다.
농업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가 중요하지만 농정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서는 지역의 특성과 차별성을 확대하는 농정의 지방분권도 중요하다. 또한
농정의 지방분권에도 불구하고 농업발전을 위해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담당하여야 할 사업의 영역을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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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중앙정부 지원사업인
경우에도 지역의 자율적 선택을 강화하도록 하는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의 자율적 선택과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에 따라 농정사업에 대해서도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지방이양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의 기준을 설명하는 이론은 사업분
류에 대해 시사하고 있다.65 먼저 현지성의 원칙이다. 첫째는 지역주민이
서비스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이다(｢지방분권촉진법｣ 제6조 제2항).
둘째는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이다. 사무의 소관과 처리의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국가와 자치단체 간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하는 것이
다. 셋째는 보충성의 원칙이다. 국가가 담당하여야 할 사무를 우선적으로
확정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 배분한다.
｢지방자치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를 7가

지로 규정하고 있다.66
▪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 농림축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직할하천 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

모의 사무

65

66

최봉석 외. 201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구분 및 사무조사 연구. 동국대
학교. p. 9.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조에는 “주민들에게 쉽게 접근해야할 행정은 최대한
지방공공단체에 맡기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라는 문장이 들어가 중앙정부의 역할을
다음 네 가지로 한정하였다.
① 국제사회의 국가로서의 존립에 관한 사무
②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민의 활동에 관한 시책 및 사업
③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적인 준칙에 관한 사무
④ 전국적 규모 또는 관점에서 진행해야하는 시책 및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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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등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
▪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능

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반면 지방자치사무로는 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사무 및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무 등과 같은 자치단체의 본래적 사무를 포괄적으로
예시(｢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에 관한 사무(일반행정사무)
▪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사회복지사무)
▪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산업경제사무)
▪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지역개발사무)
▪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교육문화사무)
▪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안전방위사무)

3.2. 농정사업의 유형화 기준
외국의 농정에서 중앙정부 농정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보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농정구분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앙정부 담당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미국의 연
방정부가 담당하는 농정사업 영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67
① 수급안정을 위한 시장대응사업: 여기에는 CCC 융자사업 등
② 농업의 공익적 기능유지(자원, 환경)를 위한 직접지불제 지원
③ 위험관리청(RMA)을 통한 재해보험 지원 및 재해대응사업: 재해보험

및 재해보상에 대한 사업
④ 농업지원조직(FSA)에 의한 신용보증 및 저리자금 지원의 금융지원사업: 정

책금융지원이 해당
⑤ 연구개발청(ARS)을 통한 연구개발사업
67

권태진. 2018. “미국의 농정추진체계.” 세계농업 2018년 4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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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식품영양공급 및 식품안전관리사업: 취약계층 식품지원, 안전한 식품,

건강한 식습관, 환경보전 등
⑦ 농촌지역 경제발전,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사업

앞의 본 바와 같이 EU의 공동농업정책은 1축 사업(pillar Ⅰ)과 2축 사업
(pillar Ⅱ)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다. 1축 사업으로는 직불제사업이 중

심으로 필요한 재원을 대부분 EU정부가 지원한다. 이 정책 중 기본직불제
사업은 EU가 전액부담하고 있고, 지역 차별적 직불제에 대해서는 지역의
재정부담으로 매칭하여 지원한다. 다음으로 2축 사업은 지역의 매칭재원을
요구하지만 기본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지역의 농정사업을 계획하고,
EU가 승인하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조달하여야 하는 사업의 특징을 설정할 수 있다. 이
는 중앙정부의 고유사업 및 사무로 설정되는 것으로 이런 농정사업의 특징
을 정리하여 보면 <표 6-4>와 같다. 국가가 담당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에는 중앙정부가 재원을 확보하고, 외국과 같이 중앙정부가 가능한 중앙정
부 농정조직이 지역농정국을 두어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야 할 것이다.
<표 6-4> 중앙정부 전담사업 기준 예시
기준

대상사업 예시

①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소득보전 등 직불제사업, 식량안보를 위한 생산기반정비 등

② 사업의 효과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농정사업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농가소득 안정사업, 수출증대, 소비지유
통사업 등

③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의 적용이 필요한 사업

이차보전 등 정책금융, 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식품안전관리 등

④ 대규모 시범사업 등 초기 기획개발이 중요한 사업

스마트팜 첨단농업 등

⑤ 인력육성 및 교육, R&D사업

신규청년농업인육성사업, 농업부문 R&D지원사업 등

⑥ 지방정부가 담당하면 지원이 되지 않은 사업

사회적 농업육성 등

자료: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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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전담하여야 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
동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과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이 전적으로 담당
하여야 할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68 현재는 대부분 중앙정부 사업으로
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자체 이외가 사업시행주체가 담당
한 사업도 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사업추진이
사업성과를 제고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하다. 또한 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현지에서 사업관리를 강화하여야 하는
사업, 그리고 지역단위 협력 등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농정사업은 지방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이 공동
으로 책임지는 재원을 공동분담하는 사업이 많다. 농정사업은 지역적 특성
을 반영하는 것이 성과제고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농업·농촌의 기반유지를
위한 국가의 책임도 중요한 중간영역의 성격을 가진 농정사업도 많다. 이
런 사업에 대해서는 바로 지방이양을 하기보다는 포괄보조지원방식, 혹은
지역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협의지원방식 등으로 농정추진체계 개선하는
것이 적합하다. 지역특성이 있는 모든 농정사업을 지방으로 모두 이양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부담이 증가하고,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이 오
히려 위축될 수 있다.
지방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정사업을 유형화하고, 지방재정이 이
양된 정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사업을 지방이양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이
공동책임을 지는 영역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하
여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축으로 사업의사결정의
책임주체로서 지역과 국가로 구분하고, 사회적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다른 한 축으로는 사업의 특성이 지역의 특성
을 많이 반영하는 정도인지 아니면 전국적 동일한 기준 적용이 되는 것인

68

선행연구 김수석 외(2010: 100), 이관률(2017) 등에서는 국고보조, 지방비 부담 정
도를 분류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김수석 외(2010)는 국고지원, 주관기관, 파급효과,
사업성격 등 4개 기준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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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하여 농정사업을 4가지
유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그림 6-2>.
국가의 역할이 크고, 지역적 차별성이 낮은 A유형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고, 이러한 성격의 사업으로는 직
불제, 수급안정사업 등이 해당된다. 지방의 책임이 크고, 지역적 특성이 중
요한 C유형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러
한 사업으로는 로컬푸드사업 등이 해당된다. 국가의 책임이 크지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B유형의 사업에 대서는 국고보조사업을 포
괄지원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러한 유형의 사업으로는 농업기반시설사업
등이다. 지역의 책임이 크지만 지역의 특성이 낮은 사업인 D유형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하는 공모사업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합
하다. 사회적 농업, 스마트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림 6-2> 농정사업의 유형화와 추진체계 방향
사업의 지역적 특성범위(지역 차별성)
지역(큼)
국가
책임
주체
(사회적
효과)

지방

자료: 연구자 작성.

전국(낮음)
B유형사업

A유형사업

국고보조사업(포괄보조금화)
사업규모가 큰 농업기반시설 구축 및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 중심 농정사업
직불제 사업, 수급안정사업 등

C유형사업

D유형사업

지방 자체 농정사업(이양)
로컬푸드사업 등

국고보조사업(공모사업 등)
(세부지침의 지역 자율성제고)
스마트팜 농업, 사회적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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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농정사업의 지방이양 대상에 대한 수요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으로 지역의 재정이 확충되면 농식품부 농정사업
중 어느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 지방농정담당자
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현지조사에서도 지방이양을 선호하는 사업이 많았
고, 사업이양은 반드시 재정이양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지방이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점 척도에서 5.0점 정도 높게 평가하고,
군지역일수록 더 많은 사업의 지방이양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으로 농정사업의 지방이양을 추진하여야 하는 사
업의 특성에 대한 지방농정담당자들의 선호도를 보면, 1순위로 지역활성화
체험, 지역전략식품산업, 전통식품, 축제 등 지역특색사업을 가장 선호하고
(19.6%) 있다. 다음으로는 마을가꾸기, 농촌용수개발 등 지역농촌개발사업
(16.7%), 산지유통조직육성 및 산지유통시설, 공동출하 지원 등 산지유통

사업(15.2%), 로컬푸드 매장, 직거래사업, 학교급식 등 직거래사업군
(11.6%) 순이다. 이러한 추세는 군지역 농정담당자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농업·농촌 비중이 높은 군지역은 지역특색사업, 산지유통사업에 대
한 지방이양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앞서 분석한 지방재정에서도 자체재정
이 많이 투입된 영역의 사업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1순위와 2순위 응답의 복수의견을 합한 경우에는 비중은 낮지
만 지역특색사업이 1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산지유통사업이 13.8%
로 높다. 지역농촌개발사업의 경우에도 12.3%로 높은 수준이다. 선호도 비
중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특성과 차별성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이
양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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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농정사업 중 지방이양 선호사업 조사(1순위 기준)(%)
도

시

군

전체

1,2순위 합

② 지역특색사업

13.6

18.2

26.0

19.6

14.5

④ 지역농촌개발사업

20.5

18.2

12.0

16.7

12.3

① 산지유통사업

11.4

9.1

24.0

15.2

13.8

③ 로컬푸드 지원 등 직거래사업

13.6

9.1

12.0

11.6

10.9

⑥ 친환경농업육성사업

11.4

11.4

6.0

9.4

8.3

⑤ 농촌인력육성사업

6.8

9.1

6.0

7.2

9.1

⑦ 농업기반조성사업

2.3

11.4

4.0

5.8

8.7

⑧ 첨단농업기반조성사업

2.3

9.1

4.0

5.1

5.1

⑨ 농산물수급안정사업

4.5

0.0

2.0

2.2

6.5

⑩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

4.5

0.0

0.0

1.4

4.3

⑪ 수출활성화사업

0.0

0.0

0.0

0.0

1.1

⑫ 농지 규모화사업

0.0

2.3

0.0

0.7

0.7

⑬ 농축산물품질관리 등

0.0

2.3

0.0

0.7

1.1

⑭ 농업인복지증진사업
합계

9.1

0.0

4.0

4.3

3.6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지방농정담당자(138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3.4. 농정사업 유형화
3.4.1. 농정사업 분류
앞서 선정한 기준에 따라 먼저 농정사업이 국가의 역할인가, 전국적 이
해관계 및 일률적 기준이 중요한가에 따라 중앙정부 사업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지역 차별화와 지역특성이 중요한 요소인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
방이양 대상사업으로 분류하는 등 크게 4개의 기준으로 사업을 분류하였
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중앙정부 사업을 설정하고, 지역적 특성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분류하고, 중간지역으로 중앙-지방의
공동사업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농정사업 전체를 분류하였다<표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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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농림사업의 국가·지방 사업별 분류
분류

사업명

농업인 복지지원(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농지연금,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농업에너지시설, 농기자
재산업육성, 중소식품기업, 외식업체 경쟁력강화(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식품외식종합자금), 농업가치 및
소비촉진제고, 가축위생방역지원(살처분보상금, 도축검사, 공동방제단), 축산분야ICT시설지원, 후계축산농
육성, 정책자금 융자지원(정책자금 금리보조), 농업재해보험지원, 농업기술개발(골든씨드, 농생명산업기술개
발,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기술사업화지원), 농업부문 직불금 지원(밭농업, 변동직불, 피해보전, 조건불
중앙정부사업
리, 경관보전, 친환경직불), 농산물수급안정조절지원(채소가격안정사업, 자조금지원, 비축사업), 축산물수급
관리(송아지생산안정, 축산물수급안정, 원유수급조절), 농업교육훈련(농업마이스터대학, 농업경영컨설팅),
수출인프라강화(외식산업 수출지원, 수출농식품 콜드체인구축, 농식품산업해외진출), RPC현대화사업, 스마
트원예단지기반 조성(ICT 장비보급), 원예ICT융복합시설, 기능성식품육성,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농식품
수출시설현대화, 생산기반조성, 농식품원료구매자금, 판매조직육성), 농식품바우처지원(취약계층영양공급)

중앙
지방공동

맞춤형 농지지원(농지구입, 임차임대용, 농지매매용, 교환분합), 농업기반정비(밭기반정비, 농촌용수개발,
소규모배수개선, 수리시설 유지관리, 용수개발), 농산물마케팅지원(농산물마케팅조직 육성지원, 산지유통종
합자금),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공영도매시장현대화, 공판장 출하촉진), 농공
단지조성, 거점APC건설지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조사료생산기반, 생산가공, 산지생태축산 원료구매 및 기
계장비, 기반시설, 농가사료직거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사
회적농업프로그램지원), 가축분뇨처리지원(공동자원화,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액비살포비, 자연순환농
업활성화), 농업환경보전사업(친환경농업지구 기반구축), 청년농업인지원(청년농 영농정착자금 지원, 창농교
육농장), 농촌고용인력 지원(인력중개), 고품질쌀유통(고품질쌀 브랜드육성),

들녘경영체육성(밭작물공동경영체), 과수생산유통지원(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유통시설현대화, 과실브랜
드육성, 과원규모화), 산지유통시설 지원(APC),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직매장지원, 직거래장터),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지원, 축사시설현대화, 지역단위푸드플랜지원(로컬푸드육성, 지역생협활동, 단체급식 등), 귀
농·귀촌 활성화지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6차산업화(생산유통), 농촌체험관
지방중심사업
광), 농촌생활기반지원(일반농산어촌 기초생활 기반확충, 농촌경관개선, 농촌중심지 활성화, 마을만들기), 농
산물 공동출하(공동선별비지원, 물류기기공동이용),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친환경농자재지원(유기질
비료지원, 토양개량제), 원예시설현대화(특용작물시설현대화지원), 농기계임대사업, 지역생활권협력(연계협력
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향토산업육성, 전통발효식품육성), 초등학교과일간식지원
자료: 연구자 작성.

예를 들어 들녘경영체육성, 품목육성 등 지역의 특성과 차별성이 중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이양을 고려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재정이양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사업도 위축되므로 대상사업이라고 하여 바로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반드시 재정분권과 연계되어야 한다. 또 기
금사업 등 재원구성도 지방이양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만 이러한 분류는
농정사업의 지방이양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농정사업에 대해 국고지원, 주관기관, 파급효과, 사업성
격 등 4개 기준을 적용하여 유형화하였다.69 (김수석 외 2010) 그러나 중앙지방의 공동담당 사업이 없는 점에서 이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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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방사업으로 분류한 사
례가 있다.

3.4.2. 농정사업 이양에 따른 재정변화
지방이양 대상으로 고려하는 사업이 2018년 농정예산에서 차지하는 비
중을 분석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1.9조 원에 이르고 있고, 이 중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수준이 1.57조 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는 균특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는 시행주체가 지자체가 아닌 사업이다. 지자
체를 통한 융자지원의 규모도 2,939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이양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분류된 농정
사업을 모두 지방에 이양하는 것은 많은 재정을 이양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 즉, 농업부문 재정이 1.57조 원 정도 이양되지 않으면 이양이 어렵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만 이양되고 지방재정 이양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위축되는 과거의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지방이양 대상사업
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재정이양의 정도에 따라 단계
별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
69

분류기사업 예시
분류

사업명
영농규모화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배수개선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다
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고부가가치종자산업육성사업,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 농작물 병해충방제지원사
업,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인심·약용작물계열화사업, 소비지유통활성화사업,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생산자융복합형 식품기업 육성지원사업,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사업, 과수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거
중앙사업 점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과원영농규모화사업, 농림기술개발사업,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 경영이양, 친환경농업, 조건불리지역,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농업인재해보험사업,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축사시설 현
대화사업, 축산종합지도(HACCP)지원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
립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농산물 물류공동출하사업, 인삼생
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농축산물 판매촉진사
업, 농산물수출업체 지원사업,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 농식품시설현대화사업, 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
지방사업
업, 친환경비료지원사업,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신기술보급사업,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농어촌관광휴
양자원개발사업,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낙농체험 관광사업,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농어촌자원 복합
산업화지원사업, 농어업기반정비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광역클러스터 활성화지원사업
자료: 김수석 외(2010)를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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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국가지방 사업별 예산규모 분류
단위: 백만 원
구분

예산규모

중앙정부사업

4,494,423

중앙지방공통사업
지방이양대상사업

지자체

융자
439,300

1,019,931

2,666,182

633,509

1,621,467

1,915,410

1,566,111

293,85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8)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구분한 사업
범주에 따라 재작성.

예를 들어 이양대상사업의 재원에 따라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다. 즉
제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금은 재원 조달원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
고 사용범위도 기금의 취지에 적합하게 구성되므로,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정부회계에 의한 사업을 보다 먼저 이양하는 것을 먼저 고려하
는 것이다.
지방이양대상사업을 재원에 따라 분류하고,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6-8>. 이 분류에 따르면 일반 및 농특회계
예산사업의 지자체 보조금 규모가 약 2,700억 원으로, 앞서 제2장에서 추
산한 농식품부 소관 재량지출 예산의 감축액(2020년) 범위(2,000억~4,600
억 원) 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식품부 재량지출 예산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면 이들 사업을 우
선 이양하여 대신 늘어날 지방재정이 감당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일
것이다. 1조 원 남짓한 균특회계 보조금은 범정부 차원에서 계획 중인 ‘기
능 이양에 따른 지방이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므로 다음 순서가 될 것이
다. 나머지 기금사업은 기금 재편 등 농업재정구조의 변화에 따라 순차적
으로 이양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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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지방이양대상사업의 재원별 분류 및 對지자체 국고보조금
단위: 백만 원
사업재원

사업명

일반회계 및 농특회계

들녘경영체 육성,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지역단위 푸드플랜
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농산물 공동출하, 친환경농자재지원,
농기계임대,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 등

균특회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농촌생활기반지원 등

기금

과수생산유통지원, 산지유통시설지원,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 축
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 축사시설 현대화, 학교급식센터 운영활성화,
원예시설 현대화 등

對지자체 보조금
266,703
1,002,990
172,81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8).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구분한 사
업범주에 따라 재작성.

4. 농정사업의 지방이양 보완과제

4.1. 중앙농정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한 과제
4.1.1. 농업기술보급과 종자관리 지방이양 사례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농정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한 사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농촌지도사업의 지방이양으로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지방정부 소속으로 전환한 것이고, 둘째는 일부 도
(경기, 충북, 강원)에 종자관리소 기관을 이양한 사례이다. 도 농업기술원

의 사업은 ｢농촌진흥법｣에 의해 필요한 재정과 함께 조직 및 인력이 함께
지방이양되었다. 종자공급소 사업은 재정이양 없이 기능만 이양되는 사례
로 차이가 있다.
도 농업기술원 이양 사례를 보면, 지자체의 여건과 상황에 부합하는 농
업기술보급사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1997년 1월부터 도 농촌진흥원 및
시·군 농촌지도소 연구·지도직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지방이양을 추진하
였다. 당시 인사·예산권도 각 급 지자체장에게 이양되었으나 ｢농촌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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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농진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사업에 대해 조정할 수 있고,
시범사업 등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제15조, 제16조). 실제 농업기
술원의 최근 예산구조를 파악해보면 대략 60% 내외의 도비와 40% 내외의
국비로 운영되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의 경우 원장과 국장(혹은 부장)을 국
가직공무원으로 임명해야 하는 규정의 제한이 있다. 재원과 인력을 지방이
양하고 국가와 연계성을 강화한 것은 재정확보 면에서 유리한 장점이 있
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강하면 도의 자율성이 낮아진다. 그에 따라 도 행
정의 농정기획과 집행에 있어 농업행정에 의한 사업적 접근기능과 기술보
급의 업무 간의 연계성 부족 및 중복성 발생 등을 초래하여 비효율이 발생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다른 한편으로 종자보급사업(종자관리소)의 지방이양 사례를 보면 재정
이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자보급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지
역의 선호도에 적합한 보급종을 공급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충북도에 대해
지방이양을 추진하였다. 이 경우 사업이양만 되고 조직 및 재정이양이 되
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처럼 국고지원이 없는 지방이양으로 인하여 장비노후화 대체 및 인력
운용에 대해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사업이 위축되기도 한다. 또
종자선택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으면서 지역이 보급기능만 담당하도록 하
는 부분 사업기능이양도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종자
선택이 어려워서 도 기술원에서 개발한 종자도 보급하지 못하고 있어 이양
효과가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충북의 종자보급사업은
농식품부로 다시 사업 복귀가 이루어졌고, 지방재정이 양호한 경기도만 남
아 있지만 재복귀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4.1.2. 농정사업 이양과 재정이양의 연계 강화
농정사업의 지방이양은 단순한 권한 및 기능이양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
고, 농정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과 조직의 이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는 요구가 많다. 지방분권에는 사업이양-재원이양-조직이양 등이 함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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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야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정사업만 이양하는 것
은 지방재정의 부담만 초래하게 되어 실효성이 없다. 또 농정사업의 지방
이양에서 사무만 이양되고 권한과 재정이 이양되지 않으면 갈등만 발생한
다. 사업이양은 인력(운영비)과 재원이 함께 이양되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지방사업이라도 재정이양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는 것을 보여준다.
과거 참여정부시절 지방분권의 추진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일부를 지방
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양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보전하
기 위하여 분권교부세를 도입한 사례를 참조할만하다. 분권교부세 운용기
간은 2005∼2009년으로 하고 이후 보통교부세로 통합하였다. 농림부는 경
상 및 비경상적 사업으로 9개, 농촌진흥청은 9개 사업을 대상으로 분권교
부서를 2008년에만 농림수산 410억 원 중 농업비에 249억 원, 농촌진흥비
에 91억 원을 배정하였다.70
이와 같이 농정사업의 지방이양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산출하여 재정이양을 함께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이 재정수요
를 산출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다. 이는 모든 자치단체가 해당사업에 대해
<표 6-9> 참여정부의 항목별 분권교부세 배정내역 사례
단위: 억 원, %
산정항목

2007년

2008년
5,264

5,902

3,792

4,319

문화재비, 문화관광비, 공공도서관비

601

655

농업비, 농촌진흥비, 임업비, 수산비

356

410

435

454

62

64

총계
사회복지

노인복지비, 장애인복지비, 아동복지비, 기타 복지비

문화관광
농림수산
공공근로비

여성인력개발비
자료: 행정안전부(2008). 분권교부세 산정내역; 배준식(2008) 재인용.

70

배준식(2008). 분권교부세제도의 실태와 합리적 개선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 20, 2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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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자체별로 해당사업의 수요가
표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의 사업실적만을 가지고 재정수요를 산출하여
지자체별로 재정이양을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농정사업 지방이
양에 따른 재정이양의 범위를 산출하는 전문적인 조직이 정확한 분석을 바
탕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이양 규모를 산정하여야 한다. 지방재정 확충
이외에도 농촌진흥사업과 같이 법에 근거하여 농정분야에 대해서는 이러
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지방교부하는 농정사업 교부사업을 도입할 필요
가 있다. 이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이양을 확대
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지치단
체별로 농정사업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를 분석하여 분권교부세와 같이 재
정이 함께 이양되어야 농업·농촌부문의 재정투입 위축을 보완할 수 있다.

지방분권에 대응한 농정추진체계 개선 방안

1. 농정 분권화의 특징

정책추진체계란 정책의 법적기반 도입(법률) - 정책 목표설정 및 세부사
업지침 등 계획수립(농발계획 등) - 재정규모 설정 및 예산확보 - 사업신청
및 배정, 실행집행 등 사업추진 - 성과관리 및 평가, 환류 등 일련의 과정
의 제도적 기반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중앙집권적 농정은 중앙정부가
농정사업의 목표, 정책사업의 세부지침, 그리고 사업별 사업량(예산) 배분,
환류로써 개선 등을 결정하고, 이를 대리하는 주체인 사업시행 주체를 통
해 사업추진을 하는 구조로 농정주체간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사업시행주
체중 하나로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지침 한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
는 역할만 담당하고 있다. 이런 중앙집권적 농정체계는 지역의 특성을 충
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지역농정이 위축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중앙집
권적 농정추진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농정의
분권화이다.
반면 농정의 분권적 농정추진체계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정책의
사결정 권한의 일정 부분을 지방에 이양하여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확대하여 주고, 이에 필요한 재원도 이양하여 지역 스스로 농업·농촌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71 이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
71

정책의 의사결정권이란 정책사업의 선정, 사업규모 결정,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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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업에 대해 자체재원을 일부 매칭하여 집행하는 체계에서, 이양된 사
업에 대해 지역이 자체 재원을 가지고 스스로 정책목표와 방향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성과관리 등의 책임성도 강화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물론 농정분권이라고 하여 모든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
앙집권적 농정추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농정에 대해
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있다. 국가와 지방이 동시에 책임을 지는 부분
도 많다.
이처럼 농정의 분권화는 중앙정부 정책의사결정에 의한 자원배분의 발
전전략과는 달리 지역이 여건과 특성, 선호도를 고려하여 자율적 선택에
의한 자원배분을 확대하는 발전전략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로 중앙정부가 결정하던 것에서 지역적 특성이
큰 사업에 대해 일정 부분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이다.
중앙정부 중심의 농업·농촌발전전략에서 지방의 자율적 선택과 정책결정
에 의한 발전전략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중앙집권적 농정추진체계와 지방분권적 농정추진체계의 차이점을 정리
한 것이 <표 7-1>이다. 먼저 농업·농촌발전의 책임에 대해 전적으로 국가
가 가지고 있던 것에서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지역의 책임성을 확대한 것이다. 정책의 목표, 재정규모 및 세부 추진전략
등에 대한 정책 의사결정권에 있어서도 중앙집권적 농정체계에서는 중앙
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분권화는 일정 부분 지방정부에
이양한 것이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기준에 따라 농정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서 지방농정이 자체사업의 비중을 확대하게 되고,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지
방정부가 정책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된다. 재정 부담에 있어서도 중앙집권
적 농정에서는 사업별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대
부분의 재원은 중앙정부가 조달하게 된다. 반면 분권화된 농정체계에서는
지방정부도 재정조달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원과
자체사업에서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업지침을 스스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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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중앙집권적 농정체계와 분권적 농정체계의 차이
구분

중앙집권적 농정체계

분권적 농정체계

농정의 책임

국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정책의사결정 주체

중앙정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주체

중앙정부(지방비 매칭)

중앙정부+지역자체재원

추진방식

국고보조사업 확대

지방 자체사업으로 이양

성과관리 주체

중앙정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농가와 피드백 관계

부족

농가 참여 확대

자료: 연구자 작성.

정책의 성과관리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성과관리는 정책 의사결정권의
소유에 따라 결정된다. 중앙집권체제에서는 정책개발자가 성과관리의 책임
을 가지게 되고, 사업시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를 위한 피
드백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는다. 반면 분권형 농정에서는 정책개발자와
사업시행담당자인 지자체가 일치하여 상시적인 피드백과정을 통하여 문제
점을 쉽게 개선하고, 성과제고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능하다.
농정의 분권화가 이루어지면 농정의 객체로서 사업 수혜자에 불과한 농
가가 정책사업 결정에 참여하는 자치농정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중앙집권적 농정에서는 농가는 정책의 대상자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분권화에 따라 지역에서 농업인이 스스로 선택한 사업에 대해 정책화를 요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체자로서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농가의 자기 책
임 하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을 선택하고 추진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책임성
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농정의 분권화는 농업·농촌발전을 목표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도
록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농정추진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즉, 분
권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농업발전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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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정 분권화의 기본방향

2.1. 농정 분권화의 기본방향
지방분권에 대응한 농정추진체계 개편은 농업·농촌부문에 투입되는 재
원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정성과를 제고하여 궁극적으로는 농
업·농촌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기준에 부응하는 제도
적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동안 농정성과를 제고하고자 한 지방농정
활성화 과제를 더 촉진하는 것이 방향이다. 농정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대리
인 모형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있어 지방분권의 논
리는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간의 역할분
담을 추진하고, 협력적 관계를 구축한다.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
록 하는 자율성과 지역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방농정 추진에서 나
타나는 문제점인 정치적 요구, 소액 다수의 사업으로 분산되는 등의 문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농업발전계획에 의한 재원배분이라는 계획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그 계획의 수립에 농업인이 참여하는 자치농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역농업발전계획의 수립에 의한 체계적인 농정추진, 그
리고 그 계획수립에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자치농정
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농정의 분권화를 위해서는 먼저 중앙-지방의 농정역
할분담 구축과 그에 따른 농정사업의 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재정 이양의 정도에 따라 농정사업의 지방이양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사업이양이 안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의 자율성과 특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의 개편을 추진하여야 한다. 국고보조사업
의 통폐합을 통한 지역의 선택범위의 확대와 세부 사업지침에 있어서 지역
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추진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원
활히 이루어지도록 농정에서 중앙-지방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도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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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농정추진체계의 분권화 기본방향

목표

추진
전략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와 농정성과 제고로 농업농촌발전 촉진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과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지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율성 제고, 책임성 강화
■ 지역농업발전계획에 의한 자치농정체계 강화
■
■

중앙-지방 농정역할 분담
농정사업 지방이양

국고보조사업 추진체계 개편
사업통폐합, 지역선택권 강화

주요
대응
과제

중앙-지방, 지방-지방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농정 강화를 유인할 수
있는 협력적 지원쳬계 강화

지방농정의 역량강화

· 농정사업에서 조직-인력-재원이 구축되도록 지방이양범위 설정
· 직접지불제 등 중앙정부가 직접 담당하는 농정사업을 확대, 강화
· 다수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의 인력부족 문제 개선
· 국고보조사업 통폐합, 포괄보조 및 사업지원 기준 재정비 추진
· 기금사업 재정비, 역할분담 개선
· 지방비 부담초래 사업에 대한 평가, 농정사업지참에
대한 지역의견 반영, 지방이양비용 평가를 통한 재원확보 유도
· 농업농촌기본법에 중앙-지방농정협의체 도입 제도화
· 지역에서 농업농촌에 재원배분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체계 강화
· 지역불균형에 대응한 차등지원제도의 도입
· 지역농업발전계획의 실질화, 지방농정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보, 지방농정 개발을 위한 통계지원체계 구축
· 도와 시군 농정 간의 권한과 역할 분담, 협력체계 구축

자료: 연구자 작성.

농정의 분권화에 따른 농업부문 재정투입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중앙
정부의 유인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농업 중심의 지자체일수록 재정
기반이 취약하여 농업부문 재정투입이 어려울 수 있다. 물론 현재도 농업
중심의 지자체일수록 농업부문 재정투입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지
방의 농정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농정사업 지방이양과 재정분권이 이루어지면 지역의 책임성이 더 커진다.
지역이 스스로 선택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여건변화에서는 지역의 농정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
의 최적 농정사업을 개발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이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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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 높은 성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성과관리도 강화하여야
한다. 그만큼 지역의 농정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농업인 주
민이 가장 선호로 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민참여 농정을 강화하
여야 한다. 단순히 지방분권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치농
정을 실현하는 농업인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2. 농정의 분권화 추진협의체 도입
농정분권화 추진은 단순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계획에 따라 소극적으
로 대응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 정체되어 있는 농업·농촌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전략의 도입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
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 지역농정 활성화 대책의 효과를 더 극대화하는 것
이다. 농정분권은 농정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의 자율적인
선택을 확대하고, 동시에 지역의 책임성도 강화하고자 하는 변화이다. 이
러한 지방분권은 농정체계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범정부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는 제시되고 로드맵이 마
련되어 있지만, 농정분야에서 농정분권화 방안을 논의하는 대책은 제시되
지 않고 있다. 농정의 분권화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대한 전망이 제시되지 않고, 이를 위한 논의도 없다. 지방농정에서도 농정
분권화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 검토가 미
흡하다. 농정의 분권화는 일부 사업의 지방이양만을 내포하지 않고 농정
전반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사업이 지방이양이 되고, 지방의
자체사업이 확대되면 중앙농정과 경합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농정
의 개편이 요구된다. 그만큼 농정전반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또 농정의 지방분권이 추진된다고 하지만 지방
농정담당자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도 부족하다. 지방분권에 적
합한 지방농정역량을 준비하는 것이 부족하다.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는 것
에 따라 농정부문의 보완대책만 마련하여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는 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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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가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모델이 될 수 없고, 지역농정 활성화의
올바른 길이 되지 못한다.
농정의 분권화는 한 주체의 의사결정에 의해서만 추진될 수 없다. 농정
의 분권화는 한 담당부서에서 준비하고 추진하여서는 성과를 얻을 수 없
다. 농정에 참여한 이해관계자의 합의와 공조가 중요하다. 농업정책사업을
지방에 이양하여야 할 대상을 선택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이양하는 것
이 서로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농정사업을 추진하는 중앙농정
의 개편, 국고보조사업의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다양한 검토가 필요
하다. 농정사업의 지방이양되는 정도에 따라 중앙정부 농정이 담당하여야
할 영역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출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
불제 중심의 농정체계로 전환’이라는 농정개혁의 비전도 실현하는 방안으
로 농정의 분권화를 접근하여야 한다. 다음에 제시하는 바와 같이 농정의
분권화는 다양한 영역에서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추진되어야만 효과를 얻
을 수 있다. 특히 지역에서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는가를 인식하고, 이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여건변화에 적합한 제도변화와 지역단위에서 역량강
화를 위한 많은 준비가 있어야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농정 분권화를 준비하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농정 분권화를
위한 전략과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로드맵을 설정하여 연차별로 지속
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가 중심이 되어 부처 차원에서
농정분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이 적합하다. 농식품부 정책
담당자, 지방농정책임자(도농정국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정분권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여기에서 추진 방안을 합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지역에서도 지방분권에 대응하여 어떤 준비
를 하여야 하는지를 고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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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정 분권의 주요 개선 방안

3.1. 중앙-지방의 농정역할 분담과 농정사업의 지방이양
3.1.1. 농정사업의 지방이양
농정사업 중 지역이 담당하면 효과적인 사업, 지역적 차별성과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더 좋은 사업이 있다. 지방분권이 추진되면 이 사업들을 지
역에 이양하고, 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도 이양해야 한다. 다른 한편
으로 재정분권의 정도에 따라 농정예산이 변화하면, 그에 적합한 최적의
농정사업을 재편하여야 한다. 지역이 담당하여야 할 농정사업은 지방이 담
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농업·농촌부문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담당하여야 할 사업과 지방이양 사업, 국고보조사업의
개편을 강화하여야 할 사업 등으로 농정사업을 유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담당하도록
하면서 그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이양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 지방이
양을 추진하여야 한다.
인허가권 등 경상사업의 농정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이양이 가능하지만
재정수요를 동반한 농정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이양이 바탕이 되어야 하므
로, 그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방이양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이양이 늦어
질 경우에는 국고보조사업의 추진방식 개선으로 지방분권의 목적을 실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적 차별성과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농정성과를 제고하는 사업에 대
해서는 단계적으로 지방이양을 추진하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으로 이양할 경우 지역 내에서 재정확보 애로로 사업이 위축될 수 있
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반면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에 대
해서는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많은 농
정사업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성과제고에 효과적이기도 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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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농업·농촌의 기반유지를 위한 국가의 책임도 중요한 중간영역의 성
격을 가진 농정사업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바로 지방이
양을 하기보다는 포괄보조지원방식, 지역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협의지원
방식 등을 확대하는 농정추진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
농정사업의 지방이양을 추진할 경우 종자관리사업 이양사례에서 보듯이
권한과 재정이 함께 이양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과거 지방분권 추
진에서와 같이 국고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해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보완하
여 주는 방식과 같이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정사업의 지방이양 정도에 따라서는 중앙농정기능의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재정지원의 농정사업 추진 중심에서 경상사업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직불제사업 추진에서 상호의무준수 사항에 대한 점검, 식품안전관리
등의 경상사업이다. 지방농정을 지원-컨설팅하는 기능도 한 방안이다.

3.1.2. 지방농정국의 도입
농정에서 지자체가 국가적 사업의 위임사무를 지역에서 대리 수행하는
업무가 증가하였다. 지자체도 농업직불제 지원에 있어 공익적 기능수행 여
부를 확인하는 업무, 농지전용 및 농지관리 실태에 대한 관리업무 등 다양
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보다 중앙정부 위임
농정사무의 업무부담이 많다.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의 추진에서 보듯이 지
역으로 내려갈수록 농정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낮아 적합한 사후관리
및 성과관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중앙농정 수행을 위한 지
자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지방분권이 되면 가능한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방의 부담을 축소하
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앞으로 직불제 중심의 농정을 강화하고, 농업
부문 환경보전 실천 등 상호준수의무를 강화할 경우, 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는 많은 농정인력을 필요로 한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경우
지방농정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법률개정 및 제정에서 지방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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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더 많이 수행하는 것이 농업·농
촌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지자체가 중앙농정사무 부담에서 벗어나 지역농
업발전을 위한 자체농정사업 및 국고보조사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개
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중앙정부 농정사무에 대해서는 중앙농정이 지방농정국을 도입하여
자체적으로 국가 농정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즉, 중앙농정사업에 대한
지방이양이나 위임이 아닌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분산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가의 책임이 크고, 공익적 기능이 강하고,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영국, 프랑스 등 외국의 지방농정국과 같은 조직을 통해 국가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역할을 지역에 분산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정부가 일본 등 외국의 사례와 같이 지방농정국 등을 설치하여 직접 농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농정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
한 기능은 지역이 담당할 경우 정치적 관계, 인적관계 등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광역화된 지방농정국의 도입이 효율적일 수 있다.
지방농정국은 새롭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종자관리원, 일부 농지관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광역단위로
지방농정국을 두는 방안으로 조직개편을 마련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또
중앙정부 농정사업 중 지방이양을 추진하면 농정사업 축소에 따른 여유 농
정인력이 발생하는 것을 활용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다양
하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정 관련 사업추진주체의 역할 재정립도 필요
하다. 즉 지역의 특성과 차별성을 요구하는 사업은 지방이양을 검토하되,
사업에 따라 전국적 농정기능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다.

3.2. 국고보조사업의 실질적 통폐합, 지역 선택권 확대
지방분권에 대응하여 농정사업의 지방이양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지방분
권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 추진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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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지방분권은 농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과 실정을 잘
반영하도록 하고, 지역의 자율적 선택과 자기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
이 있다. 농정추진체계의 개선으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면 농정
사업의 지방이양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개편방향은 지역의 농정업무 수요를 축소하여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자체사업에 보다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농정의 문제점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지방농정 인력구조를 보면, 중앙단
위에서 정책개발하는 인력보다 현장에서 이를 집행하는 인력이 부족한 역
삼각형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는 정책목적과 취지
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추진함으로써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고보조사업 추진체계 개선과제로 다음을
설정할 수 있다.
첫째, 지방농정의 자체사업 추진을 위하여 직불제사업 추진 등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직접 담당하여 역할을 강화한
다. 외국의 경우에는 지방농정조직을 통해 직불제사업 등은 국가가 직접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 지방농정의 업무여력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도 지역조직을 가진 농업 관련 공사가 있으므로 이러한 조직을 활용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둘째, 국가보조사업의 통폐합을 통하여 중앙농정사업을 단순화하고, 지
방 농정인력 부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단순
히 사업통합을 추진하고,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해 세세한 지침
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세부사업으로 통합하는 것
은 재정운영의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만, 지방농정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사업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사업통합과
함께 국고보조사업의 실질적 포괄보조지원방식을 확대하여 지역의 선택권
을 확대해야 한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역이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보조사업이어야 한다. 중앙단위에서는 사업이 분리되어도
지역에서는 사업들이 서로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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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역의 자율적 선택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농업발전계획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서로 협의-심의하여 인정된 범위 내에서는 연차별로 통합하
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 협
약에 의한 지방지원과 같은 것이다. 이는 국가보조사업의 구체적 사업추진
지침에서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중앙정부
가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는 사업지침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므
로 지역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 외국의 농정추
진방식과 같이 지침에 의해 규정하기보다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역에서
선택하고, 이에 대해 협의하여 정부 승인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중앙이 재
정지원하는 계획적 지원방식을 참조해야 한다.

3.3. 중앙과 지방, 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농정추진체계 분석에서 지적하였듯이 지역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지
침이나 신규 농정사업을 개발하여 제안하여도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
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농정추진체계에서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
성을 제약하는 요소들이 많고, 이러한 요소들이 농정성과를 저해하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 농정에서도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
는 것이 농정사업 지방이양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이다. 이는 중앙과 지방
농정 간의 협의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되는 지방의 자체사업과 중앙농정사업 간의 중복 해소 혹은 역할분담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가 재정이양 없이 일방적으로 사
업이양을 하거나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는 등의 정책적 결정에 대해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지방비 부담의 확대는 지방농정의 자율성을 크게
제약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농정성과를 제고하고 농업·농촌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지역이 농정 의사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는 중앙과 지방의 농정협의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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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는 것을 ｢농업·농촌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식품부 장
차관과 광역자치단체 행정부지사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방의 농정협의회
를 도입하고, 정례화하여 농정추진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마
련하자는 것이다. 이는 지방분권 추진방식에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방안에 대한 농정부문의 대응과제이다. 현
재도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비정기적 협의회가 있지만 제도적
으로 보장된 권한관계가 아니므로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기초단체장과의
농정협의체는 비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중앙-지방의 농정협의체는 농정사업지침의 개선, 농정추진방식의 개선
요구, 사업통폐합의 방향설정 등을 협의하고 반영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지역에서 가장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 세부지침의
지역 적합성 부족을 개선하는 역할도 담당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지방
비 부담을 초래하는 농정사업의 도입에 대한 부담비용 평가, 지방이양사업
에 대한 비용부담 산출 등을 담당하도록 하여 이 기능을 강화한다.

3.4. 지방농정 강화 유인체계 도입
농정의 분권화가 추진될 경우 가장 큰 우려사항은 지역 내 선호에 의해
재원배분이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농업·농촌부문 재정투입이 현재 수준보
다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단위에서 농정활성화의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보완하여 농정에 대한 재정투입의 감소우려를 축소하
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농정사업에 대해 농촌교부사업을 확대하는 국고보조사업
의 포괄보조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지역의 선
택권이 높은 방식으로 포괄지원하는 일본의 농촌교부사업과 같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농정의 성과를 평가하여 보조지원의 규모를 지자체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한 방안이다. 이를 위해 지방농정의 성
과관리를 강화하고, 성과평가기능을 강화하여 지원한다. 외국과 같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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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계획에 대한 사전협의제 도입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재정투입에 대해 사전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농업·농촌지역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낮다. 재정분권에 대한 보완대책으
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고보조사업에서 농촌지역에
보다 유리한 지원이 되도록 차등보조율, 차등지원 등의 제도도입을 고려하
여야 할 것이다.

3.5. 지방농정 역량 강화
3.5.1. 지역농업발전계획 실효성 제고와 지방농정 거버넌스 강화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이 이루어지면 중앙정부의 책임이 일정 부분 지역
으로 이양되는 것이다.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지방농정이 무엇보다도 중요
하게 된다. 확대된 지방재정기반과 사업영역에 따라 지역이 해야 하는 역
할과 과제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농업·농촌발전이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
고, 지역은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이
추진되면 지방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된다.
주민자치제의 강화와 같이 농정에서도 농가의 의견이 반영되는 자치농
정을 강화하는 것이 한 방안이다. 국고조보금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농정성과를 나타낸 것에서 벗어나 농업인의 요구,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는
자체사업을 확대하여 농정성과를 제고하는 것이다. 지역의 입장에서 농정
사업을 발굴, 기획하고, 그 결과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보다 중
점을 두는 지방농정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러한 것이 지방분권이 추구
하는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방농정은 실질적으로 지역의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강
화하여야 한다. 현재는 중앙농정에 대응하여 부수적으로 농업·농촌발전계
획을 수립하여 국고보조금을 확보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농발계획의 실효

지방분권에 대응한 농정추진체계 개선 방안

173

성이 낮은 상태이다. 앞으로는 지역 농발계획의 수립에서부터 농업인의 참
여를 강화하고, 그 계획에 의해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지방농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발계획의 실질화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국고보조사업의 지원
에서 농발계획에 의해 지원하기 위해 지방농정 담당자는 계획수립을 협의
하여 연차별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가 조금은 있다고 보고 있다. 7점 기준
으로 하여 평가하면 전체적으로 4.4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도 농정에
서는 지역농업발전계획과 정부 지원 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
이라고 보는 것이 4.7점에 이르고 있다. 농업인의 참여에 의한 농발계획과
이에 따른 지방농정 추진 등의 과정은 중앙정부가 지역 내에서 농정예산의
충분한 확보, 지역 내에서 정치적 요구에 의한 비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
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정거버넌스를 강화하여야 한
다. 농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에서 정책화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 자치농정기획을 강화하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
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한 방안이 농업회의소의 제도화일 것이다. 농민단체
의 농정참여를 확대하는 농업회의소 기능과 농업인이 참여하는 지방농정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지역 농발계획의 수립단계에
서부터 그러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방농정 활성화 방안을
농업인, 농민단체가 참여하여 지역에서 스스로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그 성과관리에도 농업인이 참여하는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러한 농업회의소가 될 수 있도록 법적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
재는 농업회의소의 법적기반이 없어서 그 역할에 한계가 있고, 재정기반이
취약하여 충분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다. 농업회의소가 지역 내 농정 거
번넌스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농업인
자치농정을 강화하는 것이 지방농정을 활성화하는 한 방안이다.

3.5.2. 광역 도와 시·군 자치단체 간 역할분담
농정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질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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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시행주체가 시·군 자치단체인 경우가 많고, 이는 시·군이 농업인과의 접
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농업·농촌은 지역적 특성이 강하고,
지역의 자율성이 중요하므로 시·군단위에서 농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
과적이라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단위가 광역자치단체로 설정
되고 이의 입법권도 강화되면 광역 도 단위의 농정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의 농정체계 변화를 보면 점차적으로 광역화된 추세로 전환
된 점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농정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면에서도 기초단
체 수준에서 지방농정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방분권이
확대될수록 도 단위 광역화된 농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역단위와 기초단위의 농정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역할분담을 추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 농정조직이 전문성(농정인력)을 가지고 시·군 농정
기획에 대해 지원하고,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군단위
농정사업에 대한 보완과 함께 중앙정부 농정사업의 통폐합 등으로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
농정의 사업조정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도 농정은 기초단체 농정기능을 지원하고, 재원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기초단체 지방농정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
하여 농정사업이 소액분산 지원되거나, 농정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종합적 조정을 위해서는 지역 농업발전계획에
의한 지원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지역 농발계획이 실질적 효과를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 조정하고, 협의하는 기능을 도 농정에서 담당하는 것이 필
요하다. 외국의 농정을 보면, 지역농업발전계획에 대해서 지역농정국 등이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지역에서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점을 참조할 필
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농업발전계획의 실천성을 제고하고, 중앙농정과
의 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나아가서는 시·군 간의 연계사업을 촉진하는 도 농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경쟁력 제고의 측면에서 지역 간 연계사업, 광역화사업이 필요하므
로 이를 담당하는 도 농정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록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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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1

2018년 농림축산식품산업 표준 프로세스

분류

기초 및
계획단계

추진단계

프로세스

주 관

시 기

사업지침
안내

농식품부

N-2
12월

농식품사업
수요조사

자치단체

N-1
1~4월

· 지자체는 농식품사업 민간수요조사 실시

예산요구

농식품부

N-1
5월

· 자치단체 사업수요 및 예산반영여부 검토

내역사업
확정

기재부
농식품부

N-1
9월

가내시

농식품부

N-1
9월

· 내역사업별 정부안에 맞추어 자치단체

자치단체
예산편성

자치단체

N-1
12월

· 가내시된 내역사업에 맞추어 자치단체

확정내시

농식품부

N-1
12월

· 사업시행 예산 확정내시 및 통보

사업등록
접수

농식품부
자치단체

N-1
12월

· 공공기관, 단체 등 N년도 사업계획 등록

사업지침
안내

농식품부

N
1월

·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시달

자금배정

농식품부
자치단체

사업 연도

· 분기별 또는 일괄적 자금배정

자금신청

사업대상자

사업 연도

·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자 보조금 등 교부신청

사업시행

사업대상자

사업 연도

· 사업추진

이행점검

농식품부
자치단체

사업 연도

사업
실적보고

사업대상자

사업 연도

자료: 2018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주요내용
·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시달

· N-2년도 기준으로 내역사업별 예산 계상신청
·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부처안)
· 신규사업, 통폐합사업 등 내역사업 확정

사업계획 통보
예산편성(e-호조)
· e나라도움과 e-호조 간 사업 매핑완료
· 자치단체는 민간보조사업자 안내, 사업등록

· 감독기관 사업 추진 모니터링 및 온·오프라인 점검결과 등록
관리
·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 정산
· 집행잔액, 이자 등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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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2

균특사업의 2018년 시·도 자율편성사업 편성절차

프로세스

주 관

시 기

주요내용

기본한도
안내

기획재정부

당년도 4월초

· 시·도별 기본한도 통보

예산신청

시·도

당년도 4월말

· 37개 포괄보조금 사업을 대상으로 기본한도 내
예산안을 마련하여 부처·균형위에 예산신청서 제출

예산요구

각 부처

당년도 5월말

· 지자체의 예산신청서 및 균형위의 의견을
기초로 예산요구서 작성

예산요구
검토

기획재정부

당년도
6월~8월말

추가한도
안내

기획재정부

당년도 7월말

· 시·도별 추가한도 통보

추가 예산요구
검토

기획재정부

당년도 8월말

· 시·도별 추가 예산요구에 대한 적정성 검토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

당년도 9월

· 시·도별 기본한도를 유지하면서 사업내역 조정

· 정부안 확정 및 국회 제출

자료: 2018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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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3

지방분권에 대응한 농정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표

1. 지자체 지방농정 추진에 대한 조사
1) 현재 귀 지자체 농정사업 예산규모는(자체, 국고보조금 포함) 관내 농업·

농촌 발전 수준에 따라 필요한 규모에 비해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매우 적음
①

←
②

보통(평균)
③

④

→
⑤

매우 많음
⑥

⑦

2) 현재 귀 지자체의 농업발전 수준(농가소득, 농업생산액 등 기준)을 비슷

한 시·군과 비교하여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매우 낙후
①

←
②

보통(평균)
③

④

→
⑤

매우 발전
⑥

⑦

3) 타 지역과 귀 지자체 장의 지방농정에 대한 열정을 비교하여 평가할 때,

이전(2017년) 시기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의 경우에는 지방농정에
대한 관심과 의지의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합니까?
매우 낮다
①

←
②

보통(평균)
③

④

→
⑤

매우 높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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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정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한 농정예산을 확보하고자 할 때 타 지역과

비교하여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 어려움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
십니까?
매우 어려움
①

←
②

보통(평균)
③

→

④

⑤

매우 용이
⑥

⑦

5) 현재 농정사업 중에서 적정한 농정예산을 확보하기에 유리한 농정사업의

추진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방자치단체 자체자율사업

② 시장·군수 공약사업

③ 규모가 큰 고정시설 국고보조사업 ④ 지역자율성 있는 포괄보조사업
⑤ 기타:
6) 귀 지자체에서는 농업정책사업 선정과 추진결정에서 지자체장을 제외

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주체는 누구라고 평가하십니까?
① 지방 농정담당자 기획

② 지방의회 의원 요구

③ 농민단체 요구

④ 농업경영체 사업수요

⑤ 국고보조사업 유무
7) 귀 지자체는 국고보조사업의 선택과 추진하면서 해당 국고보조사업이

지역의 특성과 실정을 고려하여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선택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부적합
①

←
②

보통수준
③

④

→
⑤

매우 적합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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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역에서 농정사업을 추진할 때 지자체 농정담당자 수를 고려하면 국고

보조사업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추진하기에 국고보조사업 수 및 위임
사무 수가 많다고 보십니까?
문제 없음
①

←
②

조금 많음
③

→

④

⑤

매우 많음
⑥

⑦

9) 공모 국고보조사업이 지역별로 배분될 때 정치적 영향력 없이 모든 지

역에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지역별로 합리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평가
하십니까? (시·군 담당자만 응답)
매우 불공정
①

←
②

보통
③

→

④

⑤

매우 공정
⑥

⑦

10) 귀 지자체 농정에서는 어떤 성격의 농정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자체 자체자율사업

② 공모방식의 대형 국고보조사업

③ 소규모 포괄보조 지역개발사업

④ 메뉴신청방식에 의한 자금지원

11) 귀 지자체에서는 어떤 종류의 농정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선순위로 2개만 선택, 1순위:

2순위:

)

① 스마트팜 등 농업혁신사업

② 젊은 창업농 육성사업

③ 원예, 축산 시설산업 육성업

④ 농산물 유통 및 가공사업

⑤ 6차산업 등 지역산업 활성화

⑥ 지역생활기반시설 등 농촌개발

⑦ 농업생산기반시설
⑧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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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농정 활성화를 위한 농정추진체계
1) 현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역실정이나 특성을 적합하게 고려하여 추진하

여야 하는데, 이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① 농정사업의 세부지침(대상자 및 대상내영사업 선정) 부적합성(전국적

획일적 기준 적용)
② 농정사업 간 예산규모에서 지역과 적합도 부족(필요사업 규모가 작음)
③ 보조사업 집행에서 보고업무의 과중 등 엄격한 사업관리
④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자율성 부족
⑤ 기타 의견 :
2) 현 국고보조사업의 지침 등이 지역실정이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점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하십니까?(전체사업 평균적으로 평가)
매우 부적합
①

←
②

보통
③

④

→
⑤

매우 적합
⑥

⑦

3) 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별 예산규모 비중을 보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로 적절하게 사업규모가 배분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부적합
①

←
②

보통
③

④

→
⑤

매우 적합
⑥

⑦

4) 현재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배분이 지역별로 농업규모, 농가 수 등과 비교

할 때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시·군 담당자만 응답)
매우 불평등
①

←
②

보통
③

④

→
⑤

매우 공평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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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고보조사업 추진에서 지역의 자율성을 높여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추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① 추진대상사업 범위의 확대

② 세부 추진방법의 포괄적 허용

③ 사업규모의 탄력적 적용

④ 보고 및 사업관리 기능의 축소

6) 지역의 농업발전 및 농촌개발에 효과가 가장 높은 농정추진사업 방식으

로 확대가 필요한데 다음 중 어느 방식이 우선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평가하십니까?
① 지자체 자체자율사업

② 공모방식의 대형 국고보조사업

③ 소규모 포괄보조사업

④ 메뉴신청방식에 의한 자금지원

7) 현재 균특회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혹은 시·도자율편성사업) 추진이

공모방식인 국고보조사업과 차별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일하다
①

←
②

보통 차이
③

④

→
⑤

매우 큰 차이
⑥

⑦

8) 농식품부 국고보조사업 추진에서 사업별 예산배분, 세부지침 등 개선에

대해 지자체 의견제시가 어느 정도 잘 반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미반영
①

←
②

보통
③

④

→
⑤

매우 반영
⑥

⑦

9) 현재 지자체별로 5년단위 농업·농촌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가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이 계획수립 시 협의하여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지원한다면 지금보다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십니까?
거의 같음
①

←
②

조금 성과
③

④

→
⑤

매우 효과적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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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정추진체계에서 지역의 개선 방안 및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농식품부 장·차관과 시·도 행정부지사 등으로 구성된 농정협의체 설립을
｢농업·농촌기본법｣에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협의

한다면, 지역농정 활성화에 어느 정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합니까?
현재와 동일
①

←
②

보통
③

→

④

⑤

매우 효과적
⑥

⑦

3. 농정의 지방분권 의향
※ 현재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지방재정으로 이양) 추진으로 지방재정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 농업부문 국고보조사업이 축소되고
반면에 지자체 자체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분권으로 농정예산을 지방재정으로 이양시켜주고, 그만큼 중앙정부

농정사업을 지방사업으로 이양한다면 농업·농촌발전의 관점에서 현재
와 비교하여 지역농정 활성화에 어느 정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십니까?
거의 없음
①

←
②

보통(현재)
③

④

⑤

→

매우 효과적

⑥

⑦

2) 전체적인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 비교하여 농정의 지방분권화는 상대

적으로 어느 정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십니까?
분권보다 느리게
①

←
②

지방분과 동일(평균)
③

④

→
⑤

매우 빠르게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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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분권으로 중앙정부 농정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 현재보다 지자

체가 농정기획을 하여야 하는데 현재 기획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매우 부족함

←

①

②

조금 문제
③

→

④

⑤

문제 없음
⑥

⑦

4)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으로 지역의 재정이 확충되면 농식품부 농정사업

중 어느 정도를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현재 수준 유지
①

←
②

일부 이양
③

④

→
⑤

매우 많은 부분 이양
⑥

⑦

5) 지방분권으로 중앙정부 농정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서는 더 많은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데 현재 농정인력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매우 부족함
①

←
②

조금 부족
③

④

→
⑤

충분함
⑥

⑦

6) 지방농정사무의 증가에 따라 농정담당인력의 전문성 등을 위해 농업직

지방공무원 수를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현재와 동일
①

←
②

보통
③

④

→
⑤

매우 필요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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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분권으로 중앙정부 농정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 어떤 성격의 사

업을 가장 먼저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지역의 농업·농촌발전에 효과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위별로 2개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번),

(2순위:

번)

① 마을가꾸기, 농촌용수개발 등 지역농촌개발사업
② 지역활성화 체험, 지역전략식품산업, 전통식품, 축제 등 지역특색사업
③ 친환경자재공급, 친환경농업기반구축 등 친환경농업육성사업
④ 산지유통조직육성 및 산지유통시설, 공동출하 지원 등 산지유통사업
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커뮤니티조직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
⑥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업용수기반 등 농업기반조성사업
⑦ 귀농·귀촌육성, 창년창업지원, 농촌고용인력지원 등 농촌인력육성
⑧ 계약재배사업 등 농산물수급안정사업
⑨ 로컬푸드 매장, 직거래사업, 학교급식 등 직거래사업
⑩ 수출인프라강화 및 수출활성화사업
⑪ 농지교환분합 및 장기임대차 확대 등 농지 규모화사업
⑫ 첨단스마트팜단지조성, 노지채소스마트팜 등 첨단농업기반조성사업
⑬ 농축산물품질관리 등
⑭ 교통, 문화, 여가, 의료 등 농업인복지증진사업
⑮ 기타:
8) 지방분권으로 지자체 자체사업이 확대되면 지방농정에서 가장 좋아지는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① 다양한 지역특성에 적합한 차별적인 새로운 사업 추진에 유리
②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에 집중적인 추진
③ 사업내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추진
④ 농민단체 등 농업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의지 확대 유도
⑤ 기타 의견: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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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방분권으로 농정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축소되고 지자체 자체사업이

확대되면(국고보조사업 매칭예산 규모가 축소됨), 귀 지역에서는 농업·
농촌 예산비중이 지금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크게 감소
①

←
②

현재수준
③

④

→
⑤

매우 증가
⑥

⑦

10) 지방분권으로 중앙국고보조금이 축소되고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자체

자체사업이 확대되면 지방농정추진에서 불리한 점은 무엇입니까?
① 지방농정 추진에 필요한 재정확보에 애로
② 농업인의 요구로 인해 너무 다양한 소규모 사업이 추진
③ 경쟁력 제고 등 농업발전에 필요한 사업보다 정치적 요구에 의한 지

역간 나눠 먹기식 사업배분이 심화
④ 지역 내 갈등이 더 확대
⑤ 기타 의견:
11) 지방분권이 추진될 경우 농정사업 추진의 개편에서 다음 중 가장 먼저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중앙정부 농정사업의 지방이양
② 농정사업의 지방이양보다는 포괄보조지원방식 등으로 지원형태 전환
③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지침의 결정 등의 권한이양
④ 직불제 추진 등 중앙정부사업을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
⑤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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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방분권이 추진되면 지역에서 농정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농업회의소 등 농민단체 활동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매우 불필요
①

←
②

③

보통(현재)
④

→
⑤

매우 필요
⑥

⑦

13)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 지방정부는 자체사업 확대로 많은 인력이 필요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지방농정의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
는 인력을 축소하도록 직불제사업 등 중앙정부 사무를 지역에서 직접
담당하도록 지방농정국 설치를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산
물품질관리원, 종자사업소 등을 지방농정국으로 전환하고, 직불제 업
무 등을 직접 수행하도록 개편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부적합함
①

←
②

보통(현재)
③

④

→
⑤

매우 바람직함
⑥

⑦

14) 지방분권에 대응하여 지역농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현재의

농정추진체계 과제 및 요구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개선사항을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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