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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의 40년을 뒤돌아보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978년 4월 1일 설립된 후 40년 동안 급격한 산업화와 고도성장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정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오며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업적을 쌓아왔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수준의 농업·농촌경제 연구기관으로 자
리매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원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배님과 연구원 가족들
의 헌신적인 노력과 땀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구원 혼자의 힘으로는 여기까
지 올 수 없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농업계 유관기관의 도움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농업인의 지지가 있었기에 연구원이 40년을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이 걸어온 40년에는 우리나라 농림수산 정책의 변천과정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
니다. 개원부터 40년이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농업과 농촌의 발전, 농업인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우리 농정의 역사를 농업인·정부·농업계 모든 분들과 함께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개원 당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농어촌분야 정책수립 지원부터,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 1990년대 후반에는 외환위기 극복 및 농촌경제의 회생을 위한 농정개혁과 실천프
로그램을 제시하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이
에 대한 대응 연구와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2010년부터는 농업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연구와 4차산업혁명,
뉴노멀시대 진입, 감성사회로의 전환 등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비전과
발전방향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긴 세월 동안 연구원이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기관으로 중요한 역
할을 해 온 것은 무엇보다 우리 농업과 농촌의 가치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도시민의 60%가 “농업·농촌이 지금
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농업·농촌
의 가치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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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농업·농촌에 대한 기대만큼 연구원에 대한 기대도 높습니다. 연구원에 대한 작년도 고객만
족도 조사 결과 “연구원은 농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관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98%가 ‘그
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시기별로 농업·농촌의 현안과 방향이 변화하면서 연구원의 역할
과 규모도 늘어나고 꾸준히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농업·농촌이
여전히 중요하고 연구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에서는 우리 농업·농촌의 역사와 그 속에 녹아 있는 연구원
가족들의 노력을 담고자 했습니다. 연구원의 박시현 편찬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선후배
직원들의 노력으로 완성된 연구원 40년사가 많은 분들에게 의미 있는 기록물이 되길 바랍
니다.

흙이 없으면 싹을 틔울 수 없는 것과 같이 연구원의 지난 세월이 없었다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연구원은 올해 지난 40년을 뒤돌아보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
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농업·농촌·식품산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
으로서 저를 비롯한 연구원 직원들이 막중한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연구에 임해 우리 농
업·농촌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김창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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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온 길 돌아보며 미래를 꿈꾸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개원 40주년과 4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은 말없이 국민의 생존 터전을 일궈 온 진정한 공로자
였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40년 역사는 그런 노력과 공헌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40년을 지내면서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은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청년이 떠난
농촌에는 어르신만 남아 땅을 지켜 왔습니다.
농업은 더 이상 1차 산업에 머물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당당한 주인이어야 합니다.
농업은 더 이상 어르신들의 산업으로 굳어질 수 없습니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일구고 새로
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반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농업은 또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핵심 산업이어야 합니다. 통일 이후 북한의 황폐화된 농
촌을 어떻게 부양시킬지, 농촌의 경제인구를 어떻게 확보할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만이
고민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각 분야 최고 수준의 박사 80여 명을 포함해 200여 명의 연구원이 국
가의 주요 농업정책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동양 최대의 농업 분야 싱크탱크입니다. 또한, 전
국 읍면에 3,000여 명의 현지통신원, 200여 명의 시군별 리포터, 10개국에 11명의 해외 리포
터가 현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현장과 수요 중심의 연구를 중시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2015년 8월 전라남도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하였습니다. ‘현장
을 알면 답이 보인다’는 말처럼 대한민국 농업의 핵심 터전인 나주평야로 이전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나무도 옮겨 심으면 3년 동안은 뿌리앓이를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터전
을 다지는 낯설고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낸 모든 구성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농업은 생명의 산업입니다. 농촌은 모든 이의 생명의 터전입니다. 그렇기에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의 소명은 분명하고 역할 또한 매우 큽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소명과 역할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적극 힘쓰겠습니다.
명심보감 성심편에는 ‘欲知未來(욕지미래), 先察已然(선찰이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
를 알고 싶으면 먼저 지나간 일을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개원 40주년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발간이 지난날의 성과와 아쉬움을 함께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개원 40주년과 40년사 발간을 축하드리며, 연구원 여러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용태

4

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미래 농정의 비전을 제시하는 싱크 탱크가 되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원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
구원은 1978년 설립된 이래 지난 40년 동안 격동의 시기를 겪어온 우리나라 농업·농촌과 함
께해 왔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이 있듯 농업은 국가의 근간입니다. 그동안 우
리 농업과 농촌은 시장개방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적정가격 수준에서 웃돌고, 농촌 인구
감소로 지역개발도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
아지고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달라지면서, 농촌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자 하는 귀
농·귀촌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국내 농업은 기술이나 안전성 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뤄왔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스마트팜 도입을 비롯해 4차 산
업혁명이 도입된 신기술의 출현과 정부와 각 지방단체 협력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정책발굴
은 국내 농업 발전에 커다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지난 40년의 어려움보다 앞으로의 국
내 농업은 더욱 강한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대비를 위해서 농가의 가계
수지를 안정화하는 정책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귀농·귀촌한 청년세대가 농촌에서 자신
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
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앞장 서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40년 동안 쌓아올린 성과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에
담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농정에 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0년사가 한국 농업
과 농촌에 닥칠 어려움을 헤쳐 나갈 자양분이 되고, 미래 농업발전의 길을 제시해 주는 이
정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40년사가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농촌에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 노
력해 백년사로 이어지기를 고대합니다. 다시 한 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원 40주년을 축
하하며 임직원 모두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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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 기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립 40주년을 맞이하여 그 족적이 담겨있는 40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
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5번째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발
전을 위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농정의 길잡이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습
니다.
한국 농업의 주요한 순간순간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노고와 성과가 있었습니다. 1980
년대 시작된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앞서, 농업과 농정 구조를 재편해 우리나라가 시장개
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1993년에는 우루과이라운드 타
결 이후 농산물 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농업 구조를 개편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
는 농정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국정과제로 추진된 한·칠레, 한·미,
한·중 FTA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국토의 균형 발
전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이 주요 사회 현안으로 등장할 때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굵직
한 국정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시행, 농업과 식품의
연계 발전, 농식품 안전성 제고,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해외농업 개발·협력, 기
후변화 대응 등 주요 농정 현안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족적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40년은 이처럼 한국 농업·농촌·농정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
습니다. 이는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40년사는 한국농촌경
제연구원이 걸어온 역정(歷程),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쏟아부은 고뇌와 노력이 오롯이 담
겨있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지난 40년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몸담은 모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으며, 이는
농업·농촌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불평등의 심화, 양질의 일자리 확보, 급속한 고령화
와 경제 활력 제고,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등은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이자 농업·
농촌의 발전에서도 매우 중요한 현안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40년간 농업·농
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것과 같이, 농업·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설립 40주년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농정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성경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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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농업인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노력하는 연구원 되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40년 역사가 담겨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
립니다. 지난 1978년 홍릉에서 개원한 이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 정책과 현장의 주요 파트너
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산업화와 개방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 연구원이 우리
농업·농촌의 나아갈 방향과 길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 여러분의 투철한 사명감과 농업에 대
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이 걸어온 지난 40년은 한국경제의 본격적인 성장이 있었던 시기로, 우리 농정에도 중요한 변
화가 있었습니다. 1960~70년대에는 녹색혁명으로 쌀 자급을 달성하는 한편, 농업 부문의 노동력을 비
농업 부문에 공급하면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했습니다. 농촌에서는 새마을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농촌 개발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1980년대에는 식량증산에서 농가소득 증대로 정책을 전환
하였습니다. 이 시기 추진했던 비닐하우스 보급, 가축개량사업 등은 1990년대에 들어 시설재배작물의
연중 공급과 소비를 가능하게 했고, 생산성을 높여 농가소득 창출로 이어졌습니다. 1990년대 우루과
이라운드(UR) 협상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2000년대 들어 추진된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
정(FTA) 체결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투융자계획을 수립·추진하여 농업·농촌의 구조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해 농업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원은 농정의 조력자이자 나침반으로 든든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감
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농업은 농가소득 정체, 인구 고령화와 농촌 공동화 등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고, 더욱 빨
라지는 정보화와 세계화의 흐름은 농업에 더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역할과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은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질 뿐만 아니
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의 장이자, 국민에게 휴식을 제공하
는 공간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업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우리 농업이 농
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국민을 중심에 두고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
약의 발판을 마련할 때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농정 비전으로 제시하고, 농
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사람 중심의 농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
업·농촌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
러 농업인과 국민이 농정의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참여와 협력 기반도 구축할 것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농업인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연구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원 40주년과 40년사 발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40년간 우리 농정과 함께

김현수

걸어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발자취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 역사의
성과와 교훈이 향후 농업·농촌이 나아갈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연구원이 세계
적인 농정연구 메카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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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1988

1998

1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40년 발자취

사진으로 보는 연구원 40년
그림으로 보는 연구원의 변화

2008

2018

1

2
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원(1978.4.1.)
2 - 개원 시 연구원 전경(1978)

사진으로 보는 연구원 40년
1978-1987

1

2
3

4

5

6

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원(1978.4.1.)
2 - 1차 모내기(1978.6.)
3 - 전환기의 농정과제와 정책대안 국제세미나(1978.11.7.)
4 - 개원 1주년(1979.4.1.)
5 - 80년대의 농업전망과 농지제도에 관한 세미나(1979.8.30.)
6 - 본관 기공식(1979.10.17.)

1
2

3
4

1 - 본관 신축 공사(1980)
2 - 사무실 모습(1980)
3 - 체육행사(1981.4.)
4 - 제1차 농정자문협의회(1981.3.7.)

2
1

3

4

5
6

1 - 개발도상국간의 농촌개발협력 국제회의(1983.10.12.~20.)
2 - 연우회원 발족 회의(1984.1.30.)
3 - 모내기 봉사 활동(1986.5.26.)
4 - 민방위시범 교육(1986.10.15.)
5 - 추계 체육 행사(1987.10.15.)
6 - 노동조합 결성보고대회(1987.12.23.)

1
2

3

1 - 근로자의 날 기념(1988.3.10.)
2 - 연구원 전경(1988.12.)
3 - 별관준공(1988.12.14.)

1988-1997

1
2
3
1 - UR 농산물 무역협상에 관한 세미나(1989.11.13.)
2 - 개원 12주년 기념행사(1990.4.1.)
3 - 강보성 장관 초도 순시(1990.4.3.)

2

1

1 - 풀잎회 불우아동돕기 자선행사(1990.12.22.)
2 - 아시아 농업경제학회 제1차 학술대회(1993.8.9.~13.)

3

3 - 캐나다 농무장관 내원(1994.4.22.)

4
5
6
4 - 전 직원 수련회(1994.5.20.)
5 - 부설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설립(1995.9.27.)
6 - 연구원 입구 안내판(1997.7.31.)

1998-2007

1 - 제1회 농업전망 발표회(1998.1.19.)

2

1

2 - 연구동 준공식(2000.3.31.)

3
4

3 -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와 연구협력 조인식(2000.5.23.)
5

4 -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 및 개소식(2002.2.6.)
5 - 석란회 제1회 수석전시회(2002.3.27.~30.)

1 - 연구원 전경(2003.2.19.)
2

1

3

2 - 고건 국무총리 내원, 농정현안과 비전 보고(2003.8.7.)

4

3 - 동북아농정연구포럼 창립(2003.10.28.)

5

4 - 직접지불제 중장기 확충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2004.12.8.)
5 - 송년음악회(2004.12.21.)

3
1

2

4

5
6
7

1 - 연구결과 발표대회(2005.2.24.)
2 - 개원 27주년 기념식 및 신가치선포식(2005.3.31.)
3 - 토고미마을 자매결연(2005.5.19.)
4 - 농촌정보문화센터 개소식(2005.7.6.)
5 - 농업분야 국제협력의 과제와 추진전략 워크숍(2006.4.25.)
6 - 중국사무소 개소식(2007.11.1.)
7 - 전 직원 금강산 워크숍(2007.11.23.~24.)

2008-현재

1

4
2

3

5
6
7

1 - 세계농촌사회학대회(2008.7.7.)
2 - 탄자니아 공무원 농촌개발연수(2008.10.16.)
3 - KREI 현장토론회(2009.4.9.)
4 - 도서전시회(2009.6.29.)
5 - 제1회 논문경진대회(2009.11 25.)
6 - KREI리포터 연찬회(2010.4.8.)
7 - 쌀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2010.8.12.)

1

4

2
5
3

6
7

1 - FTA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설치(2012.3.8.)
2 - 농업·농촌의 중장기 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세미나(2012.3.28.)
3 - 보리 베기(2012.6.10.)
4 - 농촌사랑 직원 한마음 행사(2012.10.26.)
5 - 귀농·귀촌 정책의 발전 방향과 과제 심포지엄(2012.11.30.)
6 - 연구원 신청사 공모작(2013.2.14.)
7 - 개원 35주년 기념식(2013.3.29.)

5

1
2
4

6
3

7
8

1 - 연구원의 봄(2013.5.8.)
2 - 세종상황실 개소(2013.4.18.)
3 - 개원 35주년 기념 정책토론회(2013.4.3.)
4 - 쌀 관세화유예와 대외 경쟁력 정책토론회(2013.8.13.)
5 - 재도약을 위한 연구원 발전방안 워크숍(2013.11.27.~28.)
6 - 신청사 기공식(2013.11.28.)
7 - 신청사 건립 안전기원제(2014.2.27.)
8 - 국제농업파트너십포럼 출범식(2014.3.28.)

5
1

2
3

6
4

8
7

1 - 신청사 건립현장 전경(2014.5.)
2 - KREI리포터 연찬회(2014.6.18.)
3 - 전직원 수련회(2014.9.19.~20.)
4 - 기후변화시대의 식량안보 국제심포지엄(2014.9.25.)
5 - 농촌 봉사(2014.11.7.)
6 - 농촌진흥청과 정책연구협의회(2014.12.12.)
7 - 제13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2014.12.15.)
8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원(2014.12.24.)

1

5
2

3
4

6

7

1 - 신청사 건립 현장(2015.4.10.)
2 - 신청사 건립 현장 방문 워크숍 및 식목행사(2015.4.10.)
3 - 신청사 건립 현장 방문 워크숍 및 식목행사(2015.4.10.)
4 - 농업관측 블로그 기자단 위촉식(2015.5.11.)
5 - KAPEX 장기연수 입교식(2015.6.1.)
6 - 청사 이전(2015.7.21.)
7 - 청사 이전(2015.7.24.)

1
2
3
1 - 연구원으로 들어오는 이삿짐 차량(2015.7.21.)
2 - 자료실 서가 이사 준비(2015.7.21.)
3 - 별관 이삿짐 운반(2015.7.21.)

4
5

6

4 - 이사 후 텅 빈 건물(2015.7.22.)
5 - 나주로 향하는 연구원 이사 차량(2015.7.24.)
6 - 이삿짐 정리(2015.7.24.)

1 - 연구원기 하양식(2015.7.27.)
1

2

3

4

2 - 신청사 첫 전 직원 조회(2015.8.3.)

5

6

3 - 나주 첫 출근 환영(2015.8.3.)

7

4 - 나주 청사 게양식(2015.8.3.)
5 - 가족과 함께하는 KREI 새출발(2015.11.20.)
6 - 가족과 함께하는 KREI 새출발 기념 식수(2015.11.20.)
7 - 전 직원 단체사진(2015.8.3.)

1
2
3

4
5

6
7

1 - 전 직원 수련회(2016.4.29.~30.)
2 -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2016.12.23.)
3 - 1사 1촌 자매결연(2016.12.27.)
4 - 최우수 연구기관상 수상(2017.5.8.)
5 - KAPEX 장기연수 입교식(2017.6.12.)
6 - 제12차 동북아농정연구포럼(2017.10.12.)
7 - 감따기 봉사(2017.10.23.)

1

2

1 - 시무식(2018.1.2.)

3

2 - 연구원의 겨울(2018.1.11.)
3 - 농업전망 2018(2018.1.24.)

그림으로 보는 연구원의 변화
예산의 변화

인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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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연구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농정연구 플랫폼 구축
세계화시대 농정연구산실로 도약
21세기 새농정 패러다임 설계
신성장동력 모색과 정책지원 강화
홍릉시대 마감과 나주시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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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경영연구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뿌리인 농촌진흥청 농업경영과
농촌진흥청의 전신은 농사원으로, 1956년 한국 정부와 미국 원조당국 간에 「농사교도사업발전에 관
한 협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1957년 1월 29일 「농사교도법」이 제정되어 권농일인 6월 15일에 농
사원이 발족하게 되었으며, 초대 원장으로 정남규 박사가 취임하게 되었다. 1961년 7월에 농림부의 ‘지
역사회개발사업’과 농사원의 ‘농사교도사업’을 통합하는 「농촌진흥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농
촌지도사업을 총괄하는 ‘농촌진흥청추진위원회’가 가동되었다. 그 결과 1962년 4월 1일에 농촌진흥청이
역사적인 발족을 보게 된 것이다.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연구소의 시작은 농사원 농업시험장 경영기술과 경영계라고 할 수 있다. 1961년
10월 2일에 농사원이 기구 개편되면서 농사원 시험국 농공이용부 농업경영과가 신설되었다. 이 당시에
는 대학에서도 농업경영학과가 생기고 농업경영학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1962년 4월 1일에 농
사원이 농촌진흥청으로 확대·개편되었고, 이때 농사원 시험국 농공이용부도 농촌진흥청 농공이용연구
소로 개편되었으며, 농업경영과에서 농업경영 조사연구를 담당하게 되었다. 초대 농업경영과장은 최영래
씨였다.
농업경영과가 발족한 초기의 성과는 기존의 농가조사연구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였다. 주요 업무가 기
장조사로서 선정된 농가에 기장을 시켜서 조사하는 방법으로 정확성이 떨어지고 조사보고서의 활용도
또한 낮았다. 진흥청에서는 농업경영과의 조사연구가 분석을 통해 농가경영개선 및 농산물유통개선 등
농업경제분석 수준의 연구를 필요로 하였다. 좀 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이며 실용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1963년 10월 5일 농공이용연구소를 농촌진흥청 시험국 농업경영과로 옮기고 지도국의 김동희 과장을
영입하였다.
이 시기에 농촌진흥청 각 분야의 시험장과 연구소에서 많은 시험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그것이 농민들
에게 신속하게 보급되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농정시책에도 활용될 수 있어야 했다. 그런데 조사연구
결과가 농가에 보급되려면 경제성이 있어야 했다. 연구결과가 경제성이 없어 농촌과 농가의 현장에 접목
되지 못하면 그것은 이론에 불과하고 농가 보급과 시책화도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은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농업경영과의 확대가 어려웠고, 이 때문에 연구 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경제 분석
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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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경영과를 농업경영연구소로 확장 개편
정부에서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농어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전국에 주산단지를 조성하고
식량의 자급률을 높이고자 ‘식량증산계획’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수출 위주의 제조업 중심 경제개발계획
을 추진함으로써 도농간의 격차가 커지게 되어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경영연구와 경제분석의 필
요성이 더욱 부각되기 시작했다.
농촌진흥청은 시험국 농업경영과를 농업경영연구소로 확장 개편하고 연구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
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67년 9월 8일에 농
업경영연구소를 발족시킬 수 있었다. 초대 연구소장에
는 김동희 과장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연구소를 이끌
어 갈 인재들이 부족하였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가 어려웠다. 당시 연구소 인원은 소장, 연구과장(2),
연구관, 연구사, 관리과 직원, 기능직 등을 합하여 19
명에 불과하였다. 그래서 조사연구를 발전시키는 데에
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
김동희 소장은 1968년에 이스트웨스트센터(East West
Center) 자금으로 미국 하와이대학 농업경제학 박사과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연구소 현판식 사진

정을 밟기 위해 8월에 하와이로 떠났다. 마침 1968년 5
월에 농림부의 농정차관보 김인환 박사가 농촌진흥청

장으로 부임하면서 김동희 소장 후임으로 1968년 10월 2일에 윤근환 박사를 발령하였다. 윤근환 박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농촌진흥청 농업시험장 연구조정과장으로서 시험연구행정 경력이 뒷받침되었다.
이때에 정부에서는 1967년 가을부터 ‘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 사업의 추진을 위
해서는 농특사업에 대한 경제분석이 필요했다. 그래서 농림부는 농업경영연구소에 경제분석에 필요한
작물별 표준수익성조사를 의뢰해 왔다. 이때부터 표준수익성표를 시산해서 만들게 되었는데, 이는 이후
농업정책 결정에 중요하게 활용되었다. 그 결과 농업경영연구소의 입지가 농림부로부터 확고하게 되었
으며, 경제성분석의 기초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그 당시의 경영연구소 직원에 대한 처우는 취약하여 월급도 낮았고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나 성과급부
도 없었다. 그러나 연구소의 미래를 보고 오는 인재들이 있어서 연구소는 이들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대
부분이 연구소에서 경력을 쌓아 대학으로 진출하는 데에 매력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이때에 입
사하여 연구원이 만들어지는 후일까지 큰 역할을 해온 분들이 많았고 각 대학의 관련학과와 관련기관
으로 진출하여 연구소의 위상을 높인 분들이 많았다.
품목별 표준수익성 조사자료는 이후에도 계속 활용되어 농특사업 경제성 분석의 지침서가 될 정도로
농림부의 활용도가 높았다. 결국 조시형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보고에서 농특사업에 대한 경제분석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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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며, 이것을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연구소가 담당하여 잘 수행하고 있고 농업경영정책에 도움이 크므
로, 연구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서중일 과장과 허신행 박사의
도움을 받아 농산물유통에 대한 연구와 자료분석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농업경제 전반으로 연구범위가
확대하면서 인력 보충도 함께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농지법」 초안과 이에 부수되는 농업지대 구분
등이 김성호 박사팀에서 연구되어 자료로 활용되기 시작하였고, ‘농업기계화 10개년계획’ 초안 및 이에
부수되는 자료들도 이때에 나오게 된 것들이다.
이때부터 중요한 연구결과는 즉시 농림부에 시책건의자료로 만들어 브리핑하였고, 위탁받는 정책연구
나 지적된 문제점 등은 이를 보완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였다. ‘농업기계화 10개년계획’ 초
안은 당시 경제기획원에 직접 보고하여 좋은 반응을 받았던 정책 제안으로 연구소의 역할을 돋보이게
한 과제들이다.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연구소에서 농림부 국립농업경제연구소로
주요 연구 결과를 농림부에 정책 건의하게 되면서 농업경영연구소가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의 정책개발
과 농정추진에 필요한 연구기관으로 부각되었다. 윤근환 소장은 뛰어난 정무감각과 부지런함으로 농림
부의 각 국, 과가 정책수행에 필요한 과제들을 연구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연구 결과들은 농림부 국, 과
는 물론 경제기획원, 청와대 등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브리핑하면서 연구소의 존재감을 대외에 알리
는 데에 앞장섰다. 특히 1967년 이후 정부가 추진한 ‘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품목
별 표준수익성자료”를 만들어 농가경영지도의 지표로 삼도록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정부정책 수행에 크
게 기여하였다. 이렇게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농림부 소속의
농업경영연구소로 승격시키는 것이 논의되었고 청와대에도 보고되었다.
1970년 1월에 박정희 대통령의 농림부 초도순시 때에 ‘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에 대한 경제분석의 필
요성을 말하자 그 자리에서 조시형 장관은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연구소를 농림부 농업경영연구소로 승
격시켜 그 일을 전담시키겠다고 보고하였다. 당시까지 정부는 농정연구에 대해서는 대체로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조사부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정부가 농업경영연구소를 농림부 소속으로 격상한 것은 농림
부가 경영연구소를 정책연구기관으로 육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70년 4월 8일 ‘농
림부 농업경영연구소’로 조직이 개편되었고, 구 경기도청 인근의 토지개량조합연합회(농어촌공사의 전
신) 건물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때 정원이 19명에서 49명으로 확충되어 능력 있는 연구자를 영입하였고, 촉탁직원을 정규화시켰다.
인적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미국 등 ADC 자금과 외국장학금으로 연구원들이 선진국에서 대학원 과
정을 밟도록 지원하였다.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연구원의 사기진작과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것이 좋은 연구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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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윤근환 소장이 청와대에 비서관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때는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연구소였는
데, 후임으로 하와이대학에서 농업경제학박사를 마치고 돌아온 김동희 박사가 농업경영연구소장을 다
시 맡게 되었다. 연구소는 이 때부터 기존의 농업 경영개선 연구 중심에서 연구 영역을 다양화하고 국제
적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71년 9월 주한미국 원조사절단과 미시간주립대학과 공동으로
한국농업부문분석(Korea Agricultural Sector Study; KASS) 사업을 시행하여 한국농정사상 처음으로
계량모형을 이용한 한국농업개발 장기전략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다음 해에는 시뮬레
이션모형 개발연구가 새로이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
서 많은 연구인력들이 충원되고 미국연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주한미국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의
농업경제 및 정책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대폭적인 재
정지원으로 말미암아 연구소 직원들의 해외연수가 활
발하게 이루어졌다.
이후 1973년 11월 31일에 농림부 농업경영연구소가
농수산부 국립농업경제연구소로 격상하였으며 연구소
장은 김동희 박사가 계속 재임하게 되었다. 그 후 김
동희 소장이 1977년에 농림부의 기획관리실장으로 들
어가면서 후임 소장으로는 김성호 박사가 국립농업경
제연구소장이 되었다. 1977년 12월에 당시 경제기획
국립농업경제연구소 현판식

원 차관이었던 장덕진 씨가 농수산부장관으로 부임하
였다. 장덕진 장관은 당시에 국립연구소들이 우수인력

확보와 연구기능의 강화를 위해 국립에서 국가가 출연하는 연구원으로 격상시킨 한국개발연구원(KDI)
를 이상적인 연구기관으로 보고, 이를 농업분야에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 준비작
업으로 농업의 어려운 현황을 진단하기 위한 전국농어촌여론조사를 기획하도록 하였다.
국립농업경제연구소는 이를 기획과제로 구상하여 연구소의 각 과장과 주요 연구원들로 구성된 여론조
사팀을 만들었고, 각 도별 조사팀이 2~3주간 현장을 누비며 일제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장관과 농림수산기관장회의에서 보고하였다. 이 여론조사보고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정책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연구기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KDI와
같은 연구기관을 만들 것을 주장한 것이다. 특히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박사들과 우수한 인력들이
계속 대학으로 나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정책개발과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이렇게 우
수한 인력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보수체계도 갖추고 예산과 조직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관
은 이를 대통령께 건의하였고, 정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대통령이 설립자가 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탄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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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탄생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의 고도성장과 국제화에 따라 농업여건의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 변화에 대처하고 전환기에 처한 농정의 기본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
학적인 경제 분석과 정책연구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국립농업경제연구소로서는 제도 및 운영의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효율적인 위의 기능 수
행과 우수한 두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낮은 보수는 석·박사인력들을
잘 길러서 대학으로 빼앗기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국내외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여 전환기의 농정과제
를 효율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정책을 건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주적 연구기관의 창설이 절실히 요청
되고 있었다.
이런 요구에 부합되는 새로운 연구원을 발족시키기 위해 관계부처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침을 마
련했다.
① 기존 국립농업경제연구소를 폐지하고 대통령을 설립자로 한 재단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발
족시킨다.
② 1978년 중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을 제정하여 소요예산 및 국유재산의 양여 등 정부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
③ 우수한 연구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대우를 선발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나 국제경제연구
원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한다.
④ 1978년도 소요예산(6억 2천만 원)은 정부보조와 농수산단체 출연금(3억 원)으로 충당한다.
⑤ 국립농업경제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던 청사, 연구시설 및 장비는 연구원 발족과 동시에 연구원이 임
차하여 사용하며 육성법의 재정과 동시에 양여토록 한다.
이상의 방침에 의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립안’이 1978년 2월 24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으며, 대통
령 은 설립자로서 100만 원의 기금을 출연했다. 같은 해 3월 3일 장덕희 농수산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설립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회는 연구원의 발족
준비를 서둘러 끝내고 3월 16일에 재단법인 한국농촌
경제연구원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이라는 이름 역시 장덕진 장관이 지었다. 초대
원장의 선임도 다른 연구원에 못지않게 권위를 높이기
위해 장관급으로 결정했다. 타 부처 연구원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 원장이 되어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니,
연구원도 장관을 지낸 사람이 초대원장에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장덕진 장관의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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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현 전 장관을 초대 원장으로, 기획관리실장이었던 김동희 박사를 부원장으로 임명하게 되었다.
1978년 4월 1일에 연구원은 김보현 원장을 초대원장으로 하여 홍릉연구단지 내에 (구)국립농업경제연
구소에서 역사적인 발족을 보게 되었다. 또한 같은 해 11월 13일에 제100회 정기국회에서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육성법」이 통과함으로써 본연구원에 대한 정부지원 의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정의 국가싱크탱크로서의 기본골격 완성
기본임무와 기능
연구원의 기본임무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농수산경제 및 농어촌사회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연구
함으로써 농어촌경제 발전은 물론 국민경제 발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충실하게 수행
하기 위하여 연구원은 아래와 같은 경제사회부문연구와 농어촌여론조사, 인력양성 등의 연구지원사업
을 수행한다.
●●경제연구

① 중장기 식량정책

⑦ 농어촌 고용, 농외소득 증대

② 농수산물수급 및 가격정책

⑧ 농어촌지역의 기능적 개발

③ 농수산투자사업의 당위성 분석

⑨ 농업기계화, 생산자재 및 자원경제

④ 주요 농수산시책 평가

⑩ 농지 및 농어촌 제 제도의 개선

⑤ 축산개발 및 국민 영양개선

⑪ 국제농업의 농수산물 무역

⑥ 농수산금융 및 농어촌저축
●●사회연구

① 농어촌 새마을운동의 지속화 방안
② 농어촌사회구조, 복지증진 및 기타 사회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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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여론조사

농수산정책, 농어촌사회문제 등 관련여론조사
●●교육훈련

농업행정, 농업개발사업 및 농수산조사업무담당자에 대한 전문연수 등
기구 및 정원
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원의 행정 및 연구조직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기본골격으로 이사
회와 연구자문위원회를 두고 10개 분야의 연구실, 연구기획실, 전산실, 행정실을 두는 것으로 하였다.
●●기구

이사회
감사(비상근)
원 장
연구자문위원회
부원장

연구기획실

전산실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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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1. 장기전망 연구실
2. 식량정책 연구실
3. 축산개발 연구실
4. 토지자원 연구실
5. 해외농업 연구실
6. 산지개발 연구실
7. 수산경제 연구실
8. 농촌개발 연구실
9. 농산물유통 연구실
10. 농정여론 조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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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이사회는 당연직이사와 선임이사로 하되 관련부처의 차관과 농림수산3청장, 농수협동조합중앙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고 세 명의 농업경제전문가를 선임이사로 구성하였다. 이사장은 원장이 맡는 것으로
하고 감사 한 명을 포함하여 모두 15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였다.
이사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김보현
당연직이사 : 경제기획원 차관, 내무부 차관, 재무부 차관, 농수산부 차관, 농촌진흥청장, 수산청장, 산
림청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수산협동조합중앙회장, 축산진흥회장
선임이사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조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김문식, 한국제분공업협회
회장 김정석
감사(비상근) : 온산 동 제련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득용
●●연구원

정원 및 충원계획

연구원의 인력은 창립 초기의 연구기반 조성에 따라 점차 늘려 나가는 것으로 하고 연구직의 직제를
연구조원, 연구원,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다섯 단계를 두는 것으로 하였다.
연구인력 충원
(단위: 명)

직급

정원

원장
부원장
연구위원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조원
소계

1
1
3
15
30
30
15
95

관리 및 기능
(전산직)
직총

●●연구요원의

충원 계획
1978

1979

1980

1
1
8
16
16
8
50

1
1
2
11
22
22
11
70

1
1
3
15
30
30
15
95

50
(7)

36
(6)

42
(6)

50
(7)

145

86

112

145

자격 기준

연구위원 : 대학 정교수 자격자 또는 박사학위 및 6년 이상 관련경력 소지자로서 연구업적이 우수한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수석연구원 : 대학 부교수 자격자, 박사학위 및 2년 이상 관련경력을 가진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유자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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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 석사학위와 2년 이상 관련경력을 가진 자 또는 학사학위와 5년 이상 관련경력을 가진 자.
연구원 : 대학졸업자 중에서 우수한 자를 선발
예산 및 재정
발족 첫 해인 1978년의 연구원 예산은 국고보조금 201,474천 원, 농수산관계기관출연금 300,000천 원
(농협중앙회 1억 원, 축산진흥회 1억 원, 소맥분가격안정기금 1억 원) 및 대통령 출연금 100만 원으로 충
당되었다.
1978년도 예산
(단위: 천 원)

세입

세출

구분

예산액

항목

예산액

국고보조금
농수산관계기관출연금
대통령각하출연금
자체수입

201,474
300,000
1,000
5,632

인건비
고정자산취득비
연구사업비
일반관리비
설립준비금
기금적립금
예비비
국고보조금반납
잉여금

188,243
117,952
96,365
77,710
5,000
1,000
9,695
2,183
10,252

합계

508,106

합계

508,109

비고

※ 농수산관련기관 출연금 내역
- 농협중악회 : 1억 원
- 축협진흥회 : 1억 원
- 소맥분가격안정기금 : 1억 원

시설
연구원의 시설은 구 국립농업경제연구소의 건물과 시설(부지 6,640평, 청사건평 560평)을 그대로 인수
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1979년도에 연건평 1,084평 규모의 신관(지상 4층 지하1층)을 짓는다.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도서관 등의 부대시설을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한다.
기본운영방침
연구원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의 기본운영방침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탄력적

조직관리와 실적주의 인사제도 확립

- 연구부서는 연구과제 수행의 필요에 따라 능동성 있게 편성.
- 연구요원 채용은 공개경쟁 원칙에 의하여 학력, 경력, 실적 사정에 의하여 엄선.
- 연구요원 임용은 계약제로 하고 업적의 공정평가로 연임.

5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산학협동체제

확립

- 국내의 대학 및 연구관과의 공동연구 확대.
- 농어촌지역 경제연구는 지방대학과 협동으로 수행.
●●농수산관련기관과의

밀접한 관계유지 및 농정시책 건의

- 농수산부 및 관계기관 요원에 대한 전문연수 수탁.
- 농수산부 시책 계획에 수시 자문.
- 정기적(매년 12월)으로 농수산 시책 건의서를 제출.
●●농어민과의

대화통로 기능

- 각 읍면에 주촌 통신원(약 1,500명)을 확보, 매월 보고하게 하는 동시 연구원이 정기적으로 직접 현
지 조사함.
●●국제협력

강화

- 외국의 대학,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 확대.
- 연구원의 해외파견 및 외국 전문가의 초청.
위와 같이 연구원은 정부의 농어업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평가하는 등 지원하는 역
할을 위하여 태어났다. 정부의 농수산업, 농어촌, 농어민정책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의 여건 하에
건실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정부와 전문가들의 절실한 요구에 힘
입어 전격적으로 설립된 것이다. 특히 1960년대에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의 획기적인 추진과 급속한 산업
화·개방화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농어업·농어촌의 불균형 문제가 부각되고 있었기에 균형발전
을 위한 농어업 전문 연구기관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연구원은 1978년에 시대적 사
명을 띠고 태어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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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정연구 플랫폼 구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출범과 농정의 대전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 출범을 전후한 2~3년간의 한국사회는 전통적인 농경사회가 도시산
업사회로 탈바꿈하는 국가적 ‘문명전환기’였다. 정치적으로는 제3공화국이 무너지고 제5공화국이 출범
하는 정치적 격변기였으며, 경제적으로는 1962년 이후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이란 경제정책기조를 ‘안정
성장’으로 혁신하는 정책전환기였다. 연구원은 그러한 전환기적 농정과제들을 풀어나가는 데에 필요한
농정시책개발 등 조사연구의 사명을 안고 새로 출범하였다.
경제기획원은 1976년에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77~1981)을 수립하면서부터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난 15년간 추진해 온 고도성장을 안정성장으로 바꾸는 경제정책의 기조전환이 필요
하다며 경제안정화론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김재익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을 주축으로 한 안정성장론
자들은 한국경제가 만성적 적자 국가에서 흑자 국가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중시했다. 그들은
외환증가로 발생하는 통화팽창과 그로 인한 재정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외환을 국내 물가안정 수
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노농자들의 임금인상을 억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 비교우위론에 따
른 농산물수입자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도시노동자의 수가
농촌농민의 수보다 많아지면서 정치적인 무게 중심이 농업·농촌·농민에서 공업·도시·노동자로 옮겨가는
대전환을 의미했다.
1977년 12월 10일 당시 한·중 경제장관회의 참석차 대만 타이페이를 방문 중이던 남덕우 부총리 겸 경
제기획원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고미가 정책은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한계점에 도달했
으며, 정부는 내년부터 고미가 정책을 지양하고 농외소득 증대, 축산진흥, 농촌인구 감소 등을 통해 농
민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농촌경제구조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라고 했다(경향신문, 1977. 12. 10.).
남덕우 부총리의 이와 같은 발언은 안정론자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1978년부터 안정론자들이 추진
하는 농정전환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안정론자들은 1978년에 발표한 『전환기 한국경제의 정책과 과제』와 1979년 1월에 발표한 『80년대를
향한 새 전략』(이하 ‘새 전략’이라 칭함)을 통해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농산물수입개방을 기본으로 농정
패러다임 자체를 ‘개방농정’으로 바꾸는 급진적인 농정전환론을 주창하고 나섰다. 그들은 1977년 주곡
자급목표가 달성된 시점에서 재정인플레이션의 주범으로 이중곡가제로 인한 양특적자 (‘양곡관리특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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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누적 적자’)를 지목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이중곡가제 폐지, 또는 정부 추곡수매가 동결, 또는 인
상억제, 등 양정전환론을 제기했다. 주곡자급 달성을 위해 ‘증산농정’에 매진해 온 농정당국으로서는 갑
작스러운 개방농정으로의 농정전환으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격이 되었다.
안정론자들은 더 나아가 국민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의식과 소비구조의 변화로 기대 욕구
가 상승하고 그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도시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농정목표
자체를 도시가계의 생활안정을 위한 물가안정, 특히 농산물가격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농업은 비교우위론에 따라 품목별로 선택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한편, 정부의 쌀 수매가 인상 억제와 함
께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한 농산물시장개방 등으로 발행하는 농업소득 감소는 농촌공업 개발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로 보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농가소득정책을 농업소득증대 중심에서 농외소득증대 중심
으로 개편한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농지상한제를 완화하고 농업기계화를 추진하며 농업구조도 영
세 소농구조에서 대규모 기업농구조로 전환해 나간다는 입장이었다.

전환기 농정을 둘러싼 정책 갈등과 농정대안 제시
안정론자들이 제시한 개방농정에 저항하는 농수산부와 농업계의 현실과 예산당국인 경제기획원의 상
충하는 입장 사이에서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전환기 농정의 플랫폼을 정립하는 일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다. 사실 연구원 연구자들의 대부분은 개방농정으로의 급진적인 농정전환에 대해서는 우리 농
업의 현실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농업포기적 정책발상이란 점에서 대체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지만, 이
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데에는 국책연구기관에 몸담고 있는 연구자로서 스스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연구원은 출범 이유 자체가 KDI가 경제기획원의 정책적 입장을 지원하는 것과 같이 농수산부
의 입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농수산부로부터 요구받고 있었기 때문에 농정당국이 추진
하고 있는 농정에 대한 비판은 더욱 제약이 많았다. 이런 점에서 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자율적
이고 자주적으로 농정연구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에 스스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방향, 그리고 결론의 도출 등에서 농수산부나 경제기획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만큼 연구
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연구원은 국립농업경제연구소의 연구인력 가운데 연구원을 선택한 인력과 외부에서 긴급히 영입한 인
력을 중심으로 연구진용을 갖추고 폭주하는 연구수요에 대응했다. 연구소로부터 넘겨받은 『IBRD차관
농어촌하부구조개선사업 등 새마을 사업평가 연구』(1978)를 수행하는 한편, 시대적으로 당면한 농정의
제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1978년부터 처음 5년간 추진된 크고 작은 연구과제들은 매년
30~40건을 상회하면서 총 200여건이나 되었다.
그 가운데 주곡증산농정의 지속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식량수급, 유통개선 및 양특적자 해소방안』
(1978) 연구와 농업의 시장화, 상업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산물시장 유통근대화방안 연구와 서울시 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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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도매시장건설을 위한 연구』(1979), 출범 이후 경제기획원으로 부터 의뢰받은 연구원 최초의 연구용
역인 『농외소득 증대방안과 농촌공업개발에 관한 연구』(1978)를 비롯하여 당면한 정책현안과제인 『농산
물가격안정과 수입』(1979), 『영농후계자 육성방안』(1980), 『농촌새마을운동 활성화방안』(1979), 『농업재
해보험제도에 관한 연구』(1980) 등의 연구과제들을 추진했다. 특히 농업·농촌의 중장기적 발전전략 수립
을 위한 『농어촌경제사회개발 장기전망과 농업기계화 추진전략』(1979), 『농업부문모형 개발』(1981), 『농
지소유 이용 및 보전을 위한 농지제도 개선방안』(1984), 그리고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전략』(1984) 등이
주요 연구과제로 추진되었다.
연구원 초창기 연구과제들 가운데 특히 『농지제도 연구』는 1980년 제 5공화국헌법 개정 당시 “농업생
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는 조항을 헌법에 반영하여 우리나라 농지제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전기를 마련하는 데에 기여
했다. 또한 『서울시 농산물도매시장건설에 관한 연구』는 1980년 「가락동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건설계
획」 수립과 1982년 도매시장 건설 착수로 구체화되면서 우리나라 농산물유통 근대화에 크게 기여했다.
『농외소득과 농촌공업개발에 관한 연구』는 경제기획원과 농수산부의 상충되는 입장 속에서 1978년부
터 1981년까지 3년에 걸친 농가경제의 농외소득원과 농외취업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외소득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했다. 연구원의 연구결과와 새로운 정책건의를 바탕으로 1983년 12
월 말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법률 제3689호)을 제정하고 1984년부터 적극적으로 농촌공업개발을
위한 농공지구조성과 농어촌부업단지, 농산물가공공장 건설, 그리고 관광농업개발 육성을 위한 정책추
진에 들어갔다.
연구원 출범과 함께 전환기 농정과제에 대한 거원적
특별작업으로 1978~1979년에 이루어진 『전환기의 한
국농업-경제발전과 농업문제』을 들 수 있다. 이 특별작
업은 국민경제의 기조적 전환의 요구와 그에 따른 농업
의 조정문제에 관련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농산
물수급과 농가소득 성장의 문제, 농가인구 및 농업노
동력의 이동, 이에 따른 농업구조의 조정, 농산물가격
변동과 가격정책, 유통구조개선, 양특적자와 미맥조정,
축산업 및 수산업정책 등 폭넓은 문제들을 다룬 연구
원 최초의 작업이었다.

1978. 11. 7. ~11. 전환기의 농정과제와 정책대안 세미나

다음으로는 1981~1982년에 추진된 ‘80년대 농정’에
대한 3차례의 특별작업을 들 수 있다. 1979년 1월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80년대 향한 새 전략」에 대응
한 ‘80년대 농정’을 정리하는 작업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첫번째 작업은 1980년 12월 발표한 『80년
대 새 농정방향의 구상』, 두번째는 1981년 12월 『80년대 농정의 기본구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1982년
6월 『80년대 농정의 기본방향』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 특별작업은 전환기적 상황에서 한국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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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 및 과제들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향후 연구원이 추진해야 할 정책연구과
제들을 도출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 연구원의 농정연구 플랫폼을 구축하는 정비작업을 했다는 점에
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작업들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연구 기반 확충과 다양한 정책 대화 채널 구축
연구원 출범과 함께 연구원에 대한 농업계의 높은 관심과 기대, 그에 따라 밀려든 장단기 정책연구 수
요를 감당하기 위한 우수 연구인력 확보는 시급한 과제였다. 농업경제와 농촌사회, 축산, 산림, 수산 등
다양한 분야별로 미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 등지와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농수산부와 유
관기관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많은 인재들의 신규영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시만 하더라
도 직업으로서 연구직보다는 대학 교수직을 선호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공들여 유치한 인사들이 연구
원에 잠시 몸담았다가 국내 대학이나 다른 연구기관 등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1978년 4
월 연구원 출범 이후 1983년 말까지 처음 5년간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2~3년간 연구원을 거쳐 대학
으로 옮긴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인사들이 근 16명에 달할 정도였다. 이 때문에 연구원은 대학행 버스를
타기 위해 잠시 머무는 ‘버스 대합실’이란 자조적인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후로도 계속 이어져 국내 대학 농업경제학과 교수들의 상당수가 연구원을 거쳐 간 인
사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출범 이후 5년 안에 영입된 젊은 인재들의 상당수
는 연구원을 평생의 직장으로 생각하고 정년 때까지 연구 활동에 헌신하면서 연구원의 지난 40년을 책
임지고 떠받쳐온 큰 재목으로 성장했다.
연구원은 출범 이후 폭주하는 연구수요에 대응하면서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농수산부를 비롯한 정책
당국자들은 물론 학계와 농어민단체들과 농정동향과 현안과제들에 대한 이해의 공감대를 높이고 협력
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화를 추진했다. 연구원은 개원 한 달 후인 1978년 5월 1일에 장덕진 장관을 연구
원으로 모시고 최초로 ‘농촌경제동향보고회’를 가졌다. 이후 동향보고회는 ‘월례 농어촌경제동향보고’라
는 이름으로 정례화되어 처음 5년간은 거의 매월 농수산부장관과 농수산부 고위인사들이 모두 참여하
는 농수산부와 연구원간의 주요한 정책대화 창구가 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농수산부 고위관리진과 연구진 간의 ‘농수산정책협의회’를 수시로 갖고 주요 정책현안
과제와 앞으로 정책연구과제와 연구방향 등에 대한 소통을 강화했다. 또한 학계와 농어민단체대표 등
으로 구성된 ‘연구자문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정책토론회’를 통해 정책현안과 연구과제 등에 대한 학계와
농어민단체의 의견을 수렴 연구과제에 반영해 나갔다. 또한 국내외 경제 사회 환경변화와 국내외 연구동
향 등에 대한 정보교류를 위해 매월 외부인사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구원은 1978년 5월 계간지 『농촌경제』를, 11월에는 반 연간 영문저널인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를 창간하여 농정현안 문제들에 대한 연구자들과 국내외 정책 및 연구 관계자들 간의 대화와 소통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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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마련했다. 또한 연구사업 결과들을 ‘연구보고’ 또는 ‘연구보고
서’, ‘연구총서’, ‘연구자료’, ‘해외농업자료’ 등의 형태로 발간했다.
연구원이 출범하면서 새롭게 도입한 특별사업은 ‘농정여론조사’이다.
농정여론조사는 농어촌경제사회동향과 농정시책에 대한 농어민들
의 반응과 의견을 수시로 파악하여 농정시책추진에 반영하도록 정
책당국에 건의하거나 농정연구에 반영하여 현장성과 시의성 있는 연
구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2,043명
(1983년 4월 1일)의 현지통신원을 도별, 경지규모별, 학력별, 연령별
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정기 및 비정기 조사를 실시했다. 대체로 현
지통신원에 대한 전화조사와 우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사 성격에
따라서는 연구자들이 통신원을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하기도 했다.
여론조사 결과들은 매월 실시하는 ‘월례 농촌경제동향보고’ 시에
『JRD』 창간호(1978. 11.)

『최근의 농촌동향』으로 정리되어 농수산부에 보고되거나 별도의 자
료로 정리되어 농수산부가 농정시책에 농어민들의 반응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시책추진에 반영하도록 했다.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한 농정여론조사는 지난 40년간 연구원
으로 하여금 현장성과 시의성을 잃지 않게 하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1980년 12월 홍릉연구단지 내에 자리를 잡은 연구원은 새로운 연구동을 신축 개관하면서 연구원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연구원 본관이 된 건축물은 공간사 김수근 교수가 설계한 작품으로 아름다운 건
축으로 평가받으면서 그 해 서울시 건축대상을 받기
도 했다. 그러나 연구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에 효
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대외적으로
연구원을 품위 있는 연구기관이란 이미지를 만드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연구원은 연구원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전환기 농정연구의 플랫폼 구축
을 둘러싼 정책적 갈등과 고민, 연구자들의 도전은 계
속되고 있었다.
1980년 12월 본관 신축기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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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갈등 심화와 폐원 위기
1978년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던 개방농정으로의 급진적인 농정전환이 1979년 1월 경제기획원의 새
전략발표로 구체화되었고 전두환 정부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농수산부를 비롯한 농업계는 반발했고 주
곡증산농정과 개방농정을 둘러싼 부처 간 정책갈등은 첨예화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갈등의 와중에 발생
한 1978년 신품종 벼 노풍 피해와 가뭄으로 인한 흉작은 오히려 안정론자들의 주장대로 고추, 마늘을
비롯한 참깨, 땅콩 등과 쇠고기 등 농산물수입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80년에는 냉해로 인한 쌀 대흉작으로 생산량이 격감하면서 쌀 부족사태가 일어나고 대규모의 외미
마저 도입되면서 자급기조가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자연재해와 농산물수입 확대로 인한 농산물가
격 하락의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부채로 이어졌다. 농민들은 개방농정의 최대 피해자가 되었으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극심한 자연재해까지 당한 농촌경제는 파탄을 맞게 되었으며 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기획원이 제시했던 ‘새 전략’의 개방농정의 틀은 농수산부를 비롯한 농업계의 지
속적인 저항과 비판을 받으면서 기세가 꺾이고 논리적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1980년의 쌀 대흉작과
1981년 대규모 외미도입은 주곡자급을 위한 증산농정의 지속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을 강화했다. 민주정
의당 내의 농촌지역에 지역구를 둔 정치인들을 전두환 대통령에게 식량안보의 필요성과 함께 식량증산
정책의 지속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추진에 대한 정치적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
속에 농수산부는 연구원의 논리적 지원을 받으며 80년대 농정의 큰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80년
대의 농정은 개방농정의 틀을 벗어나 주곡의 자급자족을 유지하고 사료곡물과 잡곡의 수입을 축소하기
위한 증산정책의 지속과 농어민소득 증대를 위한 복합영농, 고기수입의 최소화를 위한 축산장려와 농
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어촌소득원 개발을 중심으로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갔다.
1980년대 농정의 새 틀을 짜는 데에 연구원의 역할이 커지는 데에 비례하여 경제기획원이나 청와대와
의 정책적 갈등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미묘한 시기인 1982년 초 연구원을 폐지하고 KDI에
통합시키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정부는 행정조직개편에 이어 정부출
연 연구기관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연구원이 그 정리 대상에 포함되었다. 당시 김영진 연구위원
은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가진 행정개혁위원회 손수익 위원장과 김영휘 위원의 협력을 받아 연구원 존치
안을 만들었고 당시 부서조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청와대 김창식 행정수석비서관에게 보고하고 연구
원 존치를 설득시키는 데에 성공했으나 마지막 난관으로 김재익 경제수석과 대통령의 결심을 얻는 문제
가 남아있었다. 김영진 연구위원은 당시 서울대 농대를 졸업한 후배인 청와대 허문도 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내는 데에 성공했다.
연구원이 존치에는 성공했지만 청와대와의 갈등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다. 김재익 경제수석 비서관이
중심이 된 청와대는 “연구원 운영혁신안을 작성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했고, 보고를 받은 그는 ‘누가 이
런 것이나 만들라고 하였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연구는 치우고 연구원 모두 한자리 물가 유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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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 농민 경제교육이나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영진
전 원장은 당시를 술회했다. 이 때문에 연구원은 “6천
만 원의 연구예산을 전용하여 전 연구진이 3개월간 전
국의 각 시·군을 돌며 대농민 경제교육을 실시했으며,
김재익 수석은 연구원을 없애지 못한 분풀이를 이렇게
했다.”고 당시의 어려웠던 시기를 회고했다. 실제로 연
구원은 연구 사업을 중단하다시피하고 1982년 3월 16
일부터 6월 3일까지 전 연구직원을 동원하여 도별로
강사진을 편성했고 전국 시·군을 순회하며 ‘농어촌 및
농수산공직자 경제교육’을 실시했다.

1983. 11. 전남 농민경제교육

연구원과 청와대의 불편한 관계는 1983년 10월 김재
익 수석이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으로 그가 순직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되었다. 김재익 수석의 뒤를
이은 사공일 경제수석은 지금까지 김재익 수석이 추진해 온 개방농정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가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연구원과 청와대의 관계도 1984년 이후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위기 극복 후 국가 ‘농정패러다임’ 구축
1980년대 초 경제기획원은 한국경제사회의 구조전환을 명분으로 개방농정으로의 농정전환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었고, 농수산부는 정치권의 지지를 받으며 개방농정에 대한 저항의 강도를 높이고 있었다.
농정전환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은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더욱 첨예화되었다. 경제기획원과 청와대는 물
가안정을 위한 추곡수매인상 억제 등을 강행했고, 농수산부는 주곡증산을 비롯한 ‘복합 영농’이란 새로
운 이름으로 포장된 채소, 과일, 축산 등 품목별 증산농정을 추진하면서 일관성 없는 농정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적 갈등 속에 거듭된 자연재해와 1983~1984년간 발생한 ‘소 파동’ 등 복합 영농의
정책 실패로 농가부채가 누적되면서 농민들의 농정불신은 고조되고 있었다.
1982년 이후 대미무역흑자가 누적되면서 미국은 우리 농산물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을 가하기 시작했고,
1983년 11월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미국은 자신들의 관심품목에 대한 농산물수
입개방을 요구했다. 농민들의 농산물수입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정치적으로 조직화되면서 ‘소 파동’에
대한 수습대책으로 정치권의 소고기 수입중단 요구가 거세지자 정부는 소고기 수입금수 조치를 취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GATT 회원국들은 즉각 반발하면서 우리 조치가 GATT 규정을 위반했
다며 즉각 금수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980년대 농정은 ‘산업화와 개방화의 충격’ 속에서 부처 간의 정책갈등으로 방향을 잃고 있었다. 농정
은 개방농정과 증산농정의 한계를 넘어서 한국경제사회의 산업사회화와, 시장경제화, 그리고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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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시장개방 압력 증가에 따른 개방경제화로의 구조전환이란 현실적 변화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
로 국민경제 속에서 농업·농촌·농민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재정립하고 이에 상응한 농정의 방향과 목표,
추진방식 등 농정패러다임 전체를 새롭게 정립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1984년 이후 80년대 농정의
새로운 선택은 새로운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연구원은 당면한 농정문제 해결과 함께 중장기적인 농정목
표와 과제 등 국가적 농정패러다임을 다시 정립하고 새로운 농정시책을 개발하는 작업에 발 벗고 나섰
다. 연구원은 그동안 추진해온 농어촌소득원개발과 농공지구개발의 효율적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개선을 위한 조사평가 연구를 확대했다. 다른 한편으로 계속되는 탈농이촌으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농
촌노동력 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농업기계화 관련 연구를 강화했다. 연구원은 농업경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지유동화를 위한 농지임대차제도 정립을 위한 조사연구(1986)와 제도개
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농민들을 설득하는 정책간담회 등을 추진했다.
1982~1984년간 연구원이 강진, 안성, 고성 등 사례연구를 통해 집중적으로 추진한 『농촌정주생활권개
발 기본구상』 연구는 새로운 관심을 끌었다. 1978년 연구원 출범당시 농촌분야 연구는 그야말로 미개
척분야였다. 연구원의 농촌연구는 연구소 시절부터 추진되어 온 농촌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연구를 시
작으로 농외소득과 농촌공업개발, 농촌소득원개발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었다. 특히 1982년 전남 강진
권을 중심으로 『농촌정주생활권 개발계획』을 위한 사례연구를 시작하면서 연구원의 농촌연구는 지역농
업과 농촌산업경제, 농촌사회, 농촌생활환경과 농촌복지, 교육의료 등으로 확장되었고 어촌·산촌개발연
구로 확대되면서 농촌경제사회를 망라한 농촌지역 종합개발연구로 발전했다.
농촌정주생활권에 입각한 종합개발전략이 구체화되어가면서 연구원은 농촌지역 종합개발의 효율적
추진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사업의 추진을 건의하고 이를 추진할 ‘농촌지
역종합개발연구단’의 설치운영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농촌개발정책조정위윈회’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연구원의 건의에 따라 1985년 9월 연구원 내에 특별연구부서로 농어촌지역종합개발연
구단(이하 ‘종합개발단’이라 칭함)을 설치하는 특별조
치를 취했다. 종합개발단의 설치는 연구원을 우리나라
농촌연구와 농촌정책의 중심거점으로 확립시켜 연구
원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연구원의 예
산과 연구인력을 확충하는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
1986년 3월 5일 정부는 그동안 연구원이 주장해온
‘산업사회 농정론’을 수용하여 정부역사상 처음으로 농
업과 농촌, 농민대책을 포괄하는 범정부적인 「농어촌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농어촌종합대책」은 우리 농
정사상 처음으로 농정 패러다임을 ‘농업 중심’에서 ‘농
1984. 9. 14. 농촌지역 종합개발 심포지엄

촌과 농민, 그리고 소비자 중심’으로 확장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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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증산 중심’의 농정목표를 ‘사람과 지역 중심’으로 바꾸고, ‘(중앙)정부 중심’에서 ‘시장과 지방(자치단
체) 중심’으로 바꾸는 최초의 농정 패러다임과 정책의 전환이었다.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당시 ‘농업진흥공
사’는 ‘농어촌진흥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촌종합개발사업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농수산부에도 농촌개
발국이 신설되었고, 산림청이 농수산부로 이관되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도 쌀의 안정적 공급이 주요 정책 대상이었다. 이 시기에 연구원은 쌀의 공급 부족
문제에 대응한 정부 역할에 관한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표적으로 『미곡유통에 관한 연구』(1980),
『장기식량수급에 관한 연구』(1982) 등이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농정의 중요
이슈로 등장한다. 연구원은 1980년대 초반부터 농업부분의 발전 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를 꾸준
하게 수행하였다. 『한국농업의 여건변화와 발전전략』(1983), 『한국농업의 발전모형 연구』(1985), 『농업
부문 장기 인력수급 연구』(1986) 등은 농업구조개선
정책의 방향과 실천과제를 제시해 주었다. 한편 정부
의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것은 그
당시 국책연구기관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였다. 연
구원은 이정환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정부의 제6차 경
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가소득,
농업부분 투자수요, 농업부분 총량지표 분석 등을 하
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농업의 여건변화와 발전
과제』(1985), 『제6차 5개년 농업부분 계획수립의 기본
방향』(1985) 연구를 추진하였다.
1985. 6. 11. 2000년을 향한 농업부문 장기발전구상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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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화 시대의 농정연구 산실로 도약

농산물시장 개방 압력 본격화
1988년 서울에서 개최된 올림픽은 한국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우리나라는 국제 표준에 맞도록 인프라를 확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도도 정비하였다. 올림픽
개최를 통해 한국은 국제무대의 중앙으로 나서게 되었고 국민들도 이제 세계인이 되었다는 자부심과 함
께 세계화 시대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했다.
1986년부터 개시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세계화의 물결이 가까이 와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1989년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외국상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GATT의 국제
수지조항(BOP)을 졸업함에 따라 농산물 수입 자유화가 확대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통상여건
의 변화에 따라 우리 농업도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농정의 방향 전
환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우리 연구원은 조사연구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합동
작업과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 농업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뿐만 아
니라 1991년 당시 최양부 부원장이 농림수산부 장관자문관으로 위촉되고, 원내에는 ‘UR 대책반’을 구성
하여 운영하는 등 여러 전문가가 협상에 직접 참여하거나 지원 활동을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1986년부터 1989년까지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흑
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제수지 방어를 목적으로 수입을 제한해 왔던 GATT 18
조 B항인 국제수지조항을 1989년 10월에 졸업하고 11조 이행국으로 전환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국제수지 흑자가 지속됨에 따라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국제적 압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미국의 개방 압력으로 1989~1991년 사이에 243개 농림수산물 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조치가 취해졌다.
8년간에 걸쳐 수입제한 품목 273개를 연차적으로 개방하는 계획도 발표되었다.
1989년에 발표한 「농림수산물수입 자유화 3개년 계획」으로 1991년까지 243개 품목의 수입이 자유화
되어 농산물 수입자유화율이 88.5%에 달하였다.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이행할 131개 「농림수산물수
입 예시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로써 1994년 농산물 수입자유화율이 92.3%로 확대되었다. 1984년 국
내 소 값이 폭락하자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였는데, 이로 인해 쇠고기 수출국들은 1989년에 GATT 패널
에 제소하였고 GATT는 수출국과 쌍무협상을 하도록 권고하였다. 쇠고기 수출국과의 협상 결과 한국
은 1990년부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여 수입물량을 1990년 5만 8천 톤에서 1992년 6만 6천 톤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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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였다.
GATT 체제하에서 새로운 국제교역 질서를 정립하고자 재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UR 협상이 1986년에
개시되어 7년 후인 1993년 12월에 타결되었다.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에 의해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었다. 이행 기간인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농산물 관세를 24%로 인하하였다. 돼
지고기, 닭고기, 오렌지 등은 1997년부터 수입이 자유화되었으며, 수입량에 대한 규제가 있었던 쇠고기
도 2001년 이후에는 관세화로 이행되었다. 한국은 이행계획서 검증과정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UR 협상 대응 연구
198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개방시나리오가 가시화되고 농업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86년 UR 협상 개시와 함께 당
면한 UR 협상에 대응한 연구와 더불어 협상 타결 이후의 전략에 관한 다
양한 연구가 추진되었다. 통상협상과 관련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대
책에 관한 연구』(1988), 『UR 농산물 협상 및 수입전략 수립에 관한 연
구』(1991), 『UR 농산물 협상 자료: GATT/UR 농업협상의 쟁점과 전망』
(1991), 『UR 농산물 협상 자료: 주요 국가의 농업보호에 대한 우리나라
개방 요청 기본 방향과 내용』(1991) 등 다수의 보고서에서 각국의 협상제
안서와 쟁점을 분석하고 우리의 협상대책을 제시하였다.
UR 협상 개시 이후 시장 개방에 대응한 전략 수립 연구가 활발하게 추
진되었다. 『농림수산물 수입자유화 장단기대책에 관한 연구』(1989), 『농
산물 시장개방의 영향과 대응 전략』(1989), 『유제품 시장개방에 대비한 원
유가격 차별정책 연구』(1989), 『쇠고기 수입자유화가 축산업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1989), 『수산물 수입개방 대책 연구』(1990), 『UR 협상 대응 농업기술개발 대책수립 조
사연구』(1991), 『세계 농산물 교역질서 변화와 한국농업: UR 농산물 협상타결 및 EC 통합과 관련하여』
(1991), 『UR 이후 농산물 무역정책의 방향』(1991), 『UR 이후 주요 농산물 수출증대 방안: 해외시장 부
문』(1991), 『UR 이후 전략작목 선정과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1991), 『UR 이후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방향』(1991), 『UR 이후 주요 수산물 수출증대 방안』(1991), 『UR 이후 농산물 가
격정책 조정 방향 연구』(1992), 『UR 협상 타결 이후 농산물 수출지원에 관한 연구』(1992), 『UR이 수산
양식에 미치는 영향과 기술개발 방안』(1992) 등 모든 분야에서 UR 협상 타결에 대비하여 농림수산 분
야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선행연구를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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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협상 후속 대책 연구
1990년대에 들어 당면한 농정의 주요 이슈는 개방화, 국제협상 및 대응방안 수립이라 할 수 있다. 1990
년대 전반기에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등 개방화를 위한 국제협상이 추진됨에 따라 우리 연구원도 이에
대응한 수시 연구 과제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였다. 1990년에는 ‘UR 농업협상 특별작업반’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연구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집중 대응하였다. 이어 『UR 농산물협상자료: UR 농산물협상의 추이
와 전망』(1990), 『UR 농산물협상자료: GATT/UR 농업협상의 쟁점과 전망: TNC(1990. 7.)회의부터 각료
회의까지』(1991) 등을 통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응한 협상전략 및 정책지원 연구에 집중하였다.
이 시기(1988~1992)에는 ① 농어가소득 증대, ② 장단기 농정시책 방향 제시, ③ 농수산물 수출입 정책,
④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등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개방 이후 분야별로 예상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연
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정보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1987~1988년에는 통합농업정보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 수도작 생산량 예측시스템 전산 개발, 축산물 유통정보 예측시스템 전산 개발, 돈육가격 예측 전
산모형 개발, 동기작물 식부면적 예측 전산모형 개발, 농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발전방향 등 통합농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때 연구는 개발된 통합농업정보시스템은 훗날 농업
관측시스템에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1988년에는 이미 UR 협상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진행 상황 및 농업분야의 협상 대책에
관한 예비 연구단계에 머물렀다. 관련 연구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대책에 관한 연구』, 『원화 절
상이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고작이다. 이듬해인 1989년부터는 협상의 결과에 대한
영향과 대책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농산물 시장 개방의 영향
과 대응전략』, 『쇠고기 수입자유화가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영향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수행되었다.

국제화 대응연구 강화
1990년에 접어들면서 국제화에 대응한 연구가 한층 강화되었다. 1990년대 초에는 수입개방에 따른 영
향 분석과 대책으로 구조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1990년에 수행된 연구로는 『농축
산물의 효율적 수입관리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 『수입 개방화에 대응한 사과·감귤 농가의 생산성 제고
방안』, 『대두 관련제품 수입자유화의 영향 및 대응방안』, 『농업자재 수입이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
『수산물 수입개방 대책 연구』 등이 있다.
1991년에는 연구원의 연구사업 기본 방향을 “UR 이후의 농림수산업 발전방향 모색”으로 설정하고
UR 이후 농림어업의 대응력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농림수산물의 수출 증대
를 위한 능동적인 전략도 개발하였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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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농림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구조개선, 농
어촌 사회복지 강화를 위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
하였다. 1991년에 수행된 총 54건의 기본과제 중 국제
화 대응연구가 13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 역량이 집중되었다.
1991년 수행된 국제화 대응 연구로는 『UR 이후 농
산물 무역정책의 방향』, 『UR 이후 주요 농산물의 수
출증대 방안: 해외시장부문』, 『UR 이후 국제경쟁력 제
고를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방향』, 『UR 이후 주
요 수산물 수출증대 방안』, 『세계 농산물 교역질서

1997. 8. 14. 대외개방의 진전에 대비한 농업구조의 개선 토론회

변화와 한국농업』, 『양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돈육
수출증대 방안』, 『UR 이후 전략작목 선정과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 『UR 이후 농가소득 보상 방안』,
『UR 협상대응 농업기술개발 대책수립 조사연구』(과학기술처) 등이 있다. 1991년에는 기본연구과제 외
에도 UR 협상과 관련한 다수의 단기정책과제도 수행되었으며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협의회가 개최되
었다.

외국 및 사회주의 국가 연구
1991년에 이어 1992년에도 UR 이후를 대비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이와 함께 지방화 시대를 맞
이하여 농업부문의 대책을 수립하는 연구도 비중 있게 추진되었다. UR 이후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개선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농산물 유통 개선, 농촌지역 및 농촌사회 연구에도 비중을 두어 연
구하였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농업부분을 중심으로 UR 이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었
다면 1992년에는 일본, 대만, 독일, 영국 등 외국의 농지제도, 상속제도, 조세제도 등 농업 관련제도 연
구를 통해 과거에 비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농업의 대응책을 강구한 것도 특징적이다. 관련 연
구로는 『대만의 농지 관련 제도』, 『독일의 농지제도와 농장 상속제도』, 『영국의 농지관련 제도』, 『일본
의 농지관련 조세제도』 등이 있다. 1992년 수행된 기본과제 50과제 중 구조개선에 관한 연구가 16과제,
유통 연구 11과제, 지역사회 연구가 8과제를 차지하였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동서독의 통합과 소련의 해체,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등 1990
년대 초부터 통일 관련 연구가 추진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1년부터 북한 농업에 관한 연구를 중점 추
진 연구의 하나로 설정하여 비중 있게 추진된 것도 특기할 만하다. 사회주의 국가 관련 연구로는 『사회
주의 국가의 농업개혁: 러시아, 중국 및 동독의 사례』(1992), 『북한농업과 사회주의 국가의 농업개혁』
(1992), 『독일농업시리즈: 구동독 농가들을 위한 농업정보』(1992), 『독일농업시리즈: 구동독 농업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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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편』(1992), 『북한의 농업지대 구분과 농산물 생산』(1992), 『중국농업
시리즈: 중국의 경제개혁과 농업 현황』(1992), 『중국농업시리즈: 한중 농림
수산분야 협력방안』(1992) 등 다양한 나라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1993년에는 중점 연구 방향을 국제화·개방화에 대응한 해외 농림수산 정
책동향 분석 및 농업무역 연구와 UR 이후를 대비한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에 두면서 특히 외국의 농업 동향에 관한 연구가 다
수 수행되었다. 아울러 그 동안 10여 개의 실로 운영하던 연구조직을 농업
부문연구부, 생산경제연구부, 유통경제연구부, 산림수산경제연구부, 농어
촌개발연구부, 국제농업연구부, 동향분석실 등 6부 1실의 대실 체제로 정
비하였다.

개방에 따른 분야별 후속 연구
1980년대 후반 우리 농업이 당면한 가장 도전적인 이슈는 개방이었으나 농업·농촌·농민을 둘러싼 다양
한 문제점들이 산적한 가운데, 미처 해결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개방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면서 일
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불안과 위기를 고스란히 실감하게 되었다. 1980년대 중후반에는 농업구조 연구,
농지소유와 임대차에 관한 연구, 농가소득과 부채문제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였는데, 이슈는 우
리 농업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연구 성과는 1986년의 「농어촌종합대책」, 1987년
의 「농어가부채경감대책」, 1989년의 「농어촌경제활성화대책」 등 전환기의 농업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시
급한 부채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기초가 되었다.
농업분야의 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업·농촌의 미래 비전 제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 농가경제
의 안정과 농어민의 복지 대책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농업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는 『21세기를 향한 농림수산업의 발전과 새도전』(1989), 『21세기를 향한 임업발전과 산지 이용전
략』(1989) 『21세기 농정자료 시리즈』(1989), 『21세기 일본농업의 전망』(1991), 『세계농업의 전망과 우리
농업의 나아갈 길』(1991), 『21세기를 향한 한국농업의 발전방향』(1993), 『농업부문 총량지표 중장기 전
망』(1994), 『산림 100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1994), 『원예특작부문의 중장기 정책방향』(1997),
『화훼산업의 중장기 발전방향』(1997) 등을 들 수 있다.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 인력개발,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유통체계 개선 등 분야
별 대책이 종합적으로 강구되어야만 비로소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분야별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추
진되었다. 관련 연구로는 『농업인력의 확보유지 및 교육훈련 방안』(1992), 『농업계 교육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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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농업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1993), 『농업부문 신용보증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1994),
『종자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1994), 『농업경영자 기술전문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연구』(1994), 『수
입 개방 이후 농산물 수입관리대책에 관한 연구』(1994), 『마늘양파 주산지 육성방안』(1994), 『쌀 산업
의 경제력 제고 방안』(1994),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림수산기술개발 정책방향』(1995), 『농림수산계
교육개혁 방향』(1995), 『수도작 기계화의 적정 규모에 관한 연구』(1995), 『쌀산업 발전 종합대책 구상』
(1995), 『쌀산업 정책의 평가와 과제』(1997), 『농림부문 해외인력 활용방안』(1997) 등이 있다.
농가경제의 안정과 복지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로는 『은퇴 농어민에 대한 지원대책』(1992), 『산촌 종합
개발 모형과 개발계획』(1992),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 확대방안』(1994), 『농가의 상속과 경영
승계에 관한 연구』(1995),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어촌마을 정비방안』(1995), 『농촌지역 2·3차 산업의 활
성화 방안』(1995), 『농어촌발전대책 중간평가』(1996), 『농어촌의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방향』(1996), 『농
업구조개선과 중소농 대책』(1997), 『농촌복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1997), 『농촌생활환경 정비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1997) 등이 있다.

UR 협상 타결에 따른 여론 수렴 및 조성 활동
UR 협상에 따른 연구원 차원의 대책은 비단 연구에 그치지 않고 관련 분야의 의견과 대책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 등 여러 가지 행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88년부터 개최된 주요 공청회와 토론회 중
다수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방안 모색에 초점을 두고 개최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주로 농수
산물 유통구조개선, 농촌 소득원 발굴을 위한 농공지구개발, 농지제도 개선, 농어가 부채경감 대책 마
련 등 주로 국내 농업·농촌 정책지원 중심으로 토론회와 공청회가 실시되었다. 1990년부터는 UR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시대에 대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이에 대응한 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1990년에는 “농산물수입개방에 대응한 전략 품목의
개발과 수출증대 방안에 관한 정책협의회”, “전환기 양
정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1991~1992
년에는 “BOP 협의 결과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대응 방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제무역환경 변화와
BOP 협상 결과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대응 방
안을 검토하였다. 1993~1994년에는 “농어촌 구조개선
을 위한 세미나”, “농업여건 변화와 농촌지역의 산업
구조 개편방안에 관한 세미나”, “UR 타결과 농정의 대
응 방향에 관한 세미나”, “UR 타결과 산림·산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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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제에 관한 세미나” 등 UR 이후 농림업 부문의 구조개편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활로 모색
을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가 실시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정에 의한 예외 없는 관세화가 타결됨에 따라 경쟁력 제
고, 농어촌구조개선 투융자 정책, 농지제도 및 농업 경영체 육성 등 UR 타결 이후의 농정 방향을 제시하
기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새로운 21세기의 시작에 대비한 농업·농촌의
비전 제시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도 실시되었다.

연구원의 전문인력 활용과 농어촌발전위원회 운영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첫 농림수산부장관으로 당시 허신행 원장이 발탁되면서 연구원의 농
정 참여는 더욱 확대되었다. 농지의 소유상한을 확대하고 쌀값의 계절 진폭을 허용하는 양정개혁을 포
함한 청와대 특별보고 등으로 연구원은 신농정을 선도해 나아갔다. 연말에는 최양부 박사가 청와대 농
림해양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되어 4년간 재임하였다. UR 타결에 대응한 대책 마련 과정에서도 우리 연구
원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단기적으로는 농어촌발전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중장기적으로 관측업무의 체계
화와 농림기술개발사업의 관리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UR 협상 타결에 따른 농어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중장기 농어촌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대통령자
문기구 ‘농어촌발전위원회(이하 ‘농발위’)가 1994년 2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운영되었다. 연구원에 위원
회 사무국이 설치되었으며, 당시 정영일 원장은 농발위 위원 겸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당
시 동향분석실장이었던 최정섭 박사가 총괄 간사를 맡고 정명채, 서종혁, 김명환 박사 등 4명의 연구진
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4명의 인원이 위원회사무국에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였다. 연구원은 사무국으로서 회의의 진행과 내용 정리, 보고자료 및 최종보고서
작성 등의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정부도 농어촌을 살리자는 의지를 가지고 농발위에서 논의되고 건의된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여 농정의
큰 틀을 새로 짜는 데에 적극 활용하였다. 또한 투자계획 조정과 농특세 신설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정책
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농발위의 성과는 정부의 투융자계획에 반영되어 1990년대 중후반 구
조농정의 근간이 되었다. 이러한 중요한 작업에서 연구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은 연구원
의 40년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농정사에서도 중요하게 평가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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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 이후 농업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 연구
1993년 12월 15일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1994년도 연구 방향은 새로운 농림수산정책 수립에 초점
을 맞추고 『농업생산구조 전환의 조건과 전망』, 『농업여건 변화와 농촌지역의 산업구조 개편 방안』, 『농
지소유 및 전용제도 개편의 영향과 대책에 관한 연구』, 『농정 전환에 따른 정책대상 범위의 조정』 등을
수행하였다. 한편 연구원은 원내 ‘농어촌발전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농어촌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발전대책을 입안하여 대통령께 보고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1995년에는 ① WTO 체제와 세계화에 대비한 장단기 정책 방안, ② 지방화에 대비한 농정추진 방안,
③ 남북한 교류 및 통일에 대비한 연구, ④ 농어촌 현안문제 해결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그해 9월에는 정부의 농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 증대에 따른 효율적
인 기술개발 관리를 위해 부설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ARPC)’를 개설하였다. 1996년에는 농어촌 발전대
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21세기를 대비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농림사업 지원제도 개선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듬해에는 21세기 농업 비전 제시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정립에 중점을 두고 농림사업
평가, 곡물의 중장기 수급 전망과 대응 정책, 21세기에
대응한 농수산물 유통개선 대책 등의 연구를 수행하
였다.
또한 APEC과 NAFTA, WTO 출범에 대응하고 유
럽연합(EU) 등 외국의 농업정책에 관한 실태와 변화
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하였다. 관련 연구로는
『APEC과 농산물무역』(1995), 『WTO 체제하의 농업
지원제도 조사연구』(1996), 『무역·환경 연계논의 동향
과 우리 농업의 대응 방향』(1996), 『WTO 체제에 대응
한 일본의 농정 전환에 관한 연구』(1996), 『EU의 직접
지불제도 자료집』(1996), 『OECD 규제 개혁 논의: 농

1993. 6. 10. 신농정추진계획 정책 협의회

업 및 식품부문』(1997) 등이 있다.

농업관측사업의 추진과 발전
1990년에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농업관측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서는 농업관측협의회 구성을 명문화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출하조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후
속 시행령 상에서는 구체적인 업무추진 내용을 담았다. 초기 시행령에는 농업관측협의회 구성에 대한 내
용이 대부분이었으나 계속된 개정을 통해 관측품목 시행방법·기관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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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해 주도된 농업관측사업은 농업관측협의회
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1995년부터 농업관측업무는 연구원의 농안기금 지
원을 통해 운영토록 하였다. 1996년 9월부터는 매월
농업관측협의회를 개최하여 관측 품목에 대한 수급
및 가격 동향과 전망을 분석하여 『관측월보』를 제작·
배포하고 공중 통신망을 통해 홍보하였다. 이를 통해
관측 정보의 신속하고 정기적인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관측정보의 일관성 확보와 수시 이용 및 의견교환이
가능해졌다. 1998년부터 시작한 ‘농업전망대회’는 연
1998. 1. 19. 농업전망 발표회

초에 농업생산과 농촌경제의 장단기 전망을 발표하고
주요 농정발전 이슈에 대해 농업인과 학계, 정책담당
자가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는 농업계 최대의 행사로
발전하였다.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ARPC)의 설치와 운영
1994년 6월 UR 대책으로 마련된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최상위 목표로 삼고 그 달성 방안의 하나로 10년간 4,650억 원을 기술개발에 투입하기로 계획하였다.
기술개발 연구사업은 처음에는 농림수산부에서 관리를 맡았으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연
구관리 전담기구를 두기로 하고 1995년 9월 27일 연구원 부설로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ARPC)를 설치
하였다. 1998년 4월에는 수산분야가 분리되어 농림기술관리센터로 바뀌었으며, 연간 500억 원 내외의
연구비를 객관적인 사업 선정과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실용화·산업화 기술개발 연구에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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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1세기 새농정 패러다임 설계

연구원은 한국경제가 국가부도 위기로 혹독한 구조조정을 치르던 1998년 4월 1일에 개원 20주년을
맞았다. 산업화 성장 패러다임의 20세기가 저물고 새로운 꿈과 도전의 새천년으로 접어드는 세기의 전
환기에 한국경제는 근본적인 체질개혁을 요구받고 있었다. 농업·농촌은 개방 여파와 수요둔화, 노령화
등으로 성장정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위기와 타개, 그리고 국가발전전략의 수정이 빠르게 진행되던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연구방
향을 전환하였다. 연구 기본방향은 10년 사이에 “위기 타개 → 중장기 비전과 전략 마련 → 성장동력 발
굴과 활로 모색”의 3단계 변화를 보였다. IMF 관리체제 하에서는 농촌경제 현안 극복 대안 개발(1998),
중장기 농업투융자 및 농가부채 대책 제시(1999) 등 위기 타개에 초점을 맞추었다.
위기가 진정이 되어가던 2000년부터는 21세기 농업의 중장기 정책개발(2000), 지식·환경·생명산업 육성
을 위한 정책개발(2002~2004), 남북한 교류와 통일 대비(2001) 등으로 핵심 키워드가 바뀌었다. 하지만
농업의 성장정체가 장기화되고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2005, 2006년)이 중심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지역균형발전과 다원적기능 실현 전략(2005), 안전농식품 공급체계(2007), 농업구
조개선과 중장기 비전(2007)이 새로운 연구방향으로 선택되었다.

IMF 관리체제와 비상 대응
정부는 가을에 시작된 외환 부족 사태로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하자 1997년 12월 3일 기어이 경제 컨트롤
타워를 IMF에 넘겨주었다. IMF는 거침없이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혹독한 구조조정을 요구하였다. 시장금
리는 연 20%대를 훌쩍 넘어섰고 수많은 기업과 금융
기관이 도산하면서 실업자가 쏟아져 나왔다. 달러 부
족으로 사료곡물과 석유 수입이 중단되자 농가에서는
가축이 굶고 온실의 농작물이 시들어가는 사태가 발
생하였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제효율화와 체질개선
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공공부문이 최우선적인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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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었다. 공공기관 통폐합과 강력한 인력구조조정 및 운영비 절감대책이 발표되었다. 농업부문에
서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농어촌기반공사로, 농협, 축협, 인삼협중앙
회가 농협중앙회로 통합되었다.
경제위기는 농산물 소비 위축과 가격 급락을 가져왔다. 설상가상으로 1990년대 초부터 추진해온 농
업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자금의 상환시기가 도래하여 농가경제를 압박하였다. 자금 연체가
늘고 연대보증으로 얽힌 농가들의 연쇄도산 위험이 확산되었다. 1998년 농업소득은 16%, 농가소득은
13%나 감소하였다. 정부는 정책자금 이자율 인하와 상환유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농가부채대책으
로 급한 불을 끄려 하였다.
연구원은 긴급 연구진을 편성하여 『IMF관리체제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1998)을 마
련토록 하였다. 농어촌진흥공사 등 3개 기관 통합은 농지팀을 대응시키고, 협동조합중앙회 통합에 대해
서는 협동조합 연구팀을 별도 구성하여 정책을 지원토록 하였다. 농가부채 대책은 농업금융팀, 직거래와
농소정 등 유통개혁은 유통팀이 맡는 등 연구원의 원내 대부분이 관련 분야 현안분석과 대응책 마련에
동원되었다.

세기의 전환과 미래 비전
경제위기 탈출이 발등의 불이기는 하였으나 중장기 대응책 마련 역시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새로운 세
기로의 전환을 앞두고 탈산업사회화, IT기반 지식정보사회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비전 제시를 요구하였다. 웰빙문화가 확산되고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소비자시대는
공고화되어 갔다.
무역부문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을 대체할 WTO의 새로운 협상 준비작업이 시작되었다. 중국의 급
부상과 WTO 가입도 긴급 현안으로 떠올랐다. 남북관
계 개선과 통일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면서, 남
북교류협력 방안 마련 역시 연구원의 중심과제가 되었
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우려 수준에서 구체적
대안마련을 요구하는 단계로 발전되고 있었다. 세계화
는 이런 모든 흐름을 섞고 가속시키면서 기존 체제를
위협하고 새로운 혁신을 요구하였다.
거시경제환경과 사회문화 변화의 메가트렌드에 대응
한 농업·농촌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 연구가 착수되
었다. 1998년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비전의 연구가 진
2003. 5. 21.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기능활성화 토론회

행되어 2003년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 보고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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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연구가 마무리되었다. 이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이하, 농특위)를 통한 논의와 2006년 이
후의 새로운 발전전략 모색 과정에서 비전작업은 계속되었다.
2002년 농특위의 발족을 계기로 부문별 장단기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가 세분화되어 추진되었다. 원
장은 농특위 사무국장이 되어 농특위 운영 전반을 기획하고 조율하면서 연구원에는 특별연구단을 설
치하여 농특위를 직접 지원토록 하였다. 농특위는 연구원의 연구성과와 농특위 논의를 토대로 2002년
말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안)』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였다. 농특위에서
는 농정 전반에 걸친 과제와 새로운 이슈를 재검토·정리하여 논의하였다. 쌀, 농지, 인력, 농업금융, 영농
규모화, 시설현대화, 품목별 수급 및 가격안정, 유통개선, 축산 선진화, 농촌개발, 사회복지, 산림개발 등
정책과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발제 자료로 만들어졌으며, 연구원이 이를 뒷받침하였다.
참여정부는 2004~2013년간 총 119조 원 투융자계획을 포함한 『농업·농촌종합대책』(2004)을 농정로드
맵으로 발표하였다. 종합대책은 무역정책 기조를 FTA로 전환한 확대된 개방농정 로드맵이기도 하였다.
개방의 피해를 감수해야 할 농업부문으로서는 피해보전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게 되었다. 갈수록 농업·농촌의 입지가 좁아지고 연구원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농업의 딜레마와 미래 설계
개방 이후 진행된 농업구조 문제는 쌀 문제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쌀의 생산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었으나 정책적 중요성은 전혀 낮아지지 않았다. 쌀 관세화를 유예시켜 수입쌀의 대량 유입을 막을 수
는 있었으나 소비감소가 지속되고, MMA물량이 늘어나면서 재고 누증 위험이 커졌다. 농지의 신규 조성
은 거의 중단되고 농지전용과 휴경지 증가로 농지는 계속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공급을 시
장에 맞추려면 대량의 농지를 생산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한국농업의 아킬레
스건인 영세경영 문제를 풀어주려면 농지를 확대해야
되는데 정책은 오히려 줄여야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거기에 2004년 예정된 쌀 관세화 유예 재협상을 앞두
고 불안감이 커지면서 농지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났
다. 이로 인한 농가 자산가치 하락은 농업경제의 마지
막 보루마저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신호였다.
쌀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AMS한도에
묶여 정책효과를 잃어가는 수매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필요했다. 쌀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농가소
득을 지지하는 수단이 쓸모없어진 이상 가격은 시장
에 맡기고 소득은 직접지불로 해결하자는 쪽으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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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이 모아졌다. 연구원은 수매제 폐지와 공공비축제 도입, 직접지불제 도입을 통한 가격변동 및 소득보
전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 2003년 쌀수매제 폐지와 공공비축제도 도입 및 가격하락에 대한 소득
보전직불제 시행을 골자로 한 양정개혁이 이루어졌다.
농지와 생산기반 분야의 연구 역시 방향을 틀었다. 농지는 신규 조성이 거의 중지되고 전용만이 이루
어지고 있었는데 가격마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농지연구는 보전 중심에서 지가하락 대응,
난개발로 인한 무분별한 농지전용 방지, 농지거래 및 이용 관리기구 설계 등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급작
스런 지가하락을 방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할 담당 기구나 제도 도입 필요성이 커졌다. 대
안으로 농지은행과 신탁제도가 연구되고, 토지의 공익성을 앞세운 계획적·집단적 농지전용제도와 농지
전용이익 환수제가 제안되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식량위기 시 농지활용 방안과 농지은행 도입을 통한 통합적 농지관리 방안이
제시되었다. 생산기반분야에선 생산과잉을 우려하여 생산기반 투자를 줄이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바뀌
면서 연구는 과거 중심 분야였던 경지정리, 기계화가 사라지고 농업용수 관련 연구로 대체되었다. 농업
용수 이용료, 수시리설 유지관리, 농업용수 수리권 평가 등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여기에 밭기반정비
사업 관련 연구가 추가되었다.
농업자본과 투자 관련해서는 정부의 투융자정책의 분석과 평가, 조정방안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어
졌다. 기초연구로 농업생산성에 대한 실증분석과 투자평가모형개발 연구가 추진되었다. 농업금융연구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 제시에 초점을 모았다. 정부의 농업금융개혁위원회와 함
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과도한 부채부담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회생 지원 방안을 연구하여 정
책화시켰다. 정책금융 효율화를 위하여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 도입을 건의하고 그 운영방안을 제시하
였다. 농업 인적자원 연구는 농업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 농업경영체 경영
실태, 농업경영컨설팅, 여성농업인 등이 초기 연구로 수행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주로 농업인력 교육·훈련 중심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농가경제 안정을 위하여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연구에
노력이 집중되었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정부보조와 자
구노력을 결합한 소득안정제도,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보험제도,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령농가를 위한 복지정책연구 등이 다각도로 수
행되었다. 특히 직접지불제 연구는 쌀농가 직접지불제, 논농업직불제, 소
득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로 계속 연구분야를 확
대해 나갔다. 또한 보조지원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농가등록제 도
입과 농업지원의 논리적 근거를 찾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 식량안보에 관
한 연구도 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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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환경의 변화와 대응
WTO의 새로운 협상라운드인 DDA가 2001년 11월
시작되었다. 농업부문은 관세감축 폭, 쌀 관세화 연
장, 개도국 지위 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통상여건
변화와 국제기구 논의 동향, 협상 전망과 대책 등 현
황파악 중심의 연구로부터 주요국 협상제안서 분석,
농업분야 모댈리티(Modality) 협상, 쌀 재협상에 대비
한 시나리오별 영향분석 등으로 연구 범위가 확대되
고 주제가 구체화되어갔다. DDA 논의 도중에 선진국
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타결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정부의 무역정책 방향은 DDA

2004. 2. 16. 한·일 FTA와 한국농업

에서 FTA로 선회하였다. 한·일, 한·아세안, 한·중·일,
한·EFTA, 한·미 FTA 등 대상국이 확대되고 동시다발적 협상이 추진되었다. 2004년부터는 연구방향이
FTA 쪽으로 기울고 동시에 많은 연구가 추진되었다.
2001년 12월 중국의 WTO 가입이 가시화되면서 중국의 WTO 가입 영향과 대책, 중국 농업과 정책, 한·
중 농산물 교역 및 농업협력 등 중국 연구를 확대하였다. 중국과 일본의 정책연구기관과 연구협력협정
을 맺고 2003년에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을 만들었다. 2007년에는 연구원 중국사무소를 개설하
여 한·중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면서 북한농업연구도 강화되었다.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 북한경제를 파국으
로 몰아넣었던 식량위기에서 점차 빠져나오고 있었는데, 남한의 지원은 남북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중요
한 요소였다. 연구원은 1998년 5월 북한농업연구센터를 신설하여 연구와 정책지원 활동을 강화하였다.
최신 정보의 제공은 연구 못지않은 중요한 연구원의 기능이다. 연구원은 1999년부터 『북한농업동향』
을, 2000년부터 『세계농업뉴스』를 발간하여 적기에 최신 정보를 정리, 제공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정보 농업과 농정을 위한 농업관측
시장지향적 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생산자, 소비자, 정책담당자가 생산동향과 시장에 대한 충분하고 정
확한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원은 1997년 농업관측의 과학화와 체
계화를 위한 전망모형 개발연구를 시작하였다. 1998년 1월 농협중앙회에서 농업 거시변수와 농가경제,
주요 품목의 수급과 가격전망 결과를 중심으로 첫 ‘농업전망대회’를 개최하였다. 1999년 연구원에 농업
관측센터를 설치하고 관측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하면서 전망모형 개량과 품목별 정책연구를 함께 수행

8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토록 하였다. 이후 채소와 과수분야 연구는 관측센터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축산과 화훼는 농산업경제
연구부와 관측센터가 같이 담당하였다. 2004년부터는 표고와 밤에 대한 관측을 시작함으로써 농림업
관측 시대를 열었다.
관측업무의 수행과 함께 연구원이 큰 성과를 거둔 것이 여러 가지 모형개발이었다. 특히 KREI-ASMO
는 1994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여 꾸준한 개량을 통해 연구원의 대표 모형이 되었다. 품목의 수급 및
가격, 총량지표(농업총생산액, 농업부가가치, 농업총소득 등)의 전망에 활용되었다. 1999년 초기버전을
대폭 개선한 이후 2003, 2006, 2007년 계속 개량하여 모형을 정교화하고 설명력을 높였다.

농업의 활로와 성장동력 발굴
장기화되고 있는 농업성장 정체에서 벗어날 길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품목별 연구가 확대되었다. 여전
히 쌀 관련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2000년대 들어 축산, 화훼, 과수, 채소, 버섯, 녹차, 허브, 곤충자
원 등으로 다양화되어 갔다. 주산지 분석, 지역클러스터 육성, 브랜드화, 공동계산제, 유통활성화 등 생
산과 유통을 망라한 연구를 통해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이 생산자단체 또
는 지자체로부터 발주된 것들이었다. 지방화가 정착되어가면서 생산자와 지자체의 자구노력이 활발해졌
기 때문이다.
농산물 유통의 전통적 관심분야는 수급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
생산 및 유통계약제 등이 연구되었다. 유통개혁의 관심분야는 산지조직화와 유통효율화를 통한 활로
모색이었다. 공동계산 표준모델 개발, 산지 유통시설의 규모화, 브랜드화, 농산물 수출 확대 방안 등이
정책연구로 이루어졌다. 한편, 지역별 도매시장, 농산물 종합물류 또는 유
통센터의 건설 및 운영방안 등 각종 유통시설의 건설 및 배치, 운영방안 연
구가 90년대에 이어 계속되었다. 국민의 정부가 주창한 소비자와 함께 풀
어가자는 농·소·정 연구는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에 중점을 두었는데, 그 성
과는 도농교류 차원의 행사 수준에 그쳤으나 소비자 중시의 관점은 확실
히 강화되었다.
식품안전과 소비자 중심의 접근은 참여정부에서 본격화되었다. 농산물표
시제, 이력추적제, 신종 위해물질에 대한 소비자 경제행위 등이 연구 주제
로 부각되고, 식품의 안정성 확보와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가 본
격화되었다. 각종 식품에 대한 소비행태 연구와 식품산업의 발전 방안을
찾는 연구가 증가하였다. 연구원은 『농업·농촌종합대책 집행평가 및 조정
방안 연구』(2007)에서 농림부를 농식품 관리부처로 하자고 제안하였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칠 영향과 그 대응책이 주요 이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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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이를 포함한 생태환경의 보전과 농업생산의 유지가 장기비전으로 인식되었다. 1990년대 말까
지는 환경보전형 적정 시비, 오염자 부담 원칙 적용, 환경친화적 토착농업 등 환경부담 완화차원의 부분
연구가 주류였다. 경제위기에서 벗어난 2002년부터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총체적 접근과 구체적 정
책대안 연구로 발전하였다.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전략,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친환경 쌀, 친환경 축산직
불 등으로 범위도 확대되었다.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순환농업시스템, 지자체별 친환경농업 중장기 계
획,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등은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접근이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는 기후변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이 주 연구대상이었다.
축산은 2000년대 초까지 가축분뇨, 쇠고기 수입자유화와 한우산업 발전방안, 가축방역시스템 등을 다
루었다. 2004년 이후에는 가축사육두수 총량제 도입방안, 친환경축산직불제, 이력추적제, 가축공제 확
대방안, 축산농가의 소득안정방안 등 환경과 식품안전, 경영안정 분야로 연구시각을 돌렸다.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농촌정책의 강화
농업인구의 감소, 농업성장 정체가 장기화되면서 농촌정책의 상대적 중요성이 커졌다. 농촌지역개발 연
구는 1990년대 말까지 지자체 발주의 시·군단위 지역개발계획 수립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2000년대
들어 읍·면단위 또는 마을단위 연구로 바뀌어갔다.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농업·농촌종합발전계획, 도·농통
합형 농촌정주기반 구축, 신국토 구상과 농산촌 혁신체계, 농산촌지역혁신체계(RIS) 구축, 지식기반사회
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 어메니티 등이 새로운 분야로 자리 잡았다.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의
이행가능성과 지속성을 높이며, 지역 내에서 혁신을 창출하고 발전에너지를 찾으려는 시도였다.
농촌사회 분야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초연구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연구가 중심을 이루었다. 농촌지
역 4개 마을 대상 장기조사 연구인 『한국 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1985~2000)이 2002년 종
합보고서를 내고 종료되었다. 농촌인구 과소화,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 농촌마을의 리더십, 농촌사회
의 양극화 실태 등이 기초연구로 수행되었다. 노령농업인의 생산적 복지, 여성농업인 복지지표, 농촌 복
지정책, 농촌노인의 경제활동 등이 취약계층 복지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었다.
산림정책 분야에서도 1990년대는 주로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임업경영의 안정과 소득보전 중심으로 연구방향을 틀었다. 산림보험제도, 밤의 농작물재해보
험, 임업직불제 도입과 같은 임업 지원제도 중심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외에도 WTO/DDA 협상이 임업
부문에 미칠 영향, 중장기 산림자원 육성 전략, 재정성과 모니터링 등 연구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한 연구
가 수행되었다. 2004년부터는 표고에 대한 관측을 시작으로 임업관측을 본격화하여 임가경영을 지원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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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체제 출범 및 평가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1999년 공공부문 개혁으로 연구원은 농림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사회연구회로 소속이 바뀌었다.
강정일 박사가 경제사회연구회에서 선임된 첫 원장으로 1999년 5월 1일 취임하였다.
정부는 연구원에 새로운 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떼어내고 성과 중심의 연구와 정책지원
활동에 전념할 것을 요구하였다. 연구원 역사 이래 처음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정원의 15%에 해당하는
동료들을 내보내야 했다. 직원 보수체계는 연공서열 중시의 호봉제에서 성과에 따른 연봉제로 바뀌었다.
연구직의 모든 활동은 연구실적, 정책지원활동, 학회활동, 원내활동, 근무평가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받고 점수화되었다. 평가기준과 비중 변화에 민감해지는 날카로운 경쟁문화가 조직문화를 대체해
갔다.
연구도 시장수요를 반영해 수행하고 경영은 자체수입을 늘려 정부출연금 의존도를 줄여가야 했다. 정
부는 출연 연구비의 50%를 삭감하여 농림부 정책과제비에 편성하였다. 연구원이 종전 수준의 연구를
하려면 수탁경쟁을 통해 이 연구비를 다시 확보할 수 있어야 했다. 제도 변화가 가져온 결과가 곧 나타
나기 시작하였다. 연구원이 연중 수행하는 연구보고서가 1998년 72개에서 2007년 152개로 2.1배, 정책
지원활동 건수는 36회에서 438회로 12.2배 증가했다. 재정사정도 좋아져 연구비가 크게 증가하고 보수
도 높아졌다. 하지만 연구원의 업무 피로도가 증가하고 양의 증가가 질의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
이 문제였다. 연구의 품질 향상을 위한 유인체계를 만드는 것이 역대 원장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경영 혁신
연구원은 매년 연구회와 정부의 평가를 이중으로 받으면서 조직개편과 경비절감대책을 추진해야 했다.
신임 원장은 연구회에 경영혁신방안을 제출해야 실질적인 취임절차를 마치게 되는데 그 기조는 조직 슬
림화와 경영효율이었다. 연구조직은 1998년 5부 2실에서 2004년 4센터 1실로 줄었다가 2007년에 5센
터 2실로 복귀하였다. 연구원이 성장하면서 조직을 마냥 줄여갈 수만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연구관리는 연구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연구수요 발굴에서부터 보고서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매뉴얼화하였다. 과거에는 대부분이 1년 이내의 단기과제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연구
기간 2~3년의 중장기과제가 많이 늘었다. ARPC 정책과제의 영향이 컸다. 중장기 과제는 시간 여유가 있
으므로 보다 넓고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어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07년부터 최정섭 원장은 기본
과제 중에서 중점과제를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강화하였다. 연구기간과 연구비를 늘려서 대규모 연구를 수
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품질이 우수한 보고서를 별도 스타일로 발간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였다.
연구가 늘어나면서 임시연구원 채용이 크게 증가했다. 90년대 중반부터 박사급 중심으로 인력을 채용
한 결과로 연구원급 인력 부족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임시연구원 제도는 인력 및 장비 운영의 비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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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불안정, 임금격차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다. 2003년 이정환 원장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
규 연구원과 마찬가지로 시험으로 선발하고 업무와 보수도 정규직과 똑같이 해주는 초청연구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초청연구원은 연구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신분상 비정규직이란 점은 여전하여
지금까지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그룹이다.
회기동 청사는 빼어난 경관과 조용한 분위기로 최적
의 연구환경을 자랑하였다. 하지만 연구원이 성장하면
서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연구공간 부족이 심해
졌다. 박상우 원장은 1997년 연구동 신축과 주변 환
경조성 예산을 확보하였다. 2000년 개원기념일을 맞
아 준공된 연구동은 연구원이 2015년 7월 나주로 이
전될 때까지 여유롭고 쾌적한 공간으로 직원들의 사
랑을 받았다. IMF 관리체제 하의 엄혹한 상황 속에서
연구원이 누린 최대의 행운이었다.
연구원의 보수와 복지수준은 2000년대 초까지 극히

연구동 신축 사진

열악하였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1997년 말 박상우 원
장의 전직원 2호봉 인상 조치는 연구원 가족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하지만 경제위기로 강제 경비절감을
이행해야 했던 상황이어서 조사출장은 물론 연구비품 조달마저 어려움이 있었다. 경제가 차츰 안정되고
성장하면서 연구원 재정사정도 나아졌다. 2003년부터는 1박 2일 일정의 현장견학과 토의, 휴식을 겸하
는 부서별 워크숍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2007년 가을 최정섭 원장은 전 직원 금강산 워크숍을
실시하여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한 직원들을 위로하고 사기를 높였다.
연구원은 경제사회연구회 평가에서 2004년 3위로 우수연구원이 되었다. 연구원이 항상 높은 평가를
받았던 부분이 IT경영이었다. 1997년 홈페이지를 개설 이후 꾸준히 시스템을 개선하여 온라인 결재시스
템을 완성하고 사이버공간상에서 원내외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3년 직원들이 획득한
정보를 공유하는 지식경영시스템(AGRE)과 연구관리·인사·재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03년
에는 전자도서관을 개설하고 2007년에는 홈페이지를 대폭 바꾸어 경제사회연구회 내에서 가장 앞서가
는 정보경영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연구성과 확산과 홍보,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4
년 기획조정실에 성과확산팀을 신설하였다. 농경토론회와 KREI 세미나, 초청강연, 워크숍을 통해 정보
교환 및 자유스러운 토론문화를 열어가는 한편 외부 위탁교육, 연수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훈련기회
를 확대하였다.
2005년 3월 31일 개원기념식에서는 연구원의 정체성과 장기비전을 확인하는 “신가치(MI)와 CI 선포식”
을 가졌다. 여기에서 ‘국내외적으로 신뢰받는 자랑스런 초일류 연구원’을 연구원 비전으로 선포하고 현
재 사용되고 있는 연구원 로고타입, 워드마크, 시그니처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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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네트워크 경영
세계화에 대응하여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를 확대한 것은 2000년대 연구원의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다. 원장은 2000년부터 세계농업경제연구소장회의에 참여하여 교류의 폭을 넓혔다. 2000
년에는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와 2001년에는 일본농림수산정책연구소와 연구협력협정(MOU)
을 맺었고, 이를 바탕으로 2003년에는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을 발족
시켰다. 그리고 2007년에는 북경에 연구원 중국사무소를 개설하였다.
해외 연구기관과의 연구협력(MOU) 또는 자매결연 체결 건수는 1999년까지
3건에 불과했었으나 이후 8년 사이에 13건이 추가되었다. 국제회의, 세미나,
학회 등 연구자의 국제활동 건수도 급증하여 2000~2004년에는 연평균 40회
나 되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08년 세계농촌사회학회를 연구원이 개최하
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배우고자 하는 개도국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연구원을
찾는 횟수도 증가하였다. 연구원은 강의, 연수기회 제공, 자료와 정보 공유 수
준에서 나아가 직접 현장조사에 참여하고 정책조언을 해주는 수준으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켰다. 2006년 베트남 농촌지역개발사업 컨설팅, 2007년 캄보디
아 농촌지역조사와 소액금융사업, ‘아태지역 농촌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주제
의 ODA 국제 콘퍼런스 등이 대표적이다.
2003. 10. 28. 제1차 동북아농정연구포럼

부설기관과 연구원 기능 확충
연구원의 첫 부설기관은 1995년 설치된 농림기술관리센터(Agricultural Research&Development Promotion
Center; ARPC)였다. 농림부문의 기술개발자원 관리
와 개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공공기관 증
설 이미지를 피하고 관련 기능 극대화를 명분으로 연
구원에 두었다. 처음에는 수산부문까지 포함하였으나
1998년 이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하였다.
주요 임무는 국내외 기술 동향분석, 기술수요조사
및 예측, 기술개발사업의 장단기 목표설정 및 추진계
획 수립, 연구과제의 발굴·선정·평가 및 사후관리 등이
었다. 연간 400~500억 원 규모의 개발자금을 운용하
였다. ARPC는 충실한 기능수행으로 4년 연속 최우수
2005. 7. 6. 농촌정보문화센터(CRIC)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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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참여정부는 정책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을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2005
년 농업·농촌부문의 정보유통과 정책홍보를 위한 농촌정보문화센터(CRIC)가 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치
되었다. 주요 임무는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홍보기획 및 전략수립과 대표사업 개발, 성공사례·경영·마케
팅 기법 등 교육·홍보자료와 농정현안의 효과적인 홍보방법 개발 등이었다.
이로써 연구원은 연구·조사, 관측, 기술관리, 정책홍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다기능 국책연구기관으
로 변신하였다.

청사의 나주 이전 확정과 충격
국민의 정부는 경제위기의 극복과 경제체질 개선에 여념이 없었지만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장기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지역별 기업혁신도시 육성을 내세웠는데 그 방안으로 공공
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였다. 연구원은 이 계획에 의하여 2005년 6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 나주
로의 이전이 확정되었다. 이 결정에 연구원은 큰 충격을 받고 이 결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였다. 연구원은 경제사회연구회 소속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세종시로의 이전을
희망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정환 원장 퇴임 후 부원장 대행체제의 취약점도 컸다.
연구원의 우려는 정부 부처와 멀리 떨어져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정책지원활동 기능이 약화되고 국제업
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우수 연구인력 이탈로 연구원의 역량과 성과가 크게 저
하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또한 당초 유사 기능 수행기관을 한 곳에 이전시켜 특화발전을 이루겠다는 것
이 공공기관 이전 원칙으로 발표되었으나 연구원 이전 결정에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도 이전
결정 재고의 이유였으나 어디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다. 오히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촌
가까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연구원에 대한 몰이해에 실망만 커졌다.
하지만 언제까지 실의에 젖어 있을 수는 없었다. 연구원 가족은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위치의 불리가
반드시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며, 여건과 환경을 활용하고 힘을 합쳐 창의력을 발휘한다면 위
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결의였다. 정부의 청사이전계획서 제출 요구에 연구원은 우선 충분한 연구
공간과 기능 확충을 염두에 두고 크게 그린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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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성장동력 모색과 정책지원 강화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시장개방 시대의 농정 전환기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농촌경제연
구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농업·농촌정책을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는데, 2008~2014년 기간
은 정권교체와 더불어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정책기조도 바뀜으로서 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이 크
게 변화된 시기이다.
특히 2008년 2월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농업을 2, 3차 산업과 융복합화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
고, 희망과 비전이 있는 강한 농식품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전의 농림부를 ‘농
림수산식품부’로 확장하고, 해양수산부의 수산업 정책과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 정책을 이관받아 수행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3년 2월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에서 종전의 부처 명칭을 ‘농
림축산식품부’로 바꾸고, 주요 임무로 농산·임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 농산물 유통, 농촌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정부조직과 소관업무가 개편되면서 정책연구도 변화되었다. 즉, 연구원이 설립된 1978년부터 1997
년 4월까지는 농림정책과 아울러 수산정책 연구도 수행하였으나, 1997년 5월에는 수산 분야를 한국해양수
산개발원으로 이관하였다. 그 대신에 2000년대 후반에는 농식품정책 연구가 추가되었고, 2010년대 들어서
는 국제농업협력과 통상 연구, 그리고 농촌사회·지역개발 연구가 강화되었다.

금융위기와 미래지향 연구
2008년은 이른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한국경제를 불황에 빠뜨리기 시작한 시기로서, 이러한 금융위
기의 여파는 대략 2011년까지 4년 동안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지속
되면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상황도 악화일로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처음 겪는 금융위기에 대하여 그렇게 심각할 것으로는 예측하지 못
했던 것 같다. 당시에 기획재정부는 연초의 보도자료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상승 기
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였다. 더욱이 금융위기와 세계경제 저성장이라는 국면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견고한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렇게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연구원은 2008년도 연구 기본방향을 농업경쟁력 강
화와 농촌사회 안정에 두고 ①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한 생산 및 유통 체계, 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
부문 구조개선과 인재 육성, ③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농정 전환, ④ 농촌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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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개발, ⑤ 농촌의 구성원 다양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개원 30주년을
맞아 한·중·일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중국 북경에 중국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연구의 활력을 꾀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식품관련 법체계 개편을 위한 기초연구』, 『신규 취농의 진입장애 해소방안』, 『동
아시아 FTA 대비 농업부문 연구』,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를 위한 정책 재편 방안(2/2차)』, 『전업농 위험
관리 방안 연구』 등을 비롯한 총 132건의 연구과제와 관련사업을 완료하였다.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세계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는 계
속해서 확대되고 있었다. 정부는 2008년 하반기부터 내년도 경제전망치로 4%대 성장을 주장하였지만,
국내의 경제연구소를 비롯한 주요 경제예측기관들은 2009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대로 내렸으며,
심지어 해외 투자은행(IB)들은 2%대로 대폭 하향조정하는 상황이었다.
농업·농촌경제의 전망도 어둡게 드리워졌지만 연구원은 2009년도 연구의
기본방향을 밝은 미래를 지향하도록 편성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농림업과
식품산업의 생산·유통 혁신, ② 농업·농촌 부문의 성장잠재력 및 자원 개
발, ③ 농가경제 안정 및 경영인력 육성, ④ 농촌지역 활성화 및 복지 증진,
⑤ DDA·FTA 협상과 국제화 대응 등을 연구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기조를 공유하면서 연구자들의 각오와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
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 분석과 대응전략(1/2차연도)』, 『쌀
관세화 유예 협상 3년의 평가 및 관세화 대비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 『경
제·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농지제도 개편방안(2/2차연도)』, 『기초생활권 생
활 서비스 기본 설정에 관한 연구』, 『간척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등을 비
롯한 총 176건의 연구과제와 관련사업을 완료하였다.

금융위기 극복 후 적극적 연구 활동
2010년에 들어서면서 한국경제의 경기 회복세는 조금씩 나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나, 가계와 기업의 심
리지표들은 아직도 상승 폭이 축소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고용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는 각국의 GDP 동향을
분석하면서 2010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농업·농촌경제의 성장동력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은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관점에
서 연구의 기본방향을 ①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원 개발, ② 농식품의 부가가치 창출 및 수출 전략 개
발, ③ 농업·농촌 정책 추진의 효율화, ④ 농촌지역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 ⑤ DDA·FTA 대응 및 글로벌
협력 강화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 연구자들은 적극적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친
환경농업직접지불제 개편 및 환경기준 준수조건 지원정책 도입방안 연구』, 『양정개혁(2004년)의 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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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지역발전정책 변화에 대응한 농어촌 정책 방향설정 및 농어촌 서비스기준 도입방안 연구』, 『전
업농의 농업투자행위 분석과 정책방향』 등을 비롯한 총 172건의 연구과제와 관련사업을 완료하였다.
2011년의 한국경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구제역 확산까지 겹치면서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였다. 수입
물가는 연초에 14%나 상승하는 등 23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으며, 생산자 물가도 30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였다. 국가부채는 1년 동안에 32조 원이나 증가하면서 400조 원에 육박하며 GDP 대비
34%에 달하는 등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와 EU와의 FTA가
국회 비준됨으로써 유럽을 향한 수출 증대가 기대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건을 인식하여 연구원은 경제 안정을 추구하면서 2011년의 연
구 기본방향으로 ① 그린(green)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 ② 농식품
안전공급 및 관리 체계 구축, ③ 지역정책 개발과 추진체계의 효율화, ④
농촌소득원 개발과 생활의 안정화, ⑤ 국제협력 및 개발지원 강화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방향 아래 연구자들은 국내외 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의 연구협력을 통하여 최우수과제 『중국 농업의 지역별·품목별 성장 특성
및 시사점』, 우수과제 『농식품 원산지표시의 효과분석과 활용도 제고 방
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농림업 분야 파급효과 심층 분석』, 『자유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농업·농촌 여건변화 대비 농
지은행 대응 방안』, 『농협경제사업의 미래비전과 활성화 방안』 등을 비롯
한 총 175건의 연구과제와 관련사업을 완료하였다.
특히 2011년에 주목되는 사항으로 유기농업의 새로운 동향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이른바 ‘유기농 3.0’이 제안된 것인데, 유기농 3.0의 목표는
건강·생태·공정·배려의 원칙(IFOAM의 유기농업 4대 원칙)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의 확산, 기후변
화에 적응, 적절한 수입보장, 동물복지, 토지·물·종자의 가용성, 건강한 식생활 등을 지향하는 데에 있다.
이를 배경으로 우리 연구원도 몇몇 연구자들에 의하여 유기농업 연구에 착수하여 2011년에 연구보고서
를 발간하였다.

경기회복기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
한국경제는 2012년에 들어서면서 점점 회복하는 분위기를 나타냈다. 국내의 경제연구소들은 세계적인
경기둔화 추세를 염려하면서도 새해 들어 국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1월 초
에 열린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를 위한 협상 준비에 나서기로 합의한 데에다,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재발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 12월에 이명박 대통령께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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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즉, 10년간 10조 원 규모의 농어업 시설현대화 추진, 2012년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위하여 총력 경주, 수산양식 10대 전략 품목을 본격 육성, 수산물 수출 100억
달러 시대 준비, 농협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윈윈(win-win), 귀농·귀촌 일괄
(One-stop) 서비스 강화 및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등이었다.
연구원은 농업·농촌의 성장동력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2012년도의 연구 기본방향으로 ① 농업 여건
의 변화 대응과 위기대처 능력 제고, ②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③ 농업의 외연 확대와 성장동력
원 발굴, ④ 자원의 합리적 활용과 농업·농촌의 활력 증대, ⑤ DDA·FTA 협상 지원과 보완대책 수립 등
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농촌사회·지역개발 연구를 강화하
였고, 원내 조직으로 ‘FTA이행지원센터’를 설치하여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는 연구도
강화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연구 활동으로 『식품지원제도 활성화 연구』, 『농업부문 위험과 포트폴리
오에 관한 연구』,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방안』, 『농식품 이력관리시스템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농어촌지역개발계획 수립체계 개선방안 연구』 등을 비롯한 총 176건의 연구과
제와 관련사업을 완료하였다.
2013년도 역시 경기침체라는 어두운 전망으로 출발하였다. 경제전문가들은 연초부터 우리나라 경제성
장률이 3% 수준을 크게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기 침체로 물가가 1%대 상승에 그치는 등
저성장·저물가의 디플레이션 갭(deflation gap)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주요 경제전문지들
도 올해 한국경제가 성장 부진, 소비 부진, 투자 부진, 수출입 부진으로 요약할 수 있는 부진한 경제로
마무리 될 소지가 크다고 진단하였다.
2013년 2월 25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새 정부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
여 수산 부문을 해양수산부로 환원시켰다. 공식적으로는 3월 23일 대통령령 제24456호에 의거하여 해
양수산부가 부활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에 대통령께 보고한 2013년도 업무계획에서 국민과의
소통채널로 학계·언론·소비자·생산자는 물론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가칭)‘국민공감농정추진위원회’를 운
영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위원회는 4~6월 동안 운영하면서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이라
는 새 정부의 농정 비전 실현을 위한 5대 국정과제(농식품산업의 창조경제, 농가소득·경영 안정, 농촌복
지 증진, 유통구조 개선, 안전 농식품의 안정 공급)를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새 정부의 출범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계획을 반영하여 연구원은 2013년도 연구의 기본방향을 ①
농산업의 안정적 삶을 위한 시스템 구축, ② 농업경영주체의 역량 강화와 신가치 창출, ③ 기후변화 대
응과 지속가능한 자원이용, ④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회 창출, ⑤ 안전하고 효과적인 식
품시스템 확립 등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정부 위원회의 자문 역할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
적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연구를 강화하였으며, 이렇게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
여 2013년에는 『농식품 정책의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실태와 개선과제』, 『물가안정을 위한 축산물과 축
산식품 유통체계 구축 연구(3/4차연도)』, 『한·중 FTA대비 중국 원예산업의 변화 실태 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밭농업 직불제 운용평가 및 농가소득보전 프로그램 개선방안 연구』, 『RCEP 농업분야 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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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대응방안 연구』 등을 비롯한 총 193건의 연구과제와 관련사업을 완료
하였다.
한국경제는 2014년에 본격적인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에서 발표한 지표들을 보면, GDP 전망이 2013년 상반기에는 2.4%로 부진
했으나, 하반기에는 3.5%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2014년
의 경제성장 목표를 연간 4.0%로 설정하였다. 또한 고용률이나 소비자 물
가지수 등에서도 한국경제가 그간의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 서서히 회복 국
면으로 진입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반영하여 연구원은 2014년도의 연구 기본방향으로 ① 농산업의 안
정적 성장을 위한 역량 강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 ② 국민 삶의 질을 높
이는 농식품시스템 구축, ③ 활력 증진을 통한 살기좋은 농촌지역사회 만
들기, ④ 대내외 여건 변화의 대응과 위기관리 강화, ⑤ 농정성과 제고를
위한 농정추진체계 개편 등의 5개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시장개방 진전
에 대응하여 1월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를 신설하고 국제협력연구를 강화하였다. 2014년에는 『지속
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 연구』, 『농지거래 행태조사와 제도 개선 방안』, 『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 제도
개선방안 연구』, 『농식품 소비자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연구』, 『농업수입보장보험 운용방안 정책연
구』 등을 비롯한 총 164건의 연구과제와 관련사업을 완료하였다.

농업관측사업의 확대 추진
농업관측사업은 2000년대 들어 자리를 잡아가면서 관측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사업이 확충되었다.
연구원은 2000년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농업관측전담기관
으로 지정되었고, 이어 농림부훈령 제1033호 “농업관측사업 실시요령”(2000)에 의거 ‘농업관측센터’라
는 명칭으로 연구원에 내부조직을 편성하였다. 그 후 농림부훈령 제1116호(2002)에 의거 ‘농업관측정보
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89호(2009)에 의거 관측품목을 확대하게 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호(2013)에 의거 ‘농업관측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제곡물관측사업을 추가로
실시하게 되었다.
농업관측사업은 농식품부 예산을 지원받아 농업관측센터에서 수행하는 농업관측(품목별 관측)과 소
비관측 그리고 농업전망 등이 있으며, 임업관측은 2003년부터 산림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 산림정책연구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농업관측은 2000년에 엽근채소, 과일, 과채, 축산물(한우, 돼지, 닭)의 관측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쌀
이 추가되었고, 2008년에는 콩과 감자, 2010년에는 양념채소, 오리, 버섯 등이, 2013년에는 국제곡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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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되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급 및 가격전망 등을 분석하여 매월 품목별 월보를 발
간하며, 영농 현장에서 신속하게 출하와 재배면적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관측속보』를 발표한다.
예컨대 작황 변동이 심한 품목으로 고랭지배추·무 출하 속보는 7~9월 15일경(3회), 마늘·양파 재배의향
속보는 9~10월 15일경(2회)에 발표되며, 태풍, 호우, 우박 등 기상악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시에도 속보
가 제공된다. 국제곡물관측은 2012년 8월부터 자체적으로 『국제곡물 관측월보』를 발간하였으며, 2013
년부터는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해외곡물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관측은 소비의향지수와 소비패턴을 발표하는데, 소비자조사는 2007년부터, 음식점조사는 2015년
에 도입되었다. 구매의향 조사는 각 도별 대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패널(410명)을 대상으로 매월 중순
경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농산물 소비와 가계 지출에 도
움을 주려는 것이다.
농업전망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국내외 경제성장률 및 환율 등 전망치가 수정되고,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잦아져 국제 곡물생산량 전망치도 자주 수정되었다. 이에 따라 매년 1월에 농업전망대회를
통하여 발표한 전망치를 수정할 필요가 제기되어 2010년부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KREI 농업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농업·농촌경제의 단기전망치는 분기별로 『농업·농촌경제동향』을 발표
한다. 이 자료는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분석하여 봄(5
월)·여름(8월)·가을(11월)·겨울(2월)에 발표하는 자료로서 1998년 10월에 제1호를 발간한 이래 2017년
겨울호까지 제78호를 발표하였다.
임업관측은 2003년 5월부터 산림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 산림정책연구실에서 밤 관측을 격월로 발표하
기로 하여 10월에 첫 호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2004년에는 표고버섯을 추가하였고, 2009년에는 대추와
떫은 감을, 2010년에는 산채류(고사리, 취나물, 더덕)를, 2012년에는 조경수 포함하여 6개 품목으로 확
대해 제공하고 있다. 임업 관측의 주요 품목으로 밤 관측은 3월, 5월, 7월, 9월, 11월의 15일, 8월과 10
월에는 속보가 발표되며, 연차 동향과 전망에 국제시세도 포함된다. 표고버섯 관측은 3월, 4월, 5월, 6
월, 7월, 9월, 10월, 11월 15일에, 수실류(대추, 떪은감)는 8월, 9월, 10월, 11월 15일에 발표된다.

각종 간행물 및 세미나 등을 통한 연구 성과의 교류
연구원은 연구보고서 외에 여러 가지 간행물과 각종 세미나를 통하여 외부의 관계자들과 연구 성과를
교류하고 있다.
정기간행물로는 『농촌경제(Journal of Rural Development)』, 『농업·농촌경제동향(계간)』과 『세계농업
(월간)』 등을 발간하고 있는데, 이 간행물에는 외부 인사들도 기고할 수 있다. 먼저 『농촌경제』는 한국
연구재단에 등재된 전문학술지로 창간호는 1978년 5월 1일에 발간하였으며, 2017년 12월 21일자로 제
48권 제4호를 발간하였다. 『농업·농촌경제동향』과 『세계농업』은 농업·농촌분야의 최근 이슈에 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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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및 자료로서 농업인 및 일반인들과 지식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업관측의 산물로 발간하는 분기별 경제동향자
료이며, 『세계농업』은 세계 각국의 농업정책 및 농식품산업 동향과 더불
어 국가별 농업자료와 국제기구 논의 동향을 제공한다. 제1호(2000. 9. 1.)
부터 『월간 세계농업뉴스』라는 제명으로 대략 매월 발간해오다가 제83호
(2008. 3. 1.)부터는 『세계농업』으로 제명을 바꾸었으며, 2018년 2월에 제
210호를 발간하였다.
그 밖의 정기간행물로 『계간 북한농업동향』, 『계간 중국농업동향』, 『월간
해외곡물시장동향』, 『계간 농축산물수출입동향』, 『농식품재정사업리포트』
등이 있다. 『계간 북한농업동향』은 1999년 4월에 제1권 제1호를 발간한 이
래 2017년 12월에 75번째로 제19권 제3호를 발간하였다. 『계간 중국농업동
향』은 2008년 5월에 제1권 1호를 발간한 이래 2017년 12월에 41번째로 제
월간세계농업뉴스

10권 3호를 발간하였다. 『월간 해외곡물시장동향』은 2012년 6월에 제1권
제1호를 발간한 이래 2018년 3월에 61번째로 제7권 제3호를 발간하였다.
『계간 농축산물수출입동향』은 ‘FTA이행지원센터’의 간행물로 2013년 4월
에 제1권 제1호를 발간하였고 2018년 2월에 20번째로 제5권 제4호를 발간
하였다.
농정이슈를 공유하기 위한 간행물로는 『농정포커스』, 『현안분석』, 『이
슈리포트』등 3종이 있다. 『농정포커스』는 주요 정책 이슈와 과제에 대한
분석 및 대응 방향을 정리한 자료로 2003년 1월에 제1호를 발간한 이래
2018년 1월에 제161호를 발간하였다. 『현안분석』은 주요 농정 현안에 대
한 조사 및 연구결과를 정리한 자료로 2014년 5월에 제1호를 발간하고
이어 2017년 2월에 제45호를 발간하였다.
농정동향 분야에서는 『KREI논단』, 『주간농업농촌동향』, 『농정소식』 등
3종을 홈페이지 게재 또는 유인물로 발간하였다. 『KREI논단』은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된 기고문이나 개인적인 견해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자료이다.

KREI 농정포커스

『주간농업농촌동향』은 제1호(2009. 6. 12.)를 게재한 이후 2018년 제578호
를 게재하였다.

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 및 토론회는 개원 이래 계속되고 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자료만 보
면 첫 번째(1998. 2. 1.)로 “신정부의 농정과제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였고, 2017년 말까지 213번째로
농업부문에서의 기술협력: 역할과 성과, 개선방향을 발표하였다. 특히 2008년 4월 1일에는 개원 30주
년을 기념하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관에서 중국과 일본의 농업경제학자를 초빙하여 “농업·농촌의 당
면과제와 한·중·일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95

연구원의 어제와 오늘

연구원은 개원 이래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00년부터 농업인을 대
상으로 매년 조사로 정례화하였고, 2006년부터는 도시민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국민의식조사’로 확대
하였다. 농업분야의 유일한 국민의식조사는 연구수행 지원은 물론 정부정책 수립과 여론 형성에 기여하
고 있다.

농특위 참여 등 다양한 정책지원 활동
연구원은 연구사업 외에 연구자들이 정부의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비롯하여 정책연구협의회,
정책워크숍, 정책토론회 개최 등 폭넓은 활동을 통하여 농림수산정책 개발과 지원에 노력하였다. 먼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운영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약칭 농특위)이다. 농특위는 「농어업·농
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636호)에 따라 2002년 2월에 대통령 직
속의 위원회로 출범하여 연구원이 초기부터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였다. 농특위의 설치 목적은
WTO 출범에 따른 다자간 무역협상과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
장기 정책방향과 실천계획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본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
여 29인으로 구성하고, 이들 위원을 3개 분과위원회로 편성하였다. 제1분과위원회(농림 분야)에서는 농
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관한 중장기 대책 과제를 논의하고, 제2분과위원회(지역개발·
여성·복지 분야)에서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며, 제3분과위원회(수
산 분야)에서는 어업분야 경쟁력 제고 및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농특위는 당초에
200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2004년과 2007년 두 차례의 법 개
정을 통하여 운영이 연장되었다. 2008년 1월부터 대통령 소속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으로 바뀌어 제
3기 위원회를 운영하였는데,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의 농특위는 분과위원회를 기존 3개에서 5개 분과로
세분화하고 특별분과도 설치하여 전문성을 높였다. 그 후 정부 내에서 위원회 성격이 논의되다가 2009
년 12월 말에 폐지되었다.
다음으로, 201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고 있는 ‘삶의 질 향상위원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839호, 약칭; 농어업인 삶의
질법) 제46조에 의거 ‘삶의 질 향상위원회’를 설치하고, 2012년 4월 19일부터 연구원을 위원회 지원을 위
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각 부처 장관을
포함 25명 이내로 구성하였으며, 활동 내용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변경에 대한 심의,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과 관련한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 및 의견조정 등이었다.
연구원은 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하여 2015년 7월에 ‘삶의질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점검 평가, 농어촌서비스 기준 달성의 검토 분석,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연구 등을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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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1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공감 농정추진위원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박근혜 정부의 농정 방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국민과의 소통 채널로서 농업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위원회에는 민·관 공동위원장 중심으로 생산자단체·식품단체·소비자단체·일반 국민·학계와 언론 및 연
구원, 지자체 공무원 등 167명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원에서는 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연구
자들이 분과위원회에 발제자로 참가하여 중장기 농정 비전과 정책과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부설 기관의 활동
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농림기술관리센터’, ‘농촌정보문화센터’,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 등이 한시적
으로 존재하였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와 ‘FTA이행지원센터’는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 이
하 간략히 추진 경과와 활동 내용을 정리한다.
‘농림기술관리센터’는 WTO 출범에 대응하여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과 전담기관으로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1995년 9월 27일에 연구원 부설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로 설치되었다. 센터는 초기에는 농림수산 분야의 기술개발 과제 발굴, 선정, 평
가, 성과활용 등 기술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으며, 1996년에 수산 분야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
라 1998년 4월부터는 ‘농림기술관리센터(ARPC)’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림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후 2009년 4월에 정부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법률 제14505호)」을 제
정하여 기술개발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으로 2009년 9월 17일 ‘농림수산식품기술
기획평가원’을 설립하면서 관련 재산과 인력도 평가원으로 모두 이관되었다.
‘농촌정보문화센터’는 농업·농촌의 희망메시지 전파와 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을 위하여 2005년 4월
28일 연구원 부설조직으로 설치되어 동년 7월 1일에 개소하였다. 센터는 언론 동향과 대응사례 분석 및
정책 제안, 농업·농촌 가치 및 농정 홍보에 대한 여론조사 사업 등 농정현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을 위하여 활동하였으며, 그 후 2012년 5월 신설법인에 이관 통합되었다. 신설법인인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은 2011년 정부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있다. 이를 근거
로 농림수산부 소속 ‘농림수산정보센터(AFFIS)’와 ‘농업인재개발원’, 그리고 연구원의 ‘농촌정보문화센터
(CRIC)’ 등 3개 기관을 통폐합하여 2012년 5월 23일 신설기관을 발족시켰다.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는 1998년에 정부가 국가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벤처창업과 중소
기업 육성시책을 추진한 데에서 비롯된다. 연구원도 전문인력과 정보를 활용하여 벤처농기업 육성에 적
극 참여하는 방향에서 2000년 12월 19일 3개 업체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2년에는 중소기업청으로부
터 ‘서울지역 벤처농기업 창업보육센터’로 인정받고 예산도 지원받아 연구원 별관 1층을 보육공간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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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2002년 2월 6일에 개소식을 가졌다. 센터는 매년 공고와 심사를 거쳐 신규업체를 입주시키고 연
구원 전문가를 지정하여 자문하도록 하였으며, 기간이 종료되는 업체는 운영규정에 의거 졸업시켰다. 그
후 2005년에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발표되면서 청사매각과 함께 사업 종료가 예정되었으며,
결국 2010년 3월 중소기업청에 인가권을 반납함으로써 사업을 종료하였다.

중국사무소와 FTA이행지원센터 설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는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면서 중국 농업정책과 생산·소비동향 및 시장추이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할 필요성에서 시작되었
다. 연구원은 중국사무소 설치를 결정하고 2007년 5월 10일 관련 규정을 마련한 후 중국정부의 비준을
요청하였는데, 신청서가 농업부에서 두 번이나 반려되어 재신청을 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
러한 난관을 거친 끝에 사무소 설치가 승인되었고, 2008년 3월 6일 공식적으로 중국 북경에 연구원 중
국사무소를 개소하였다. 개소식에 이어 중국농업과학원 회의실에서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세미
나에는 연구원에서 최정섭 원장과 연구자들이 참석하고 중국에서는 탕화쥔(唐華俊) 농업과학원 부원장
과 두안잉삐(段應碧) 중국농업경제학회장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중국사무소는 한국
과 중국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농업협력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FTA이행지원센터‘는 FTA 이행이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수
입피해 상황을 분석하며 FTA 이행과 관련한 상담·안
내·교육 등 농업인 지원을 위한 연구원 내부조직이다.
정부는 2011년 7월 21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동법
제20조에 전담기관 지정과 출연금 지원 근거를 마련
하여 2011년 10월 21일 우리 연구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연구원은 별도 조직을 설치하는 방침으
로 2012년 1월 16일 현판식을 가졌으며, 조직 명칭은
‘FTA이행지원센터’로 하고 3팀(총괄지원팀, 조사분석
팀, 영향평가팀)을 두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8. 3. 6. 중국사무소 개소식 및 한·중 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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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홍릉 시대 마감과 나주 시대 시작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혁명적 변화; 나주 이전
연구원은 2015년 7월로 홍릉 시대를 마감하고, 2015년 8월 3일부터 공식적으로 나주 시대를 시작했다.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조성 계획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시행한 것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의 공동혁신도시인 나주시로 입지가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속한 대다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정부청사가 밀집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했다.
연구원의 입지 변화는 그리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요소요소에 거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연구원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유지와 지역사회에의 기여 활동, 연구의 성과 제고와 확산,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연구자들의 생활 등의 측면에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와 적응을 하는
데에 큰 고심이 필요했다. 그러면서도 국가의 농정 기조를 선도해나아가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교정해
나가는 역할은 지속했다.
이 시기는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와 문재인 정부의 초기로 나뉘어진다. 농정 기조에서도 박근혜 정부
는 국민행복,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와 6차산업화 등에 무게가 실렸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 기조는 “사
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라는 대 전제하에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어업인 소득안
전망의 촘촘한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등으로 과제를 설정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연
구원 출신인 이동필 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역대 장
관 중 최장수 장관으로서 재임한 탓도 있지만 연구원
은 정부의 농정 기조를 뒷받침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
행했으며, 이동필 장관의 뒤를 이은 김재수 장관 역시
연구원에 대해 다양한 역할을 기대했다.
2013년 2월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
을 추진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라는 부처 명칭을 농림
축산식품부로 바꾸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임무
는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 진흥, 농촌개
발 및 농산물 유통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
2013. 11. 28. 연구원 나주신청사 기공식

로 기능과 역할이 조정되었다. 2017년 5월에 인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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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며 부처 명칭
이나 기능은 전 정부의 윤곽을 크게 바꾸지는 않았다. 다만, 참여와 협력의 농수산행정 구현을 위해 대
통령 직속의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농어업회의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분권형 농정
을 추진한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김영록 장관은 실사구시
형 농정을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힘을 쏟고자 했다.

나주 이전에도 중단없는 국책연구기관의 소명 완수
2015년도 역시 경기침체 속에서 출발하였다. 세계경제의 침체와 한국경제의 저성장기조가 지속될 것
으로 전망되었다.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이 3% 초반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았으며, 국
내 경제성장률은 3.4% 정도로 보았다. 따라서 고용증가 속도 둔화, 가계소득 정체에 따른 디플레이션
(Deflation) 가능성 등으로 농식품의 소비 위축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였다. 다만, 달러화 및 엔화 약세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유가 하락으로 농자재가격은 안정적이라고 분석되었다. 2014년에 쌀 관세화 및
한·중 FTA 체결 등으로 대외적 불확실성은 축소되었지만 오히려 농가의 대응에 따른 특정 품목으로의
쏠림현상 등으로 수급관리의 중요성이 재차 부각되었다.
이런 배경 하에 제18회 농업전망대회의 대주제는 “농산물 수급안정 방안, 현장에서 찾는다”로 정했다.
서울대회를 열지 않고 현장에 밀착해서 현안을 다루어보자는 판단 하에 제주,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중부권 등 5개 권역별로 농업인들에게 밀착형 발표대회 형태로 추진했다.
2015년에는 연구원에서 모두 175개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그 중 141과제를 완료했고, 34개 과제는
2016년도까지 계속되었다. 효율적 농정추진 시스템 구축으로 농정성과 제고, 농산업의 신성장동력 확충
과 경쟁력 제고,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수급시스템 확립,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 농업
의 대내외 여건 변화와 대응력 제고 등 중장기 기초연구와 수요자 지향의 중대형 정책연구를 적절히 배
합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농업·농촌정책연구 분야에서는 『농촌지역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의 다기능복합화 추진방안』, 『농촌지역
의 사회적 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등의 21개 과제를 수행했다. 특히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
적 조사(2/5차연도)』나 『마을단위 맞춤형 6차산업 실증모델 개발 및 적용(1/3차연도)』은 용역과제이면
서도 농업·농촌정책연구 분야에서 장기에 걸쳐 추진되는 의미있는 과제였다. 자원환경연구 분야에서는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미래농업으로 곤충산업 활성화 방안』 등의 25과제를 수
행했다. 정책 과제로 추진된 『양분총량제 도입기반 마련』 연구는 축산업계의 반향을 일으킨 바 있으며,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는 농림식품분야 R&D 발전을 위한 법정 계획의 수
립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식품유통연구 분야에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식품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대형마트 휴무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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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농업분야 파급영향과 대응방안』 등 32과제를 수행했다. 사회경제적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해 자체
기획한 과제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또한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제도화 방안』 및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자급률 제고방안 연구』 등과 같은 정책 연구를 통해 새로운 제안과 기본에 충실한 제안
을 병행했다.
글로벌협력연구 분야에서는 『대북 식량지원프로그램 구축 방향』과 『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증대 전
략 연구』 등을 추진했다. 동시에 『DDA 협상대응 시나리오 구상』 등의 정책 연구를 통해 미래 대응 연구도
추진했다. 산림정책연구 분야에서는 『지역임업 및 지역산림관리 활성화 방안(2/2차연도)』를 통해 커뮤니
티 중심의 산림관리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동시에 『산지은행제도 도입을 통한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방
안 연구』 및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에 따른 산림분야 규제비용 분석』 등을 통해 임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조성에 대한 연구를 추진했다.
한편, 농업관측센터에서는 35개 품목에 대한 장단기 전망과 함께 『말산업 육성 현황과 발전 방안』, 『축
산 부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관세화 이후 쌀 수출입정책을 중심에 둔 『중장기 양곡정책방향(1/2차연
도)』 등의 기본연구도 병행 추진했다. FTA이행지원센터 역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지원 업무
외에 『메가 FTA의 경제효과 분석 방법론 개선방향을 위한 기초연구』와 같은 현안 대응형 관련 연구를
병행·추진했다.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는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성과 확산사업(KAPEX)
과 함께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심화 연구(2차연도)』 등을 추진했다.
2015년도에 정부 업무 확대에 따라 새로 구성된 ‘삶의질정책연구센터’와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는
업무의 범위와 구조를 설정함과 동시에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방향 연구』 및 『농식
품 규제비용 분석지원을 위한 연구』 등의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5개년 법정 계획으로서
6차산업화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천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창의정보실이
중심이 되어 『농업·농촌에 대한 2015년도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중국사무소는 현장성과 시의성이 있는 중국의 농업·농촌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제공하고, 중국 농업기
관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연구협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중앙정부의 보도자료로서 “2015년 중앙 1호 문
건” 등의 관련 자료를 정리했고, 중국농업동향을 계간지로 펴내는 등의 활동을 했다.
홍릉에서 나주로 이전하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은 연구사업 이외에 정부부처 등 정책지원 업무
와 정책연구협의회, 정책워크숍, 정책토론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폭넓은 활동을 하였다. 또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개발과 지원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노력하였다. 그리고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KREI 세미나, 농경토론회 및 현장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운영하였다.
특히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농업·농촌 광복 70년 과거와 미래 토크콘서트”를 농식품부 장관 이하
다양한 참석자들을 초청하여 릴레이로 개최하고 수십 명의 집필진이 참여하여 기념 책자를 발간했다.
그밖에 10회에 걸친 희망농업 포럼, 분기별로 이루어진 농어촌지역정책 포럼 및 국제농업 파트너쉽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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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등은 해당 분야의 이슈를 선점함으로써 연구원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하는 데에 기여했다.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콘퍼런스는 7월과 12월에 국책연구기관
및 시도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연구원 이
전을 앞두고는 한국지역개발학회 및 한국농촌사회학
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홍릉 청사에서 개최했으
며, 농업·농촌·식품 분야로 나누어 50여 명의 외부 전
문가들과 함께 하는 미래농정포럼을 조직하여 운영했
다. 미래농정포럼은 연구원이 홍릉에서 나주로 이전
하는 상황에도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유

2015. 7. 16. 농업·농촌 광복 70년 토크콘서트 개최

지해야 한다는 필요에서 기획하여 실행된 것이었다.
또한 OECD 농업농촌미래발전 콘퍼런스를 비롯해서 많은 국제세미나를 개최했으며, 『Agriculture in
KOREA』 발간 등을 추진하여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허브로서의 위상도 유지하려는 노력을 강화했다.
연구원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연구부서는 2015년 7월 1일자, 비연구부서는 2015년 7월 1일
및 11월 1일에 거쳐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연구부서는 삶의 질 정책 업무 및 농식품정책성과관리 업무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삶의질정책연구센터’와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를 신설하여 5부 5센
터 조직으로 정비했다. 비연구부서는 나주 이전을 계기로 소원해질 수 있는 중앙언론, 농민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하고 나주지역의 기관 및 지역 언론 등과의 적절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대외협
력실을 신설했으며, 청사이전 업무 종료에 따라서 청사이전추진단의 시설관리 업무를 행정실 시설관리팀
으로 이관해 4실로 조직을 정비했다. 나주 이전에 따른 인력 유출 우려에도 불구하고 박사급 인력 7명
을 포함한 45명이 신규로 연구원 식구가 되었다.

나주에서 세계적 농정연구기관으로 도약을 모색
기관별로 내놓은 2016년 세계경제 성장률 평균전망치는 3.1%로 집계되었으며, 미국은 양호한 성장세
가 지속되는 반면에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주요 신흥국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 미국이 2015년
말에 금리인상을 발표하고 신흥국 경기둔화 우려로 선진국의 장기금리는 하락하고 주요 신흥국 환율도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달러화 가치 상승 및 원유 공급량 확대 등으로 국제
유가는 2015년보다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국경제는 저금리, 저유가 등에 따라서 가계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주택분양 호조 등으로 건설경기
도 회복되면서 다소 개선되고는 있었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성장속도 둔화, 중국 경제의 하향 흐
름 지속, 유로존 및 일본 경기회복 한계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수출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기관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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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은 3.0% 내외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되었다. 그러나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많았었다. 글로벌 성장 둔화에 따른 한국경제 저
성장 및 수출부진 전망에도 불구하고 유가 및 사료가격 하락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전
망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연구원에서는 2016년 1월 제19회 농업전망대회를 “급변하는 농업·농촌, 내일
을 기획한다”라는 대주제로 정하고 일시 중단되었던 서울대회를 재개하였다. 서울대회와 더불어 중부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대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하였다. 세부 주제는 글로벌 시대의 농업대응, 농식품 시
장변화와 창조농업,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의 주요 정책 이슈와 농
축산물과 임산물에 대한 장단기 관측결과로 나타난 품목별 수급 및 가격 전망 등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이 자리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농정 방향을 설명하였으며, 6차산업화, 들녘별 경영체 육성, 수출산
업화, 복지와 삶의 질 향상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연구원은 2016년에 ① 중장기 농업·농촌·식품산업 전망과 농정방향 모색, ② 창조적 혁신을 통한 농축
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③ 농업인 소득안정과 농축산물 수급안정, ④ 농업인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활력 회복, ⑤ 대내외 여건 변화 대응과 국제농업협력 확대 등을 연구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러
한 연구의 기본방향 아래 중장기 기초연구와 수요자 지향의 중대형 정책연구를 적절히 배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나주 이전의 불리한 여건 돌파를 위해 타 국책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강화, 국내외 대
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연구협력을 통하여 2016년에는 모두 175과제를 수행하였다. 그 중 141과제를
완료하였으며, 34과제는 2017년까지 진행되었다.
연구 분야별로 요약하면, 농업·농촌정책연구 분야에서는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 실태와 정책과제』,
『농산업분야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등의 41과제를 수행했다. 특히 『농업 고용인력 실태조사 및 수급
안정 방안 연구』 및 『들녘경영체 운영효과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과 같은 정책연구는 농정현안에 대해
연구원이 실증 조사와 분석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한 과제이며,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 및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운영 및 활용방안 연구』 역시 농업·농촌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 제안을 시도한 대표적 연구로 꼽힌다.
농림산업정책연구 분야에서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임대차 관리방안』, 『농림업분야 빅데
이터 활용도 제고방안』 등의 75과제를 수행했다. 농림산업정책연구 분야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수시과
제 수행이 활발했는데, 그 중 『기업의 농업진입 관련쟁점과 과제』 및 『스마트팜 운영실태와 성공요인 도
출』 등의 연구는 2016년도의 농정 분야 사회적 쟁점에 대해 연구원이 신속히 대응한 사례이다. 연구원
의 나주 이전에도 불구하고, 『상주 뽕생산건강특화단지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 『동부
권 농식품 6차산업화단지 조성 기본계획』, 『태안화력 온배수 농업부문 활용타당성 검토』 등과 같이 나
주라는 지리적 제한 없이 전국을 망라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유라시아 시대의 해외농업투자와 사
료곡물 확보방안 연구』, 『국제보호지역 등재를 위한 한반도 핵심 생태축의 특성 분석과 관리방안 연구』
등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관점을 잃지 않는 연구를 병행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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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협력연구 분야에서는 『선진사례분석을 통한 농업의 수출산업화방안 연구』, 『Post 2015 대응 중
장기 국제농업개발협력 추진전략 수립』 등의 28과제를 수행했다. 그밖에 북한농업동향, 중국농업동향,
세계농업정보 등의 연구 관련 사업을 지속시킴으로써 관련 분야 연구 발전에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원의 위상을 강화했다. 더불어 『미 신행정부 출범 관련 국제통상 자문』, 『DDA 협상대응 시나리오
구상』 등과 같이 국가 현안 대응을 위한 연구도 대응했다. 한편 중국사무소는 현장성과 시의성이 있는
중국의 농업·농촌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제공하고, 중국 농업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연구협력을 강
화했다. 특히 당면한 농정이슈를 주제로 한 한·중농업포럼 등을 개최하였으며, 한·중농업장관 회담을 지
원했다.
농업관측연구 분야에서는 『서양채소 수급실태 분석과 과제』, 『낙농산업 구조개선방안 연구』 등의 32
과제를 수행했다. 35개 품목에 대한 관측 업무 이외에 관련되는 기초 연구 및 현안 대응 연구를 병행 수
행하여 연구원 관측 사업의 영향력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중장기 양곡정책 방향』 및 『가축방역정책효
과 분석』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또한 관련 연구로서 미래정책연구실에서는 『직접지불제 효과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등의 3과제를, 기획조정실에서도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운영사업』 등의 5과제
를 수행하였다.
연구사업 이외에 정부부처 등 정책지원 업무와 정책연구협의회, 정책토론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폭
넓은 활동을 통하여 농림정책개발과 지원을 위하여 노력했다. 영국발 브렉시트 발발에 따른 농업부문
파급영향을 신속하게 분석하기도 했으며 ‘반려동물산업육성T/F’ 활동에 참여했다. 그밖에 장관 주재 10
대 농정현안 대응을 위한 농식품부와 연구원 간의 합동토론회를 비롯해서 ‘귀농·귀촌과 농촌사회변화 전
망 국제심포지엄’, ‘기후스마트농업의 기회와 과제 국제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였다. 희망농업포럼은 총 8
차례 개최하였으며, 농어촌지역정책포럼과 국제농업파트너쉽포럼도 각각 분기별로 4차례씩 개최하였다.
또한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발표대회는 농업전망대회와 더불어 연구원을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 매김하
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KREI 세미나, 농경토론회, 현장토론회, KREI 공감농정특강, 농경아
카데미 등을 수시 개최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특히 나주 이전에 따라 직원들의 근
무 형태 유연성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유연근무제도 등을 완전히 정착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다양한 맞
춤형 지원 제도를 운영했다. 원격지 근무 확대에 따른 업무 효율화 지원을 위해 모바일 전자도서관시스
템 구축 등이 이루어졌고,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등도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연구원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2016년 6월에 취임한 14대 김창길 원장의 경영
방침 등을 반영하기 위해 2016년도에는 연구부서 및 비연구부서 조직개편을 9월 1일자로 실시하였다.
연구부서는 연구분야별 칸막이 완화를 통한 협업연구 촉진과 연구와 정책지원사업과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 4개 본부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비연구부서는 대외협력, 고객관리 및 정보지원 업무의 통합관리를
통한 성과확산 내실화를 위해 대외협력정보실과, 핵심 국정과제와 농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 미래정책연구실을 신설하여 5실로 조직을 정비하였다.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6명이 연구원을 떠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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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의 신규 채용이 있었다.
한편 연구원은 2015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연구기관 평가를
획득했다. 4년 연속 우수 및 최우수 연구기관으로 평가된 것일 뿐만 아니라 2015년도는 나주에서 홍릉
으로 연구 환경이 변화되는 와중에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라 더욱 뜻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5년 연속 우수연구기관 등 도약하는 KREI
2017년 주요 국제기관들의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6년보다는 다소 개선된 3.0%로 전망되었으나 불확
실성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 합의에 따른 공급과잉 완화
와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완만하게 상승하겠지만, 미국의 전통적 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저
유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국경제는 미국 금리인상과 통상마찰 심화 등 대외요인과 국
내 수출부진 지속 및 내수둔화 요인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2.6%로 전망되었다. 더욱이 국내외의 정치적
상황에 있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체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5월의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큰 상태로 2017년을 출발했다.
이러한 정치·경제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연구원은 제20회 농업전망대회를 개최했다. “미래를 향한 농업·
농촌, 변화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회, 호남권, 영남권 대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했다. 특히 제20회
농업전망대회를 맞이해서 각계각층의 동영상 축하 영상이 사전 제작·발표되었으며, 미래의 핵심 키워드
로서 ‘4차산업혁명’에 대한 특별 주제발표가 이루어졌다.
2017년은 5월 새로운 정부가 탄생함에 따라 국정철학 및 농정기조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농정의 경우
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조성”이라는 전략 하에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어업
인의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등의 과제 안에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및 복지 확대, 농산물 수급 안정,
공익형 직불제 개편, 재해대응, 영농창업 활성화, 환경
친화형 농축산업, 스마트농업, 품질좋은 먹거리 공급,
참여와 협력의 농수산 행정 등과 같은 광범위한 내용
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원은 새로운 정부의 농정 방향과 과제에 대해
2017년 연초부터 준비하여 10대 농정 전략을 발표했다.
10대 농정 전략으로는 ①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
급으로 국민의 신뢰 향상, ② 다양한 농업·농촌 가치
공감으로 국민에게 행복 제공, ③ 농가 경영소득 안정
2017. 1. 18. 농업전망 2017 서울대회

과 인력육성으로 일할 맛 나는 농업 실현, ④ 농업·농

105

연구원의 어제와 오늘

촌 여건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⑤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 증진으로 농촌 삶의 질 개선, ⑥ 아름답고 쾌
적한 농촌 만들기, ⑦ 지방분권화를 통한 농정성과 제고, ⑧ 농업부문 투융자 제도 및 세제 정비로 재정
집행 효율화, ⑨ 4차산업혁명 대응 및 신성장동력 창출, ⑩ 대외정세 대응역량 강화를 꼽았다.
또한 연구원은 새 정부의 새 농정에 주요 이슈 선점 및 연구 성과 발표를 겸한 릴레이 정책토론회로
써 이슈토론회를 세 차례 개최하여 각종 대중매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농업·농촌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과 새로운 도전”, “안전·안심 먹거리를 위한 새 정부 정책과제”, “농업부문 통상 및 국제협력 성과
제고 방안” 등의 이슈들이 다루어졌다.
그밖에도 나주 이전 이후에는 홍릉 시대에 비해 더욱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글
로벌 연구기관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했다. OECD, 농협, APEC기후센터, 예일대, 건국대 등과 업
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4차산업혁명 농업·농촌대응전략’ 연구단, 농업·농촌일자리 TF, 쌀정책개
선 TF 등을 조직하여 새 정부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했다.
나주 이전 만 2년이 지나면서 연구자들의 생활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출근하는 풍경에는 도보
와 자전거가 압도적으로 많아졌으며, 퇴근 후에 가족
들과 저녁식사를 한 후에 업무 마무리를 위해 사무실
로 복귀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직주근접의 환경이 가
져온 변화는 홍릉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이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연구원에서는 직원들을
위한 아침식사 제공, 맞춤형 유연근무제 확대 등과 같
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6개 정부출연연
구기관 2016년도 평가에서도 최우수연구기관으로 평
가되었다. 이로써 연구원은 5년 연속 우수연구기관이
면서 나주 이전 이후 2년 연속 최우수연구기관으로 선
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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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정책 연구

농업 후계인력의 확보와 전업농 육성
연구원에서 수행한 농업인력 연구는 주로 급격한 이농과 농업인력 수급, 후계농업인력 육성, 농업인 전
문성 개발, 농촌여성, 귀농·귀촌 등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1980년에 정부의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이 발
족하면서 후계농업인 육성에 관한 조사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농업경영체’라는 용어는 1990년대
에 들어 성립된 용어이며, 그 전에는 농가와 준농가(공공기관 및 단체 등의 농업경영)로 구분하였으나,
농가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연구의 주된 관심은 농가의 소농적 특성이었다. 1970년대에 들
어 영농조직이 등장하다가 1990년대에 들어 농업법인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적 농업경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급격한 이농과 농업인력 수급
설립 초기에 연구원은 농어촌의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였다. 따라서 인력 분야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농업인구의 이동에 관한 것들이었다. 이농은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가 주거지를
도시지역으로 이동하는 행위로서 이농의 결과는 농촌과 도시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서 이농에 관한 연구는 주로 누가, 왜, 어떤 경로로, 어디로 옮겨 갔으며, 그곳에서 어떻게 정착하고, 도
시 부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농의 결과가 농촌사회에 미친 영
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이농은 대부분 자의적 의사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정부의 개발정책에 의해서 타의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다. 관련된 첫 번째 논문은 이성복(1979)의 이농 및 전업에 대한 지원방안 연구였다. 이 논문은 남양만
의 이주자와 대청댐 수몰지역의 이주자들을 사례로 이농과 전업대책을 다루었다. 당시에 이주자들의 주
거환경과 생활 여건은 열악했으며 취업여건도 좋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문제
점을 정리한 것이었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황인정 등(1978)은 국가가 개발하는 공단의 건설과 댐공사
등으로 농촌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들의 새로운 이주지 정착과 전업지원을 위한 대책을 연구하여 정부
의 정책 입안 기초자료로 제공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 산업화 이후 이농으로 인한 농촌가족 구조의 변화와 인구이동을 통한 경제적 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윤여덕 등(1984)의 이농민의 도시적응에 관한 연구에서는 산업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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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시로 이농한 이농민들의 이주경로별 도시 정착 과정을 사례별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의 이농민은 도시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며 도시 속의 빈민층을 형성하는 제3세계의 경우와는 달리 제조
업 등에 취업하여 사회 통합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도시 이주자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이 기대되고 있
다고 결론짓고 제3세계론적 이론 틀이 한국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1990년대에는 이농이 농가와 농촌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가 주로 나타나고 있다. 김성호 등의
연구(1991)는 농가 인구의 이동이 농가와 농업생산, 농촌사회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농촌사회
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농가 인구의 변화가 농업부문의 변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농
가의 성격 변화에 관한 정기환의 연구(1993)는 한국에서는 이농이 교육받은 젊은이를 중심으로 선택적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가인구 및 노동력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농가의 승계단절을 가져와 농가
인구와 농가 수의 급격한 감소, 농업경영자의 고령화에 의한 농가 경영규모의 확대 지연 등의 현상이 나
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농가 인구의 감소에 의해 농업 구조개선의 효과를 기대하는 기존의 농업발전론
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농업인력 변화를 추정 및 전망한 연구로 이정환 등(1985)의 이농량 결정요인 분석에 대한 논문에서
1965년부터 1981년까지 17년간의 14세 이상 농가인구 변화에 기인하는 통계적 방법의 이농량 추정이
이루어졌다. 김경덕(1998)은 농업노동력 전망모형을 이용하여 중장기 농업인력의 규모를 연령별, 지역
별, 영농형태별로 파악하여 향후 농업인력 개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후 1999년부터 농업인력의 전망은 KREI-ASMO 분석에 의한 추정치가 매년 농업전망대회를 통하여
발표되었으며, 연도별 농업취업자, 농가인구, 농가호수 등의 총량지표가 관련 연구에 인용되었다. 2000
년대 들어 김정호 등(2003)이 농업총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농가인구와 농가호수의 중장기 전망을 예
측하였다. 여기서 분석하였듯이 농가호수 전망은 농업경영주의 연령별 분포에 의한 코호트 분석이 보편
적인 분석기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후계농업인력 육성
1980년대 초에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젊은 인력 문제를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농어민후계
자 육성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 노동인력의 여성화와 노령화 문제를 제시
하고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을 지원하는 일련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김동일 등(1980)의 영농후계자 육성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이영대 등(1990)은 신규영농 후계인력의 확
보와 영농정착 지원 및 기간 영농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농어촌 인력 육성방
안을 제시하였다. 농업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명채
등(1991)의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 연구는 농업부문의 인력감소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영농 인력을 정책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농업인력에 대한 견해의 전환
점을 이루었다. 이에 뒤이어 윤호섭 등(1992)의 연구에서는 농어민후계자사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농업계 학교 교육의 제도개선과 지원을 통한 농업인력의 확보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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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에는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계 학교 교육체계 개선방안이 이영대 등의 연구결과에서 제시되
었다. 이 연구에서 농업계 고등학교는 농업경영자나 농업관계 직종의 종사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목적에 맞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와 농업계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폭에 힘입어 1994년에는 농업경영자기술
전문대학 설립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경상북도가 의뢰한 이 연구에서 농업경영자를 양성하기
위한 특수농업전문대학은 실질적으로 농업관련 실습 위주의 교육 과정을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특수농업전문대학의 설립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
영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매우 바람직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1995년 이후 농업인력과 농업계 교육 문제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른
결과도 정책 결정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되었다. 1994년에 농업부문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대통령 자문기
구로 농어촌발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동 위원회의 농어민복지분과위원회에서는 농업부문의 인력
감소와 관련된 경제 여건 및 교육 여건의 변화를 검토하여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원에서도 농어촌발전위원회의 활동에 맞추어 1995년 5월에 ‘농림수산계 교육개혁 방향’에 관한 정
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 연구원은 농림수산교육개혁 방향을 각급 학교의 교육목표에 따
른 역할 분담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따라 한국농업전문대학이 설립되었으며, 대학의
특성화 지원이 이루어지고 영농인 양성 특수목적고의 설정과 집중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국농업
전문대학은 이후 한국농업대학, 한국농수산대학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다. 연구원은 한국농수산대
학의 수산 분야, 말산업 분야, 임업 분야 등의 신규 학과 개설 및 대학 발전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신규농업인력의 확보와 육성을 위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신규 취농의
진입장애 해소방안(2008)은 연구에서 신규 취농자들이 취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실제 정착하
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각종 장애요인을 구명하고 그 해소방안으로 신규
취농자로 하여금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단계적 취농을 준비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 네트워크 관련 진입장애 해소를 위
한 과제로 ① 영농 도제 프로그램 지원, ② 농장(법인체) 취업 활성화, ③
신규 취농자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고, 자본 관련 진입장애 해소
를 위해 ④ 신규 취농자의 경제적 자본 형성 지원을, 전문성 관련 진입장애
해소를 위해 ⑤ 신규 취농자를 위한 종합 매뉴얼 개발·보급, ⑥ 능력 중심
의 패키지형 정책자금 지원, ⑦ 농업계 학교의 영농관련 교육 지원, 시장
관련 진입장애 해소를 위해 ⑧ 생산자 조직 인센티브 부여 및 교육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후 마상진 등(2010)은 1981년 이후 30여 년간 10만 명 이상의 농촌 지
도자를 배출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
후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후계농업경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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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사업이 후계농업경영인 개인에게 영농규모화, 농업 조수입 증가, 농업소득 증가, 영농역량 개발, 사
회적 관계 확대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반면, 농가부채의 증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지역
의 농업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고, 국가의 농업생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농업인 연령구
조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이 외에도 새롭게 출발한 문재인 정부의 ‘청년농업인 직
불제’의 구체적 방안을 설계하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영농기술, 농지 및 경영자금 마련, 판로 개척, 주거
지 마련 등 청년 세대의 영농 창업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지역 단위 체계를 발전시키
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농업인의 전문성 개발
2000년대 이전까지 농촌지도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농업인 교육은 2000년대 중반부터 농정당국의 ‘정
예농업인력육성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별도의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등장한다. 이에 따라 마상진 등
(2005)이 농업인력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현행농업인 교육·훈련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농업
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후 농업인 교육·훈련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방안
(2006)에서 농업인 교육에 있어 교육 주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농정 당국의 농업인 교육 주체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관련자 연수 강화 정책을 이끌어 냈다.
마상진 등(2007)은 기존의 집체적 교육·훈련 중심의 농업교육에서 벗어나 학습 중심에서 다양한 형태
의 농업인 인적자원 개발 방식의 참여 실태를 진단하고, 농업인에게 더욱 접근성이 높은 학습 촉진을 위
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다른 산업 부문과 마찬가지로 농업부문도 지식기반의
경제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기에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은 규격화된 지식과 기술을 그대로 습득하도
록 하는 ‘교육·훈련’을 통해서가 아닌, 학습자가 자신의 성과 개선을 위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
는 모든 활동에 의해 개발되는 체제로 바뀌고 있으므로 농업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학습’의 패러다임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농업 인적자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보다 많은 농업인들의 학습 참여를
촉진하고, 참여한 농업인들은 다양한 학습유형을 통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학습한 결과를 영농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이후 농정 당국
의 농업인 교육 전담조직(2009년 농업인재개발원 설립, 2011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확대·
개편)의 신설 및 담당 업무의 구체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 외에도 네덜란드, 뉴질랜드, 미국 등 농업 선진국의 농업교육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며 이들 나라의
농업교육 관련 제도와 실천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농업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중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촌 문화의 보전과 같은 전통적
의미의 농업·농촌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환경 그리고 식품 등의 문제를 통해 농업이 우리 생활과 밀접
하고도 광범위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부각하는 대국민 농업교양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
째, 농가 경영 승계율을 높이고, 더불어 젊고 유능한 고학력자들의 신규 취농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프
로그램, 그리고 농업구조 개선 측면에서 확산될 필요가 있는 농업 법인체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화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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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영역의 다양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유입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농업 고등학교, 농업전문
대학, 농과대학의 교육과정 그리고 각종 창업농을 위한 단기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국가에서 인
증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자격화하여 각종 농업인 지원사업 선정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품목별 농업분야 능력표준을 개발하여 대상자에 따른 내용 차별화와 세분화, 내
용 간 연계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다섯째, 경영 교육을 강화하여 농업인들이 농장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농산물이 식품의 형태로 소비자의 식탁까지 전해지는 전 과정을 생각하면서 농가 경영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점차 낮아져만 가는 농업에 대한 국민 지지도의 회복, 일상 경험과 농업 생산 현장과의 괴
리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농업관련 문맹 현상의 개선, 젊고 유능한 신규 농업인력의 지속적 확보 등의
우리나라 농업이 안고 있는 핵심 현안들은 농업교육을 통해 해결하도록 공공 및 민간의 농업관련 기관
과 단체가 서로 역량을 연계하여 농업교육의 방향 설정과 더불어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0년대 중·후반부터 영농인력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농업인력육성 연구가 추진되기 시작한다. 농
촌개발 관련 참여 주체, 사회적 기업 경영자와 중간지원 조직, 6차산업화 전문 인력 등의 육성방안에 관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주요 현안인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를 농산업(농업 생산, 농업 전·
후방산업, 농업 서비스)에서 해결하고자 시도한 농산업분야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2016) 연구는 2008
년 농정에 식품산업 정책이 포함된 이후 최초의 농산업 인력 정책의 기반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농산업 고용 시장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나 되므로 농산업 고용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
냐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청년 고용 여건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강조하면서 농산업 청년 고용을 활성
화하기 위해 농산업 고용의 질을 제고하고, 농산업체와 학교 간의 산학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농산업 인력 교육-육성-공급-활용을 포괄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농산업 고용 전담과
를 신설하고, 관련 통계와 일자리 정보 체계를 정비하며, 지역별 농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
스와 부문별 교육·고용을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구를 활성화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가사노동, 출산력, 모성모호와 육아, 여성의
역할 분석 등의 분야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농촌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가장 중점적으로
연구되었다. 농촌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는 1982년도에 FAO와 공동으로 연구한 농촌여성의 생
산활동에 관한 연구에서 시작된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농촌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농가의 소득과 가
족 복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적극 장려되어야 하지만, 여성 근로자들의 노동환경과 사회복지
문제가 열악함을 지적하고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농촌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가 농업과 농촌경제의 피폐로 나타나므로 농촌여성의 경제활동은 농가의 소득증
대와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주장과 함께 농촌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대
한 학문적 논쟁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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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정기환의 연구(1997)는 농촌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 원인을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농업 노동력의 감소, 농가의 소비 수준 향상과 교육, 문화활동 증가에 따른 가계비 상승,
여성 자신의 자아실현 욕구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진단하였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
하는 요인을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의 가치관과 인식의 전환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농촌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로 김종숙, 정명채의 연구(1992)와 박대식의 연구(1996)가 있다. 이
들 연구는 산업화 과정에서 농가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와 함께 여성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경제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정책적 차별
을 개선하고 여성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성 노동력의 기계화 등을 촉구하였다.
1999년에 농림부 여성정책과가 설치되고 2002년에 「여성농업인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정책 연구가 더
욱 강조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 요구가 대두되어 강혜정 등(2007)이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와 정책과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후 정은미 등(2012, 2013)이 2년에 걸친 연
구를 통해 그동안의 여성농업인 연구를 정리하면서 농업부문과 지역사회에서의 여성농업인이 참여 실
태를 진단하고,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의 구체적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여성농업인이 경제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로 가사와 농사를 병행하는 과중한 노동부담과 관련 기회의 부
족에서 찾고, 그 해결 과제로 귀농인 및 도시 유휴 인적자원이 참여하는 농가도우미제도의 확대, 농번기
마을 급식사업 등과 더불어 여성농업인이 경영인으로서 동등한 법적 대우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의 보완을 제안하였다. 이후 정은미 등(2014)은 제3차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여성농업인의
생활과 일에 관계된 제반 조건을 살펴보고 경제사회활동, 교육, 복지, 문화 등 각 분야의 현황과 의향을
도출하여 중장기 여성농업인 정책이 근간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귀농·귀촌의 증가
1990년대 말 IMF 사태로 인해 처음 귀농이 사회적 현상으로 발생한 이후,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귀농이 장기화되기 시작하면서 귀농·귀촌 관련 연구가 시작된다. 2000년대 중반부터 연구
원에서 도시민의 농촌 정주 의사와 관련된 연례적 조사가 시작되었다.
2010년대 초반부터 귀농·귀촌 연구가 본격화 하여 성주인 등(2011)은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중
‘도시민 및 귀농인력 활용 강화’라는 정책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관련 사업의 개선 및 발전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후 성주인 등(2012)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전국 주요 권역별 정
책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정책들을 논의하고 귀감이 될 귀농·귀촌인의 지역공동체 활동사례들을 살펴
보았다. 김정섭 등(2012)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공동으로 귀농·귀촌 개념과 관련 통계 생산 방법, 귀농·귀
촌 정책의 목적, 예비 귀농인·귀촌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귀농·귀촌과 농촌 주거환경, 농촌 지방자
치단체의 대응 등의 주제로 논의한 일곱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방안으로 제시
하였다. 한편 성주인 등(2012)은 귀농·귀촌현상을 동부에서 읍면부로의 인구이동이 반대의 경우 보다 많
은 향촌이도 현상과 연관지어 분석하였다. 박문호 등(2012)은 귀농·귀촌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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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면서 농촌 인구 유지와 새로운 인적자원 공급이라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김경덕 등(2012)은 귀농·
귀촌에 따른 사회적 편익(농촌과 도시 각각에 대한 편익)과 비용(농촌과 도시 각각에 대한 비용)을 계산
하였다. 박시현 등(2014)은 귀농·귀촌의 요인과 귀농·귀촌이 농촌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 사회
의 변화 모습과 연계지어 거시적으로 파악하고 향후의 전개 방향을 가늠해 보았다.
마상진 등(2014, 2015, 2016)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공동으로 그동안의 귀농·귀촌 관련 연
구를 재정리하면서 우리 사회 귀농·귀촌 현상을 보다 긴 호흡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귀농·귀
촌인 1천명에 대한 추적 조사 패널을 구축하고 귀농·귀촌인의 귀농·귀촌 준비, 정착과정, 사회·경제적 활
동 실태, 삶의 질 만족 및 도시로의 재이주 의향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농정 당국의 귀농·귀촌
종합대책(2016) 수립과 청년 귀농자에 대한 기본적 소득 대책 관련 정책 프로그램 도출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 이후 김정섭 등(2016)은 5개년 국가 법정 계획인 ‘귀농·귀촌 종합대책’의 기본방향과 추진과
제를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밖에 박대식 등(2014, 2015, 2016)은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활동
과 관련한 다양한 국내외 사례(지역개발, 6차산업화, 사회적경제 등)를 발굴·분석하여 그 정책적 시사점
을 제시하였다.

농지법 제정과 보완 과제
역사적 배경
현행의 농지법은 1994년에 제정되어 1996년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20년이 흐르는 동안 국내외 농업·
농정 여건이 변함에 따라 농지법은 개정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약화·완화를 거치
면서도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에 근거한 자작농주의 농지제도의 이념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자작농주의 농지제도는 1950년에 시행된 농지개혁에 의해 탄생되었으며, 농지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지
주적 토지소유는 1910년에 실시된 조선토지조사사업에 의해 형성되었다. 따라서 농지법과 자작농주의
농지제도의 역사적 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선토지조사사업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로써 100
년을 헤아리는 근대적 토지소유제도의 역사는 첫째, 조선토지조사사업과 일제 전시기에 걸쳐 진행된 이
른바 식민지 지주제의 형성 및 전개, 둘째, 1945년 8월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1948년과 1950년에 실시된
농지개혁과 자작농 체제의 확립, 셋째, 1994년의 농지법 제정과 자작농 체제의 약화·전환 등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농지법 제정에 관해서는 본론에서 서술하므로 여기서는 그 역사적 배경으로서 토
지조사사업과 농지개혁에 관해 약술하기로 한다.
‘조선토지조사사업’은 일제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전국의 모든 택지와 경지에 대해 필지별로 측량
을 하고 소유자와 지번·지목·지적·지위등급·지가·형상 등을 조사하여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을 작성한 사
업이다. 이를 통해 필지별로 소유자를 확정하고 그에게 절대적·배타적인 소유권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적인 수단과 장치를 정비하였다.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역사적 의의는 이른바 근대적 토지소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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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토지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확정되고,
등기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토지소유권에 관한 증명이 확실해지자 토지 거래가 활발해지게 되었다. 더욱
이 일제는 조선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된 후 1920~1934년에 실시한 산미증식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식민지 지배를 위한 사회적 지주로서 조선의 지주층을 끌어들여 우대하였으며, 지주층들은 미곡 이출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소작지 비율은 1919년의 50%에서 1936년 58%로 증가하
였으며, 특히 논의 소작지 비율은 65%에서 69%로 증가하였다. 또한 자작농의 비율은 1916년의 20%에
서 1932년 16%로 감소하고 자소작농의 비율은 41%에서 25%로 감소한 반면 순소작농의 비율은 37%
에서 53%로 증가하고 지주의 비율은 2.5%에서 3.6%로 증가하였다. 요컨대, 일제 말엽에 농가호수의 절
반 이상이 순소작농이었으며, 총 농가호수의 3.5%에 지나지 않는 지주들이 전체 논 면적의 67%와 밭
면적의 50%를 소유함으로써 전체 농가호수의 80%를 차지하는 소작농가를 지배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자 남한에 미국군정, 북한에 소련군정이 들어서 남북이 분단되
었다. 남한에서는 1945년 말 206만 호의 농가 중 49%가 순소작농, 35%가 자소작농, 합계 86%가 소작
농가였으며, 전체 농지 2,226천 정보 중 소작지 면적이 1,447천 정보로 6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같
은 여건에서 소작농민들은 소작료 불납투쟁, 식량공출 반대 시위와 경찰서 습격 등을 전개하였으며, 전
일본인 소유농지 분배 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각 정당·사회단체 등에서도 제1의 정치적 과제로 민족자
주독립국가의 건설, 제1의 경제적 과제로 토지개혁의 실시를 내세웠다. 당시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전략의 일환으로 미군정의 지배를 받던 국가와 신생독립국 등에서 자본주의적 농지개혁을 추진하
였으며, 남한에서도 미군정은 초기부터 농지개혁을 추진하였다. 더욱이 북한에서는 1946년 3월에 무상
몰수·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실시함으로써 남한의 농지개혁을 강요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해
방 직후 남한에서 농지개혁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던 것이다.
미군정은 1946년 2월 27일 토지개혁법(안) 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이 작성한 토지개혁법 초안을
1947년 초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에 회부하였고, 산업노농위원회는 그 수정안을 12월에 본회의에 상정하
였으나 성원 미달로 유회된 끝에 1948년 3월에 입법의원이 해체됨으로써 법안도 자동 소멸되었다. 이에
미군정은 1948년 3월 22일에 중앙토지행정처를 설치하여 귀속농지 매각 조치를 취하였다. 이어 1948
년 8월 15일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9월에 농지개혁법 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이 작성한 농지개
혁법안을 수정하여 국회에 제안하였으나, 국회는 이와 별도의 국회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1949년 4월
27일에 통과시켰다. 그러자 정부는 상환액(연 생산량의 125%)과 보상액(연 생산량의 150%) 간의 차액
을 문제삼아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며, 국회가 재의결하여 정부로 재이송하자 1949년 6월에 농지개혁법
을 공포한 다음 상환액과 보상액이 동일하도록 개정한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1950년 2월 2일
에 개정법률이 통과되었다. 이리하여 1950년 3월 10일에 농지개혁법 개정 법률이 공포되고, 3월 15일에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 종람 지시가 있었으며, 3월 25일에 시행령이 공포된 데에 이어 5월 27일에 농지
대가 상환대장 작성 지시가 있었다. 그러나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함으로써 농지개혁사업은 일시 중
단되었다가 10월 19일에 재개되어 1951년 3월 5일, 정부는 농지분배가 완료되었다고 공포하였다.

117

연구사업의 전개

미군정이 토지개혁법(안) 기초위원회를 구성한 지 4년여가 지나서야 농지
개혁법이 확정되었으며, 그러는 동안 지주들은 농지개혁을 회피하기 위하
여 매수·분배의 대상이 되는 소작지를 매각하였다. 지주들의 소작지 매각
면적은 713천 정보로서 1945년 말 소작지 면적 1,447천 정보의 49.3%에
달하였다. 미군정이 매각한 귀속농지의 면적은 262,502정보로서 1945년
말 소작지 면적의 18.1%,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된 농지 면적은 342,365
정보로서 23.7%였다. 한국의 자작농체제를 확립한 농지개혁은 그 내막을
보면 지주들의 사전 매각과 미군정의 귀속농지 매각,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 분배 등 3자에 의해 실시된 셈이다.
농지개혁이 완료된 결과 소작지 비율은 1945년 65%에서 1951년 8%
로 감소하였다가 1960년 12%로 증가하였으며, 순소작농 비율은 1945년
49%에서 1951년 소멸되었다가 1960년 6.7%로 증가하였다. 이로써 농지
개혁의 역사적 의의는 반봉건적 지주제의 해체와 자작농 체제의 창출이라
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지개혁을 통해 자작농 체제가 창출됨으로써 농업생산력이 발전하여
식량공급능력이 증대되었으며, 농업·농촌은 도시·산업 부문에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하고 토지자본을 산
업자본화 하여 1960년대 이후 자본주의 공업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농지개혁사연구』(1989)를 발간하여 조선 전기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농지제도의 변천 과정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해방 직후 미
군정이 설립한 신한공사의 귀속농지 관리 실태, 농지개혁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안의 성립과정과 각 정파
들의 역할, 농지개혁사업의 실시 시기와 과정, 지가증권과 농지개혁사업의 잉여금에 의한 자본축적, 농지
개혁 이후 6차에 걸친 농지법 입법 시도 등에 관해 새로운 사실을 밝히거나 새로운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이후의 농지개혁 연구에 활력과 영감을 불어넣는 데에 기여하였다.
농지개혁 이후 농지 임대차의 증가와 농지제도 정립을 위한 연구
1948년에 제정된 제헌헌법은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
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제86조).”고 규정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1949년에 제정된 농지개혁법은 소
작농지와 3ha 이상 소유 농지를 정부에서 매수하여 유상으로 분배하며, 비농민의 농지 취득과 3ha 이
상 농지소유 금지, 농지 취득시 농지매매증명 발급 등을 규정함으로써 농지개혁을 통해 자작농 체제를
확립하였다.
1962년 12월에 전부 개정된 제3공화국 헌법은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
다(제113조).”고 하였다. 1972년에 제정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농지전용허가제도를 도
입하고, 우량농지를 절대농지로 지정하여 타목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1980년 10월 전부 개정된 제5공화국 헌법은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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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인정된다(제122조).”고 명시하였다. 1986년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이 제정되었으나 시행 유보되었다.
1987년에 전부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현행 헌법)은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
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인정된다(제121조).”고 하여 처음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였다.
1990년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농업진흥지역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유가 허용되고, 농지전용신고제가 도입되었다. 농업진흥지역제도는 농지의 필지별 보전에서 권역
별 보전제도로 전환한 것으로서 농지보전제도의 중심을 이루는 제도이다. 1992년에는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을 개정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을 도입하였으며, 1993년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소유 상한을 3ha에서 10ha로 확대하였다. 이어 1994년에는 「농지임대차관리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면 취득하기 6개월 전부터 농지 소재지에 사전 거주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였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농지개혁 이후 1994년 농지법 제정에 이르는 기간에 헌법은 개정을 거치면서도 농
지의 분배, 소작제도 금지와 경자유전 원칙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며, 1980년 이후로는 “농업생산
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라는
단서 규정을 통해 농지임대차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법률의 경우 농지전용허가제도와 신고제도 및 농지
전용부담금 제도, 절대농지·상대농지의 필지별 보전에서 농업진흥지역의 권역별 보전으로 전환 등이 규
정되었다. 그러나 1958∼1978년 기간에 6차에 걸쳐 농지법을 제정하려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리하여 헌법의 소작제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작농체제의 유지를 근간으로 하는 농지법이 제
정되지 못함으로써 1960년대 이후 농지임대차가 계속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임차지 비율은 1960년의
12%에서 1970년 17.6%, 1980년 21.3%, 1990년 37.4%로 증가하였으며, 자작농 호수 비율은 1960년의
73.6%에서 1970년 66.5%, 1980년 55.9%, 1990년 30.5%로 감소한 반면 자작 겸 임차농 비율은 같은 기
간 19.6%에서 24.1%, 39.6%, 61.2%로 증가하였다. 순임차농 호수 비율은 6.7%에서 9.4%, 4.5%, 8.2%
로 1970년대에 감소했다가 1980년대 이후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비율은 10%에 미치지 않
았다.
1978년부터 1994년 농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연구원에서 발간된 농지제도 관련 연구를 검토하면 분
야별로는 농지제도 전반에 관한 논의와 연구, 농지임대차 실태조사, 농지보전에 관한 연구, 농지임대차
관리법과 농지법 등 농지 관련 법령 제정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먼저, 농지제도 전반에 관한 논의로서 김성호 등(1984)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자작농체제가
붕괴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농지개혁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농지개혁 직후 농지법이 제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의 소작제는 반봉건적 지주제 하의 소작과는 전혀 다른데도 소작료가 고율인 것은
가족노동력의 완전연소를 위한 소작농의 차지경쟁 때문이다. 셋째, 1969년까지 소작지가 증가되다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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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974년까지 감소추세로 바뀌었으나, 1975년부터 증가추세로 반전되었던 것은 이때부터 농지의 실세
지가가 수익지가를 상회하는 고지가 현상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고지가 상태에서 지가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농지법 외에 농지보전제도, 농촌권역제도, 농지과세제도가 일원화된 종합적인 농지제도
가 필요하다. 다섯째, 그러나 이로써도 실세지가를 수익지가 수준으로 낮출 수 없으므로 농지구입에 의
한 규모 확대는 지난하며, 따라서 임대차에 의한 규모 확대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섯째, 중농표준
화 단계에서는 농지소유상한 규제가 불필요하며, 기계화대경영을 위해서도 상한규제는 불필요하다. 같
은 해에 이정환(1984)은 농지소유상한 및 농지임대차 허용 등 농업구조정책에 대한 논의에서 실증분석
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1974~198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의 개별 농가조사표 분석과 3개 사례마
을 농가 165호의 20년에 걸친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 변화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였다.
첫째, 농지임대차는 소농의 생계수단 확보에서 대농의 이농·탈농과 중소농의 대농화 수단으로 바뀌었으
며, 대형농기계의 도입으로 중농과 대농이 소농에 비해 경지를 획득하는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 둘째,
농지가 전업농에게 집적되려면 농촌의 농외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농업기계화를 촉진하여 영세소농이 농
지공급자, 대농이 농지수요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농지가격이 상승하면 영세소농이 농지를 계속
소유하려 하므로 농지임대차를 허용하고 임대차제도를 정비하여 임대권을 보호하며, 공적 기구가 농지
유동을 관리해야 한다.
농지임대차에 관한 조사 및 연구로서 김영진 등(1982)은 당시 쟁점이던 농지임대차 문제에 대해 최초
로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농지임대차제도 정립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개최
하였다. 이에 대해 각지의 신문에서는 “소작제의 부활” 또는 “경자유전의 원칙 살려야” 등과 같은 반응
을 나타냈다. 이로써 농지임대차를 법적으로 허용 및 규제하려고 했던 시도는 무위로 끝났다. 이어 김성
호 등(1986)의 연구는 1986년 3월 10일 「농어촌종합대책」이 발표되고, 이에 따라 제도개선의 기초자료
를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때 농수산부 농지국과 농지임대차법을 제정하기 위한 협의가 시작되었
으며, 농지국에서 농지임대차법 초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검토 작업도 병행되었다. 이와 함께 김성호
등은 전국적인 농지임대차관행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집(『농지임대차관행총람』 전9권)으로 발간하는 한
편, 이 연구와 별도로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서울과 9개 시·군)를 개최하였다. 이리하여 1986년 12월 31
일자로 「농지임대차관리법(법률 제3888호)」이 제정되었다. 이 연구는 농지임대차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데에 이론적·실증적 기초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농
정사적 의미가 큰 연구라 할 수 있다.
농지보전 관련 연구로서 김성호 등(1984)은 필지별 농지보전 방식을 권역별 보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용만 등(1985)은 이를 지지하면서도 당시 출범하였던 농어촌종합개발에 관한
연구라는 시각에서 생산기반과 생활기반을 연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김성호 등
(1988)은 필지별 농지보전 방식에 의한 농지보전의 실태와 문제점을 3개 지역 사례조사를 통해 살펴본
다음 권역별 보전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농지보전의 체계와 방법, 권역별 농지보전방식의 도
입 방안과 농지보전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 김정호 등(1989)은 필지별 농지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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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계와 용도지역 관리체계를 검토하고 권역적 보전방식의 도입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1989년 이후 시기에는 다수의 농지제도 관련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다. 1989년 12월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1990년 4월에 「농어촌발
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농업진흥지역제도와 농지전용부담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93년 8월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1994년 12월 22일에 「농지법」이 제정되어 1996년 1
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의 농지제도 관련 연구도 농지 관련 법령을 검토하는 데에 집중되었다. 특히, 「농지
법」 제정과 관련하여 연구원은 기초연구와 조사, 여론수렴 및 공청회 등 법 제정에 수반되는 제반의 업
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 제정 이후에도 그것이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도 연
구하였다. 먼저, 김운근 등의 연구(1990)는 1958~1989년까지 9차례의 농지 관련 법안에서 쟁점이 되었
던 농지소유자격, 농지소유상한, 비농민의 농지소유 등에 관해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살펴본 후, 농
지법 초안을 제시하였다. 김성호 등(1991)은 그때까지 연구원에서 수행하였던 농지제도 연구를 종합한
것으로, 농지소유 및 이용제도의 정립 방안, 농지기반 정비 및 농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농가유형별 발
전 방안과 정책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김정부 등(1992)은 농지의 소유·보전·이용·개발에 관한 각 법
령의 기능과 관계를 검토하고, 이들을 통폐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장단점 및 통폐합시 고려할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정부 등(1993)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 외국의
농지관리제도 등을 연구하였고, 1994년에는 농지법의 제정과 함께 달라지는 농지소유 및 전용제도가
농지가격·임차료·소유구조·농업구조·농지면적·농지거래·투기 등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에 관해 연구하
였다. 1996년에는 농지법에 규정된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추진 방안을 연구하였다.
농지법 제정 이후의 농지제도 연구
농지법은 1994년에 제정되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농지법의 제정 배경은 두 가지였다. 첫
째, 1994년에 WTO가 출범함에 따라 농업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농촌 활력 증진이 불가피한바 이를 위
해 다양한 농업경영체 육성 지원, 농지유동화 촉진을 위한 농지의 소유·거래 및 이용에 관한 각종 규제
완화 등 농업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농지제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농
지개혁법,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에 분
산 규정되어 있는 농지제도 관련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다.
농지법은 전문 6장 62조로 구성되어 농지의 소유·이용·보전에 관한 규정이 중심을 이루는데, 1996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 개정된바, 개정의 방향은 농지소유자격 제한의 완화, 농지임대차 제한의 완
화, 농업진흥지역제도와 농지전용허가제도 등 농지보전 조항의 완화 등 계속해서 규제완화의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농지법은 헌법 제121조 1항(경자유전 원칙)을 원칙으로 하면서 이와 대립되는 2항(법률로써 농지임
대차와 위탁경영 허용)을 예외조항으로 수용하여 균형을 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지법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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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전 원칙을 회복하거나 확대하는 수단은 극히 미약한 반면 현실에서 확산되는 농지임대차를 추인하
는 데에 그침으로써 농지개혁에 의해 창출된 자작농체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러면서도 또한 경자유전 원칙이라는 헌법 조항의 제약에 의해 자작농체제를 폐기하거나 차지농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지향할 수 없어 과도기적인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전 시기와 비교하면, 농지개혁
은 조선토지조사사업 이후 확대된 지주적 토지소유의 해결책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였음에 반
해 농지법은 붕괴 및 약화되고 있는 자작농 체제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
하고 있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연구원에서 이루어진 농지제도 관련 연구는 농지거래 실태, 영농규모화사업
과 농지유동화 및 농업구조정책, 농업진흥지역, 농지보전, 농지전용, 농지조성비 또는 농지보전부담금,
휴경농지, 도시농지, 농지소유와 이용 등 농지제도 전반, 간척지 이용, 농지은행, 농지임대차 관리, 농지
처분명령, 농지상속 등으로 다양하다. 이 중 연구보고서의 수를 기준으로 보면, 농업진흥지역·농지보전·
농지전용·농지보전부담금·휴경농지 등 농지보전과 관련되는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농지제도 전반에 관
한 연구도 간헐적으로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이 외에 간척지에 관한 연구도 2003년 이후 많이 이루어
졌다.
농지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 쟁점은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농
지법의 농지임대차 금지 규정, 농업진흥지역과 농지보전 등에 관해서이다.
박석두 등(2002)은 영농규모 확대의 필요성, 임차농에 대한 자작농의 우
월성, 농지가격 하락 대책, 투기적 농지소유와 무질서한 농지전용 방지, 전
업농 육성 등을 근거로 하여 경자유전 원칙의 유지와 비농민의 농지소유
규제를 주장하였다. 또한, 농민간의 농지임대차 허용 및 농지관리기구 도
입, 영농규모화사업 확대와 농지은행제도 도입, 소규모 분산 농지전용 방
지와 전용이익 환수, 농지보전에 대한 보상 등을 주장하였다. 그 후 박석
두 등(2004)은 제1단계 농지은행 및 농지관리기구 도입과 농민간 농지임
대차 허용, 제2단계 필지별 소규모 분산 농지전용제도를 계획적·집단적 농
지전용제도로 개편, 제3단계 농지소유와 임대차의 완전 자유화 등 단계별
조치를 거쳐 농지소유와 임대차를 자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수석
등(2009)은 2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농지소유 및 이용제도 개편 방안으로
제1단계 경자유전 원칙의 유지와 농지은행사업에 의한 농지임대차 양성화,
제2단계 농지소유규제 철폐와 경작허가제 도입 등을 주장하였다. 농지보
전제도 개편 방안으로 제1단계 필요농지 규모의 1/2을 보전농지로 새로 지정하여 농지전용 제한 및 직
접지불을 통한 보상, 제2단계 보전농지 개발권의 국가 매입과 전체 농지에 대한 필지별 토지이용계획을
통한 농지의 보전과 전용 체제 확립 등을 제시하였다. 농지관리제도 개편 방안으로 제1단계 농지거래와
농지임대차 등록제와 농지관리기구 도입, 제2단계 경작허가제 관리와 임대차 관리 및 보전농지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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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매입 등을 주장하였다. 채광석 등(2016)은 농지이용제도의 변화와 임대차 현황, 농지임대차 현황 및
변동요인 분석, 농지 이용 현황 및 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등을 분석 및 검토하고 개선 방안으로 농지임
대차관리법 도입, 농지임대차신고제도 도입, 재촌지주의 농지임대차 허용, 재산세 차등부과를 통한 농지
이용 효율화 도모, 농지관리기구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농지보전제도는 농업진흥지역 제도와 농지전용허가제도 및 농지보전부담금제도 등으로 구성된다. 따
라서 이들 연구는 농지보전 분야의 연구로 한데 묶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원의 농지보전 분야 연구
는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전용규제와 보전 및 보상을 주장한다. 송미령 등(2003)은 농지보전에 관한 개
선방안으로 농지를 국토계획체계상 토지적성평가를 활용해 보전농지와 개발농지로 구분하고, 보전농지
는 전용허가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여 철저히 보전하되 규제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개발농
지는 국토관리 차원에서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통합 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박석두(2006)
는 농업진흥지역 우대조치로 고정직불금의 농업진흥지역 안팎 간 차등지급 강화, 농업진흥지역 농지보
전 직불금 도입,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기반정비 및 재정비 실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양도시 세제혜
택 등을 제안하였다. 김수석 등(2009)은 농업진흥지역제도의 기본방향을 식량 안보 차원에서 필요농지
의 일정 부분은 보전농지로 확보하여 총량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농업진흥지역 내에 공동시
설지구를 새로 지정하며,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전용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와 보전에 대한 보상을 제안
하였다. 채광석 등(2011)은 농업진흥지역제도와 농지전용허가제의 대안으로 농지 총량 관리제를 제안하
고, 그 도입을 위한 준비사항으로 첫째, 곡물자급률과 연계한 보전농지 면적 설정 등 농지총량관리 체제
구축, 둘째, 농지이용계획과 연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과 투융자 등 법과 제도의 정비, 셋째,
농지보전협약 및 보상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박석두 등(2013)은 농지전용의 원인으로서 수
요측 요인, 제도적 요인, 지가 요인, 입지 요인, 공급측 요인 등 5가지 요인에 관해 살펴본 다음 농지전
용이 농업경영규모·농지가격·농가자산·지역경제·농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서술하고, 정책대안으로
① 건축부자유 원칙과 계획적 개발의 확립, ② 소규모 분산 농지전용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전용 금지,
③ 개발이익 환수 및 농지보전에 대한 보상 강화, ④ 농지전용허가 심사 강화, ⑤ 농지이용집적과 조직
경영·법인경영 육성 등을 제안하였다. 채광석 등(2015)은 농업진흥지역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보상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제도개선 방향으로 첫째,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농지이용 도모,
둘째, 농지보전 관련 주체들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셋째, 농지보전의 친환경성 확보, 넷째, 규제
보다 유인을 통한 농지보전 정책 강구 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로는 첫째, 8년 이상 자
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제도 폐지와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도입, 둘째, 자경농가와 비
자경농가 간 재산세 차등부과, 셋째,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 전용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공시지가의
30%에서 50%로 인상, 넷째, 농지보전직불제 도입, 다섯째, 장기적으로 개발권양도제 도입 등을 제시하
였다.

123

연구사업의 전개

쟁점과 연구과제
이상과 같은 농지제도 관련 연구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의 자작농주의 농지소
유 및 이용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많은 쟁점이 제기되어 있다. 쟁점 사항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경자유전 원칙의 존속 여부: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의 자작농주의 및 농지임대차 금지 규정
은 농지임대차가 지배적인 현실과 괴리되어 있으며, 농지임대차를 통한 영농 규모 확대에 장애요인
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있다. 이에 대해 헌법의 규정은 현실과 일치되지 않더라도 지켜야
할 규범과 이상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헌법 제121조의 단서조항에 의해 법률로써 농지임대차를
허용할 수 있으므로 농지임대차를 통한 영농규모 확대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나아가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은 경작자가 자기농지를 소유하는 것이 농지를 보전하는 데에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농지보전의 보루로서 기여한다는 주장이 있다. 다만, 자작농주의에 대해서는 농민간의 농지
임대차를 허용하는 경작자주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② 농지소유 자격 규제: 농지소유 자격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한정되어 있는데, 농업인의 감소와 노
령화 및 후계농업인 부족 등의 여건에서 농업생산의 주체를 다양화 및 개방할 필요는 없는지, 특히
농외 기업의 농업 참여가 불가피한 것은 아닌지 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농지소유자격 규
제는 농지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서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는 유일한 장치이
므로 반드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농업 참여는 농업법인제도를 통해 가능하다는 반론이
강하다.
③ 농지임대차와 위탁경영의 금지: 농지임대차가 일반적인 현실에서 농지임대차를 통한 영농규모 확대
가 필수적이며, 농업인력의 감소와 노령화 및 농업노동인력 부족 등의 여건에서 농지임대차의 규제
가 필요한지. 이에 대해 농지임대차를 전면 자유화하는 경우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증가할 것이라
는 우려가 크며, 다만 농업인 간의 농지임대차를 허용하거나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지임대차를
허용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④ 농업진흥지역제도 개선: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의 가격이 바깥 농지 가격의 1/3~1/2에 불과하여 손
해라는 인식 때문에 농지소유자들이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데, 쌀 생산 과잉 여
건에서 논 위주의 농업진흥지역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반면, 농업생산기반이 정비
된 우량농지 보전의 필요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⑤ 농지전용 규제 강화 또는 완화: 농업진흥지역 농지소유자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지전용 수요가
잠재하고 있는 반면, 우량농지의 보전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전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크다.
⑥ 농지관리기구 도입과 농지이용조정 활성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집단화와 대규모 영농
을 위한 농지이용조정, 농지매매와 임대차 등 농지거래허가제 도입의 필요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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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에 대응한 중장기 농업정책 방향
농산물 시장개방 개요
1980년대에 한국경제는 고도성장을 지속하였으나 농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은 오히려 악화되어 갔다.
도농간 성장격차가 확대되면서 이농이 계속되고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젊은 인구는 크게 줄었다.
그 결과 농업인력 부족 현상과 함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한편 채소, 축산과 같은 소득작목의
생산이 확대되면서 공급과잉과 주기적 가격파동이 발생하여 빚이 늘어나는 등 농가경제의 어려움은 커
져 갔다.
대외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따른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의 시장개방 압력이 심
해졌다. 정부는 1989년에 ‘농림수산물 수입자유화 3개년 예시계획’을 발표하여 그동안 수입개방을 보류
하였던 643개 품목 중 243품목의 수입을 자유화하기로 하였다. 게다가 같은 해 10월에는 GATT에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하여 수입규제를 할 수 없다는 ‘BOP조항의 졸업’을 판정하여 농림
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상품이 수입자유화의 대상이 되었다. 8년간의 유예기간을 인정받은 수입제한 품
목 273개도 연차적 수입자유화 계획을 제시하여야만 하였다. 수출지향 공업화 성장전략이 가져온 성과
가 국제경쟁력이 약한 농업부문에 불가피한 부담으로 오게 된 것이다.
한편 1986년에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은 1989년의 중간평가에서 의제와 협상방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관세 감축과 비관세장벽의
철폐, 국내 보조의 제한, 비교역적 관심사항 등 주요 의제의 협상 진행을 주시하면서 그에 대응한 논의
가 이루어졌다.
내외 여건의 악화로 농업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우선 농가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대증요
법을 시행하는 한편 구조조정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1987년의 농어가 부채경감 대책과 농어촌경제활성화 종합대책, 1989년의 농어가 부채경감 특별조치와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등이 순차적으로 발표되었다.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은 이전의 부채경감대책과 달리 농업구조개선, 농촌 지역경제권 조성, 생활정주공
간 형성 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법을 모색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아직 농정의 기본 틀로 자리
잡지 못하였고 재원도 뒷받침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이 종합대책은 1991년의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
에 의해 비로소 시책이 구체화되고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러한 1980년대 후반의 농정 여건에서 연구원은 농촌경제사회의 실태, 통상협상 추이와 전망, 선진국
의 농정 전환 등에 관한 광범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농정 전환의 방향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
램, 재원 소요와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원은 중요한 연구결과를 각종 정책토론회와 세미나를 통
해 타당성과 현실성을 검토·조정하여 정부에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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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전환과 농업구조조정 연구
연구원은 국내외 정치·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림수산업의 발전과제를 도출하고 21세기를 향한 농
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1987년 2월에 ‘21세기 농정기획반’을 설치하였다. 기획반에는 최양부 박사를
반장으로 이정환, 이광원, 박성쾌 박사 등이 참여하였다. 작업은 전문가 의견조사와 학계, 정부, 농어민
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부문별 토론회, 전문가 특별연구 등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농업과 임업, 수산업,
농산어촌의 부문별 중간 결과는 10권의 자료집으로 발간하였으며, 1989년 5월에는 종합보고서 『21세기
를 향한 농림수산경제의 갈등과 새 도전』을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민주화와 지방화, 정보화, 시장
경제화, 개방화라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산업사회 농정 패러다임의 재정립을 시도하였다. 보고서는 국제
화 시대의 능률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농업개혁의 과제로 전업농 중심의 구조 혁신과 기술 혁신, 시장
경쟁 질서의 확립을 제시하였다. 농산어촌의 정주권 형성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고용기회의 창출과 소
득원 다양화, 정주환경의 도시화와 복지화, 농산어촌사회의 개방화와 민주화를 들었으며, 전문임업인을
중심으로 한 임업경제구조 개혁, 산지의 다목적 개발, 효율적인 연안어장 목장화 등 산림과 수산업 부문
의 과제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농업·농촌 부문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구조 개혁과 제도 정비, 물적 기
반 확충 등 경쟁력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1990년대 농정의 기본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농업구조의 정의와 구조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개방화 이후에 농업
생산을 지속적으로 담당해 나갈 농가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가 중심 과제가 되었다. 중소농을 보호해
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 않았지만 가능성 있는 농가에 투자를 집중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영세소농과 고령은퇴농의 농지를 전업농에 집중시키는 농지유동화가 중
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농업구조정책의 목표와 지원시책』(1990)은 당면한 농업구조조정 과제가 수입개방이라는 외부 요인
때문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경제발전 과정에서 거치는 일반적 현상이라는 것을 밝힌 연구이다.
즉 경제발전에 따른 농업부문의 축소에 상응하여 취업구조가 바뀌어야 하는데 중고령 취업자의 전직이
어렵기 때문에 산업구조 변화와 취업구조 변화에 10년 이상 시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취업구조
가 변하면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인 농지도 유동화하여야 하나 농업경영주의 노령화로 인한 잔류, 농
지가격의 상승으로 농지유동화는 억제되고 농가 호수의 감소도 순조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
화 속도의 괴리는 대부분의 국가가 경험한 필연적인 현상이며, 변화를 지연시키거나 역행하려는 노력은
불가함을 지적하였다. 농업구조조정은 산업구조와 취업구조, 농가호수의 변화 시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고, 이를 해결하는 유력한 방안으로 경영이양연금 도입과 차지농주의(임대차 허용)를 제
시하였다. 이 연구는 후에 선진국의 경제발전과 농업구조변화에 대한 실증연구를 보완하고 추가적인 계
량분석을 포함하여 농업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결과로 발간되었다.
1993년 12월 15일에 7년을 끌어오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는 세계 교역질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 농업에서도 개방 확대로 인해 생산 위축과 소득 감소, 농촌경제의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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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연구원에서는 동년
12월 28일에 농업 내외 전문가와 농업인단체 대표 등
이 참여한 ‘UR 타결과 농정의 대응방향에 관한 세미
나’를 개최하여 시장개방의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대
응하는 농정 전환에 대한 심층 토론을 하였다. 농산업
정책에서는 가격지지정책과 농지기반정비, 투입재 보
조지원을 감축하고 연구·지도사업, 직접소득 보상, 환
경보전지역 지원, 생산자단체의 유통사업 등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농촌정책으로는 영
1993. 12. 28. UR 타결과 농정대응방안 세미나

농은퇴장려연금제도, 작물보험제도의 도입과 농촌기
업의 육성, 이탈농 직업훈련의 개선 등 농촌 산업, 복

지, 생활환경 분야의 정책 개선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토론에서는 농정 전환에서 정부와 농민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 재정립으로 농정불신을 해소하고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
적이 공감을 받았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지향적 제도 정비, 농업경영체 육성, 농지제도 개편, 농업
지원과 재원 확보에 관해 다양한 찬반토론과 대안 제시가 이루어졌다.
농업구조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외국의 경험을 살펴보고자 하는 노력도 지속되었다. 특히 우리
와 유사한 농업구조를 가진 일본의 사례, 농장 규모는 우리보다 훨씬 크지만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
조하고 농민보호정책을 펴는 EU 정책 사례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시로 진행하였다.
유럽 공동농업정책(CAP)의 배경과 1992년 개혁 내용은 우리 농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다. 지지가
격을 인하하는 대신 보상지불제를 도입하는 한편, 경영규모 확대 위주의 구조정책에서 조건불리지역 지
원, 환경보전, 유통개선까지 포함하는 정책전환에 관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졌다.
일본은 1961년의 기본법농정을 대체할 신농정을 구상하기 위한 작업을 1991년에 시작하였다. 국내농
업여건의 악화와 수입개방 속에서 미래를 직시하여 국민적 공감 속에서 대책을 마련하려는 시도였다.
연구원은 우리 농업구조정책의 효율적 실시방안 모색에 참고하고자 일본의 신농정 논의를 소개·평가하
는 한편 1992년 4월에는 한·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서울, 전주, 진주에서 개최하였다. 토론에서
는 구조개선 대책으로 경영능력을 가진 농업후계인력의 확보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높았지만, 농지의 소
유와 경영의 분리 및 농지유동화 촉진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린 분위기였다.
UR 타결을 전후한 기간의 일본의 농정 변화를 분석한 한 연구에서는 농업취업인구의 고령화, 농업생
산구조의 취약 심화와 농업보호 삭감이라는 환경 속에서 일본의 신농정이 과거의 효율주의 일변도에서
전환하여 지역주의 및 환경주의의 이념을 도입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농업구조정책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정책 대상 농가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사회정책
으로서의 농어업인은 과거의 농어가 개념(노지 경종 0.1ha 이상 및 그에 상당하는 수준)을 유지하되, 경
영지원 정책 대상으로서의 농어가는 보다 큰 규모의 농가로 한정하고 그 중에서도 중농 이상 층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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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에 투자지원을 집중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연구원도 경쟁력 있는 전업농을 육성하자는 농업구
조정책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입장은 1990년대 구조농정의 기본이 되었다. 이는 후에 엘리트농정이
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 농업 내부에 인적, 물적 자본을 축적시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 기반이 되
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격정책의 후퇴와 직접지불제 도입 연구
UR이 타결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함에 따라 농산물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추곡수매 등
가격지지 정책을 축소하여야만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예상되는 농가의 소득감소와 농업생산 축소에 대
응하여 UR 농업협정문에서 허용하는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1994년 12
월에는 직접지불제 도입이 포함된 「세계무역기구 협정 이행법」이 제정되었다.
연구원에서는 직접지불제의 도입 필요성과 방향, 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 구체적인 개별 프로그램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이 연구들을 바탕으로 직접지불제를 우리 농정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수입개방으로 인한 생산자 소득감소를 보전해야 하는 타당성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소비자 후생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그렇지만 UR에서 허용
하는 소득보상정책은 생산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최소화되는 생
산중립성과 무역중립성을 요구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직불제 초기 연구
들은 이 생산중립성을 중요한 방향으로 받아들였으나, 농산물 수입국의
입장에서 적정한 농업생산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목표이기 때문에
생산중립적인 정책설계를 할 것인가는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다.
『WTO 출범과 농업부문 직접지불제도』(1995)는 직접지불제의 도입 필요
성과 기본방향을 검토한 최초의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직불제의 도입
원칙을 UR 규정과의 합치, 농업구조개선정책과의 부합과 행정수행의 용이
성으로 들고 있다. 7개의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이탈농 지원을 위한 직접지
불, 자연재해 구조를 위한 직접지불, 조건불리지역의 농가에 대한 보조를
우선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이 연구는 직불제를 농
업구조조정을 보완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한시적인 정책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1996년에는 농림부의 요청으로 직접지불제의 근거와 필요성, 외국의 사례, 6개 주요 직접지불의 시
행 프로그램 입안, 도입 우선순위 등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인 『WTO 체제하의 농업지원제도 조사연구』
(1996)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환경규제지역에 대한 지원’과 ‘노령농가 조기은퇴 지원’이 기본 농정목
표와 합치되고 정책지지도가 높아 우선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쌀 농가에 대한 지원’은 식
량자급 목표 유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농업구조개선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외에 ‘유기·자연 농업에 대한 지원’, ‘소득안정화 지원’, ‘조건불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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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지원’은 기술적 조건과 관련 통계가 미비하여 단기간에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연구는
농정의 기본 목표를 농업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넘어,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와 농가소득 보전 등
으로 확장하고 직접지불제를 이에 연계시켜 상설화하는 방향을 선택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후에도 개별적인 직불제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997~19
98년에는 조건불리지역과 환경보전에 관련한 직불제, 2000년에는 논농업직불제, 2002년에는 쌀소득보
전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은 농림부의 직불제 실시 계획과
연계하여 도입의 타당성 논증,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수준과 소요 예산, 관련된 제도 정비 방안을 검토·
제시하여 시행 프로그램에 반영시켰다.
구조농정을 보완하는 새로운 농정 수요
구조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농정의 지방화, 농촌사회복지 제도 정비,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
적 기능을 제고하는 시책도 농정전환의 쟁점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아직 농정이 이를 적극적으로
포함하지 못하였고 연구도 정책전환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지역의 주작목이나 시장접근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
서 국가 전체적인 대책과 함께 지역별로 적합한 경쟁력 강화, 소득안정화, 환경보전 사업들이 차별적으
로 실시되어야 하고 중앙정부의 지원도 차등화되어야 한다는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 중앙정부
의 획일적 농정체계에서 정책의 차별화는 쉽지 않았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업무 분장
과 조직, 재정 확충방안 등을 다룬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전업농 위주의 농업구조개선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탈농가구에 대한 직업훈련 외에도 은퇴농가에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농업의 경영이양을 촉진해야 한다는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특히 농업경영이양방식의 농민연금제도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이 외에도 의료보험의 개선,
작물재해보험과 농작업보험의 도입, 빈곤 구제와 자녀 학비 보조 등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이 주장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구조농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중소농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함을 지
적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농업구조개선과 중소농대책』(1997)은 구조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소
농의 발전방안이 미흡하고 이는 다시 농업구조개선에 장애로 작용한다는 인식 하에 중소농의 특성에
따른 유형별 지원대책을 제시하였다. 농업을 계속하여야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품목별 조합이나 협회가
생산, 유통, 경영상담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여야 하고, 대폭 늘어날 은퇴농가에 대해서는 경영이양연금
제도의 개발, 이탈농 하고자 하는 청·장년 중소농에게는 농지유동화와 정착자금 지원, 겸업화 대책으로
는 농업 전후방산업이 집적된 농산업단지 조성 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농업의 비교역적 가치를 강조하여 식량의 안전 공급, 환경과 자원 보존, 사회문화의 유지와 같은 기능
을 달성하기 위한 가족농의 유지, 환경농업의 확산, 농촌생활환경 정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과제를 제
안한 연구들도 이 시기에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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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융자사업 방향 정립과 금융제도 개편
농어촌발전계획에 따른 농업 투융자 확대
농업재정은 농업정책을 수행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농업재정에는 정부의 경상적 지출만이 아니라 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투자, 농업경영체의 시설투자를 위한 보조융자 지원, 그리고 농가소득안정 지원 등 다
양한 형태가 있다. 농업재정투자는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농
업부문 재정규모의 적절성과 재정운용 방향설정은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정부예산이 부족하여 농업부
문 재정이 열악한 시기인 1990년 이전에는 농업정책연구에서 재정에 대한 관심이 낮고, 모든 부분에서
자금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수준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투자의 성과를 계량적
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농업부문 재정규모와 재원배분, 재정운용방향 등을 총체적으
로 분석하고, 재정구조의 경직성과 관행적 재원배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농업농촌
의 여건변화에 따라 재정운용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농업정책의 변화와 함께 농업재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는 개방농정으로 전환된 1990
년대이다. 우리나라가 1989년 GATT BOP 졸업으로 본격적인 개방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농업농촌은 커
다란 위기에 직면하였다. 국제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이었다. 농업부문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
하였다. 특히 WTO 체제의 도입에 따라 농업부문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정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
난 시기이기도 하다. 농업위기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가 설립되
고,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농정과제를 도출
하고 이를 실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투융자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자 하였다.
농업부문 투융자지원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과제이다. 이러한 목적
으로 농정담당자만이 아니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 농어촌발전위원회
이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건의한 농어촌발전위원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는 농업부문 42조 투
융자사업 계획인 방대한 농어촌발전대책을 수립하였다. 또한 농림사업통합실시요령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가 사업을 선정하여 신청하는 방식의 상향식 자율농정이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원은 농어촌발전위원회의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투융자계획 수립에 기여하였다. 다양
한 분야의 분과위원회 논의자료를 제공하고 결과를 정리하였다. 또한 농어촌발전위원회 활동결과를 총
괄 정리하여 『농정개혁의 과제와 방향』(1994)을 제시하였다. 42조 구조개선 대책은 과거와 다르게 경쟁
력 제고를 위한 투융자방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농업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시설투자에 대한 보조지
원이 확대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농업생산시설에 대한 투자, 농기계 투자, 규모화 농지구입지원 그리고
농산물 포장센터 및 미곡종합처리장 등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투자 및 보조지원, 개별경영체에 대한 보
조지원이 확대되었다. 연구원에서는 보조지원의 필요성, 보조지원의 방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추진되어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융자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농업정책을 비롯한 선진국
농정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많이 추진되어 투융자방향을 조정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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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선 투융자사업의 평가와 개선
정부의 42조 구조개선 대책이 추진되면서 보조금 지원의 누수 문제와 재정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비판
이 많이 제기되었다. 특히 농업경영체의 투자,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시설투자 등에 대해 보조지원이 확
대되면서 구조개선 효과보다는 보조금 누수문제가 지적되었다. 그에 따라 농업투융자조정만이 아니라
농업정책성과에 대한 평가 요구가 대두되었다. 연구원에서는 농업투융자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
하여 42조 구조개선투융자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가 방대하게 이루어졌다. 농림사업 2단계 중간평가
(1996, 1997) 연구에서는 농어촌발전대책(1994~1998)의 추진상황을 현장 중심으로 파악하고, 규모화
효과 등 성과지표를 통한 평가를 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쌀, 축산, 원예과수 등 산업부
문별로 투융자성과지표를 분석하고, 투융자 지원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42조 원의 농어촌구조
개선사업과 15조 원의 농어촌특별세사업이 투입된 농어촌발전대책의 문제점을 현장 중심으로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런 연구에는 연구원만이 아니라 조세연구원, 민간연구소, 학계 등이 참
여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정부가 추진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추진배경, 실적,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사업성과를 최종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앞으로의 관련정책 개선 및 투융
자계획 수립에 활용하고자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였다.
지자체 및 전업농가에 대한 보조지원사업의 확대에 따라 이러한 농업부문 시설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었다. 농림사업을 통합하여 단순화하여야 한다는 것
과 보조지원 수준을 낮추고 장기저리융자로 전환하여 농가의 자율적 선택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되었다. 농림사업의 지원제도를 정비하도록 실태를 파악하고 보조금 지원을 장기저리융자로 전
환하는 가능성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었다. 또한 세분화되어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중심의 자금지원체계를 개선하여 농가 수요자 중심의 금융기관의 선별기능을 활용한 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재정과 기금의 직접융자방식에서 금융기관의 이차보전방식을
확대하면서 다양한 사업의 통합을 추진한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 도입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함으로써 지
원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다양하게 농가에 지원되던 사업이 단순화되었다.
농업부문 투융자지원에서는 지방농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지원을 하면 여
기에 매칭하여 지방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지방재정 연구도 중요한 한 분야이다. 지방
재정 연구는 1980년대 중반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농어촌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와 연계되어 수행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는 ‘농어촌발전대책’의 추진에 따른 농림투융자사업이 확대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
로 지방재정 연구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다. 특히 농림사업적 통합실시요령에 의해 상향식 농정으로
전환되면서 모든 농정이 지방에 공개되어 지방농정의 역할이 커졌다. 지방농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
방재정의 운용개선이 시급함을 주장하였다. 지방비 투입을 요구하는 국고보조금사업의 확대로, 자치단
체의 지방비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보조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도 하였다. 한편 농림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방농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농정의 평가체계가 중요함
을 지적하고 이의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도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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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투융자 사업 - 농업·농촌 종합 대책
UR 이후 농업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융자가 확대되면서 그 성과와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투융자성과에 대한 계량적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1단계 투융자사업의 성과를 생산성 향상과
그 요인분석의 관점에서 계량적으로 계측하고 분석하고자 한 연구도 추진되었다. 이어서 UR 타결 이후
10년간 농림부문에 투입된 투융자의 성과를 국민경제의 거시적 효과와 산업부문별 효과로 나누어 분석
하고, 향후 투융자방향의 조정을 제시한 연구도 추진되었다.
농업부문은 WTO체제에 의한 시장개방 이후 미국·EU 등 주요국과의 FTA를 통하여 농산물 시장개
방 확대가 추진되었다. 동시에 42조 구조개선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투융자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
성이 제기되었다. 투융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35개 개별사업의 투융자 관리계획을 점검한 연
구가 진행되고, 투융자성과평가에 대한 연구도 추진되었다. 이러한 바탕에서 정부는 2004년부터 농업·
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의 재정적 뒷받침으로 119조 원 농림투융자계획을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FTA시장개방의 확대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기존사업을 재정리한 FTA기금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한·미
FTA 추진 등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세분화된 정책들
이 새롭게 대두하였다. 42조 구조개선대책의 투융자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 장기저리융자지원
방식의 도입이 폐지되었고, 원예와 축산업에 대한 시설투자보조지원이 재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투융자계획과 농업·농촌종합대책에 대해 수혜자 입장에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도출하
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04년 이후 3년간
종합대책의 집행결과를 사업목적, 예산집행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향후 7년간 투융자 예산 배분과 사
업계획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투융자제도 개편방향을 제시하면서 농가에 대한 시설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고 장기저리융자로 전환, 투융자 우선순위의 조정, 투융자 집행방식의 전환을 통
해 지방농정에 대한 종합지원방식의 전환, 정책자금 대출제도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이후 농업부문 투융자성과에 대한 평가 및 투융자방향 조정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논
농업직불제의 확대, FTA보완대책의 도입 등이 제시되어 재정운용의 조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4년에는 2005년 이후 단위사업별 성과와 예산집행 내역을 점검하고, 환류
하는 정도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사업간 중복성,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예산집행 및 사업관리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였다. 농업부문 재정투융자사업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농림재정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생산성 향상 및 농업자본 축적 등 농업생산과 재정 간의 관계를 분석
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재정운영평가제도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자율사업평가, 보조금 사업의 일몰평가,
신규사업의 적절성 평가, 그리고 집행체계의 적절성 평가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이러한 과제에 대
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그에 따라 농업재정의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관리센터가 연구원에 설립되어
체계적이고 상시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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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금융제도 개선
농업금융은 농가가 농업생산을 위한 자본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과 투입재 구입을 위한 자금을 조달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농가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었을 때에 농업발전이 이루어지므로 저개발상태
에서는 농업금융제도의 개선이 중요한 농정과제이다. 농업부문은 산업의 특성상 상업금융이 잘 작동하
지 않는 시장실패가 많이 나타나 정부개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농업금융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첫째는 농가의 자금수요실태와 농
가부채 문제에 대한 연구이다. 농산물시장개방으로 농가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농가부채가 누적되자 다
양한 농가부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도 하였다. 둘째는 상업금융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정책금
융의 역할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연구이다. 셋째는 농가에 신용력을 보완하여 농가의 자금차입여력을
확대하는 연구이다.
부채대책과 경영회생 연구
먼저 농가부채문제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197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농업기계화, 상업적
농업의 확산, 1982년의 금리 현실화, 1983~1985년의 소 파동, 복합영농의 실패 등 여러 요인이 겹쳐 농
가부채는 1980년대 중반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는 농가의 자금차입과 상환능력에 대한 연구
가 많이 이루어졌다. 농가경제조사 표본농가 자료를 이용하여 농가의 재무구조와 부채상환능력을 분석
하였다. 농가를 재무 상태별로 유형을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부채부담 정도와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하
였다. 이 연구 결과는 1987년 농어촌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채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크게 활용되었다.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1994년부터 42조 농업구조개선대책이 추진되면서 농가의 차입규모가 급
속도로 증가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 IMF구제금융 외환위기로 금리수준이 상승하고, 농산물 수
요감소에 따라 농업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농가부채 문제는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모든 농가를 대상으
로 하는 획일적인 이자감면 및 상환시기 연기 등 대규모 부채대책이 요구되던 시기이고, 정치적 요구사
항도 증가하였다. 농가부채 대책이 빈번히 추진되면서 이의 효과에 대해 비판도 제기되었다. 연구원에서
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농가부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
장기 부채대책 방향으로 농업부문에 워크아웃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모든 농가가 금융위기에
직면한 것은 아니고, 농업재정의 효과적 이용을 위해서도 부채대책에 대한 재정투입을 축소하여야 한다
는 근거에서 제시된 것이다. 농가부채 위기 정도 및 지표에 따른 농가분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에 따라 농가부채 대책에서 이자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이외에도 부채문제가 심각한 농가만을 대상으로
선별하여 지원하는 상시적 경영개선자금 지원정책을 마련하였다. 경영위기 농가를 선별하여 장기저리융
자로 전환하여 줌으로써 재무구조를 재조정하는 정책이다.
또한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기반으로 하여 농가의 경영회생대책을 마련하는 연구와 더불어 농
가파산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미국의 1980년대 농업금융위기의 상황과 경험 분석
이 중요한 참고가 되었다. 이들은 농지 임대차시장에서의 농지 공급을 회귀분석으로 추정하였고, 농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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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과 임차료의 인과성을 검증하였다.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워크아
웃방식의 프로그램과 회생 불가능한 농가가 원활하게 농업에서 은퇴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여 농가
상황에 따라 맞춤·지원하는 제도 시행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의 농가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경영위기에 처
한 농가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해당농지는 다시 임차하여 경
영기반은 계속 유지함으로써 농가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농가가 경영위기에서 탈피하면 해
당농지를 재매입하는 환매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시적인 부채대책이 마련됨으로써 이후 더 이상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인 상환기간 연기 및 금리보조를 하는 농가부채 대책은 추진되지 않
아 농업재정의 안정성을 높여주었다.
농가자금 수요와 정책금융 역할 정립
다양한 형태의 정책금융지원이 주요한 농정수단이 되면서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요
구가 많아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농가의 중장기 금융자금 수요를 추정하고 정책금융의 지원제
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가 처음 진행되었다. 1990년대의 특징적인 농업금융 연구는 UR 이
후의 한국농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체계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다각도로 접근하는 것이었다. 농업의 구
조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활용이 금융연구의 핵심 분야가 되었다.
먼저 정책금융과 상업금융의 역할관계 정립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UR 이후의 농업경쟁체제와 금
융자율화에 대응하고, 농업부문의 자원배분기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농·수·축협 등의 농업
금융기관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농·수·축협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
제사업을 분리하여 전문성과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신·경 분리 방안을 제시하고 농업정책금
융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전문기관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연구원에서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실질적으로 2012년 3월부터 사업구조개편이 이루어지는
성과로 이어졌다.
1990년대 말까지 농업정책금융은 품목별·기능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공급자 중심으로 운용되어 효
율성이 낮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농가의 자금수요를 고려하여 지원규모 등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정책개발자가 평균적으로 설계한 지원조건에 따라 농가가 자금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였다. 자금지원 대
상자의 선정도 행정기관이 선정하면 금융기관이 신용평가를 통해 자금지원을 하는 방식이었다. 연구원
은 농가가 필요에 따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자금의 용도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원하
는 종합자금제도를 제시하였다. 이후 1999년부터 축산과 원예부문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종합자금제
도가 시행되어 농업정책금융의 효율성을 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한편,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대출심사에 따른 영세소농의 상대적 소외나 과도한 사후관리로 인한 관리
비용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연체 비율, 지원규모 등을 가지고 종합자금제도를 평가한 뒤 농가의
자금이용 편이성 제고,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 경영컨설팅 체계의 정비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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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FTA보완대책이 추진되면서 시설투자에 대한 보조지원이 도입되어 농업정책금융의 혁신방안으로
제시된 농업경영종합자금제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여건에 직면하고 있다.
농업금융시스템에 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금융환경이 급변하면서 금융기관들은 생존
을 위한 과감한 자기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의 강도 높은 금융산업 구조조정으로 수
많은 부실 금융기관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에서 농업금융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는 상호금융은 예
대마진의 하락과 경제사업의 적자로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농업금융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
안을 모색하기 위해 농업금융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업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여 농업
금융제도 개선방안 연구(2000)를 발간하였다.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농협중앙회의 은행금융, 정책금융,
그리고 신용보증기금과 금융 인프라를 총체적으로 점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가 마련되었다. 금융위기 속에서 많은 금융기관이 파산한 가운데 이 제
도를 바탕으로 하여 농·축협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부실화를 방지하였다.
2008년에는 국제금융위기가 도래하면서 농업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하였다.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에서
신용평가 기능이 강화되면서 전업농가 금융접근도가 낮아지고 있었다. 전업농가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
책금융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전업농가의 투자행위 분석과 자금조달의 애로
요인 그리고 위험관리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이후 농업정책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로
확대되면서 농업성장을 위한 투자활성화를 도모하는 농업금융연구가 진행되었다.
농신보 역할 강화와 다양한 자금조달
42조 농업구조개선대책 등으로 많은 정책금융이 공급되지만 농가의 담보능력 부족으로 금융기관에
서 자금지원이 안 이루어지는 신용경색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농업금융정책에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신
용보증제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농가가 제도금융권으로부터 차입
할 수 있는 신용력 수준을 분석하고, 미약한 신용력 보완을 위해 농림수
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운용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가의 상환
능력과 사업능력에 따라 농가를 유형화하고 사업능력이 높은 농가에 대해
신용보증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이를 통해 저리융자만이
아니라 신용보증도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농신보제도
개선 이외에도 농업금융기관의 대손을 보전하여 주는 법적근거가 되는 대
손보전기금을 새롭게 마련하면서 농가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
졌다.
농신보는 농가부채 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
행하였다. 농가부채 대책에서 상환기간 연기 등으로 부채구조를 재조정할
때에 농신보가 특례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의 도래로
신용평가기능이 강화되는 시점에 농가부채 대책의 영향도 함께 도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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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는 대규모 대위변제사태로 기금고갈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 결과 농신보의 신규 신용보증여력이
상실되면서 농가의 신용경색 문제가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농업성장이 정체되어 농가의 차입규
모도 정체되고, 사금융 비중이 20%까지 증가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농업금융에서 농업성장을 위
한 농신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농신보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신용
보증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증특례를 확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농신보가 농업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강화하였다.
농업금융에서는 정부의 보조지원과 정책금융 지원이외에 투자에 의한 지원방식도 마련하여야 한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농업부문 벤처케피탈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고 이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농업부
문 모태펀드가 조성되어 다양한 형태의 벤처캐피탈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최근에는 농업부문 모태펀드
의 운용성과와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 연구
농가경제 악화와 관련 정책
우리 농업은 1970~1980년대 국가경제의 고도성장과 1989년 BOP 졸업을 계기로 시작된 수입 자유화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구조적 전환을 이루어 왔다. 경제성장에
따른 비농업부문 고용 기회가 확대되면서 농업부문으로부터 이농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고
용기회 확대와 함께 소비자의 소득 향상으로 농산물에 대한 소비행태가 변화하면서 노동의 부가가치생
산성이 낮은 식량작물로부터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생산성이 높은 축산물, 과수, 채소 등으로 전환이 이
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농가경제는 농가교역조건의 악화로 인한 수익성 저하로 농업소득 의존도 저하,
농외소득 증대 필요성 제기, 농가부채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속적인 시장개방 확대, 투입재 가격의 상승, 주요 경제작물로의 생산 집중에 따른 공급 과잉 등으로
농가교역조건이 악화되고, 동시에 농업노동력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81.9%에서 1985년 64.5%, 2005년 38.7%, 2015년 30.3%로 낮아졌다. 또한 도·
농간 소득격차는 도시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중으로 보면 시장개방이 본격화되기 전인 1990년 97.2%에
서 2000년 80.5%, 2010년 66.8%, 2016년 63.5%로 확대되어 왔다.
농가소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지역개발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 방안, 주요 품목별 경
쟁력 제고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 방안 그리고 직접지불제로 대표되는 소득보전 방안이 마련되어 정책으
로 추진되고 있다.
농가의 평균 경지규모는 여전히 1.5ha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농업 생산구조가 경
제작물 및 축산물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전업화, 규모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경영위험
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이 높아지면서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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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2001)하였으며, 이후 핵심 경영위험 관리수단으로서 확대 시행되고 있다.
한편, 다양한 농가소득원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들어 농산물 과잉 생산과 수입개방 압력
이 지속되면서 농산물 가격 불안정성이 지속되어 농가부채가 급증하였다. 농가부채 실태를 살펴보면,
1975~1980년까지 연평균 58.9%씩 증가하여 누적되었고, 1981~1989년에도 연평균 31.5%씩 증가하면서
농가경제에 심각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농가경제가 악화되자 정부는 「농어가부채경감대책」(1987)
을 발표하였다. 또한 농업의 산업적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는 UR 협상 이후 대규모 투융자계획을 수
립하여 시행하였으며, 농가도 영농형태별로 다양한 시설 및 농자재 투자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농업 수익
성이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상황에서 외환위기(1998년) 등 외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농가부채는 다
시 연평균 15% 가까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농어가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2000)을 발표하였다.
최근에는 농업 인력의 고령화와 농업수익성 저하로 농업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는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규모화 된 전업농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재무위험관리 지원방안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가 소득보전 지원 연구: 직접지불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은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이다. 1980년대 이후 시장개방이 본격
화되었고, 특히 1990년대 들어서면서 WTO 체제가 출범하였고, 쌀 재협상 필요성, FTA 체결 등 시장개
방 확대 방향으로 통상정책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수입농산물 증가에 따른 농산물 공급량 증가로 인
한 농산물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서 농업소득이 감소 우려가 제기되었다. 시장개방 대응과 구조조정 정
책 추진을 위한 농정개혁의 일환으로 직불제가 도입되었다. 직불제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대표적 연구
로는 『조건불리지역 및 환경보전에 대한 직접지불제 조사연구』(1998)와 『논농업 직접지불제』(2000)를
들 수 있다. 이 두 연구보고서를 시작으로 직불제는 소득 안정형 직불제와
공익형 직불제의 정책 틀을 유지하면서 현재까지 발전해 오고 있다.
농업부문 직불제는 크게 공익형 직불제와 소득보전형 직불제로 구분된다.
공익형 직불제는 낙후지역에 대한 차등지원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
기 위하여 조건불리지역직불제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직불제를 들 수 있다. 한편 경영이양직불제는 구조조정 촉진 목
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소득보전형 직불제의 경우,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가 대표적
이다. 직불제 중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논농업직불
제로부터 발전하여 왔으며,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로 구성되어 있다. 고
정직불제는 시장 여건과 관계없이 매년 정해진 수준의 직불금을 지급하며,
변동직불제는 쌀 농가가 직면한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액의 일정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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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한다. 밭농업직불제는 한·미 FTA 보완대책으로 2012년에 도입되었으며, 점진적으로 지원금액과 대
상 품목이 확대되고 있다.
농업부문 직불제 도입 이후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가 운영됨에 따라 직불제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쌀에 집중되어 있는 소득보전방식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 쌀 변동직불제의 목표가격을 둘러싼 쟁
점, 농업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농가의 상호 준수의무 강화에 대한 필요성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농업경영안정은 결국 농가 단위의 경영안정을 의미하므로 특정 품목 대상에서 농가 단위로 정책 대상
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농가단위 농업소득 안정에 관한 연구』(2006)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쌀 농가에게 지원되는 비중에 대한 축소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책개편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농업부문에서 다원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으로 가산형 지원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 즉, 쌀소득보전직불제나 밭농업직불제는 농지면적 단위 기본형 직불제로, 다원적 역할이 추가
된 부분에 대하여 가산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개편방안을 제안한 연구가 『밭농업 및 조건불리지역 직
불제 개선방안 연구』(2014)이다. 이외에도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직불제 개편 논의, 농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경영이양직불제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 제시 등 직불제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 제시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추진되어 왔다.
농업직불제 도입 후 20여 년이 경과하면서 논농업과 밭농업 간 형평성 확보 필요성, 공익적 역할 강화
요구, 지역 특성 반영 부족 등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직불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최근에 직불제
전반의 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한 연구로는 『농업직접지불제 운영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2016)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직불제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소득보전과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한 농지
관리직불(가칭) 도입 및 수입보장보험과 연계 등 직불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업경영안정 지원 연구: 농작물재해보험·수입보장보험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하는 수량보험으로 가입 시 계약한 보장수
확량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우리 농업은 1970년대 후반부터 상업농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농업경
영위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농산물 생산은 특성상 노지재배가 일반적이어서 자연재해 노
출에 따른 경영위험이 높아 1970년대 후반부터 재해보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의 필요성과 방안 마련은 1980년대부터 추진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까지는 농가의 참여
의사 저조와 재정 부담으로 인해 재해보험이 도입되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1999년 태풍 ‘올가’ 피해 발생 직후 농업 현장으로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연구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위한 표준수확량 산정 및 손해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2001)를 실시하여 「농작물재해보험법」 제정(2000)과 2001년 3월 사과, 배를 대상으로 처음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이후 농작물재해보험은 2017년 기준 53개로 대상품목이 확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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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지속적으로 양적인 성장을 해오면서 농업경영안정화를 위한 핵심 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보험제도 도입 이후 단기간에 다수 품목으로 보험 대상을
확대하여 다수 농가가 재해위험으로 인한 경영불안정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보험대상지역(수혜
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실시 초기에는 과수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 대상품목 확대와
특히 2009년 벼를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적용 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셋째, 재해피해를 입
은 농가의 경영안정과 재기에 기여하고 있다. 넷째, 농작물재해보험은 일방적 정부지원 방식에서 탈피하
여 농가 스스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재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부상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성과와 함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갖고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
한 분야이다. 먼저, 농작물재해보험이 보험 대상 품목수 확대 방식으로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품목별
가입률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병해충 발생, 품목 및 지역특성별 보험상품 부
족 등의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
로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신속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지속되고 있다.
한편, 최근에 농가의 전문화·규모화 비중이 높아지
면서 자본집약적·농기업적 성격의 농업경영체가 늘어
나고 있다. 복합영농은 경영다각화로 농가의 위험(자
연재해 및 가격등락)을 일부 분산시킬 수 있으나 단일
품목으로 전문화된 대규모 전업농은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불안정과 소득감소의 충격을 크게 받게 된다. 농

1988. 8. 24. 농업재해보험제도 설립에 관한 공청회

업여건의 변화와 경영위험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는 현행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위험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
나 가격변동과 같은 시장의 가격위험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수입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2013)를
실시하여 수입보장보험 도입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전제조
건, 수요 분석 및 대상품목 선정 등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농업경영안정 지원제도 확충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수입보장보험을 시
범사업(2015∼2017년, 3년간)을 실시한 후 2018년부터 본 사업 추진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수입보장보험의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범사업 평가에
이르기까지 우리 연구원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수입보장보
험은 향후 직불제 개편과 연계하여 핵심 경영안정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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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지원연구
1970년대 후반부터 농업부문의 상업농화가 본격화되었고, 1982년 금리 현실화, 1983~1985년의 소 파
동과 복합영농 실패에 따른 농업성장의 정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1980년대 중반부터 농가부채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농가부채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재무실태 분석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문제인식
하에 『농가자산 및 차입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1985)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첫째, 농가조사
를 통한 부채규모 파악과 부채경감 방안 모색, 둘째, 당시 농수산부 주관
으로 실시한 농가경제조사 표본농가자료를 이용하여 농가의 재무구조와
부채 상환능력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1987년 농어촌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부채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크게 활용되었다.
농가부채 문제는 1997년 외환위기와 그로 인한 급격한 자금공급 부족
과 금리인상 등 금융시장 여건 변화로 인해 다시 한 번 농가경제를 압박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연구원은 시장개방의 본격화, 농산물 공급 과
잉 현상 그리고 외환위기로 인한 자금 압박 등으로 인한 농가의 부채 부
담 실태와 중장기 대응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농업부문 워크아웃 도입방
안』(2003) 연구를 통해 농업부문 워크아웃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농가 파산 및 경영회생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실시하여 농지가격과 임차료
의 인과성을 검증하고,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워크아웃방식의 프로그램과 회생 불가능한 농가가 원활하게 농
업에서 은퇴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여 농가 상황에 따라 맞춤·지원하는
제도 시행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의 농가회생 프로그
램은 이 연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최근들어 농업노동력의 고령화와 농업부문 수익성 정체 현상이 지속되면서 농업투자가 위축되는 현상
을 보이고 있다. 농업 전반적으로는 투자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업화·규모화되
고 있는 농가의 역할과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농가는 생산주체이면서 소비주체의 이중적 특성을 갖고
있어서 재무위험에 직면할 경우 일반 도시가계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생산수단을 상실하는 등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농가경영안정지원제도 운영 실태와 정책과제』(2016)에서는 현행 경영회생지
원제도의 개선과제와 농가의 특성을 고려한 신용평가기구 확충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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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경영체의 등장과 다양한 경영체 육성
우리나라의 농업경영체는 오랫동안 가족농 중심의 개별경영체가 근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1970년
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가족농의 질적·양적 저하로 인해 경영체로서의 기능이 쇠퇴하게 되면서 조직경
영체 육성을 통한 영농의 규모화·조직화를 꾀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농산물 시장개방이 진전되면서 농산물 시장의 글로벌화에 따른 농업의 수익성 저
하, 개별경영체 경영주의 고령화, 기계화 등 농업생산력 구조의 고도화로 개별영농의 자기완결성이 어려
워짐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조직경영체 육성을 꾀하게 되었다. 개별영농의 조직화 및
집단화를 통하여 영농의 규모화와 비용절감을 통하여 소득증대를 꾀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경영체
육성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0년 농업법인제도가 도입되었다. 조직경영체로서 농업법
인은 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오고 있다. 연구원은 농업법인제도의 제도화 과정에서부터
이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점검·평가하고 제도와 지원정책 개선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0년대 들어 농촌정책이 강화되면서, 마을공동사업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지원이 늘어
나게 된다. 이에 따라 개별 경영단위의 수익성 확보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농업·농촌 공동체의 활력을 증
진시키기 위한 농촌공동체적 성격의 조직경영체가 등장하게 된다. 특히, 2010년대 들어와 ‘커뮤니티 비즈
니스’,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이 농업·농촌정책에 도입되면서 단순한 농업경영의 범위를 뛰어 넘어 지역
부존자원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 농산업과의 유기적인 관련성을 높여 농촌지역의 활성화 및 농업경쟁력
을 높여나가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역농업 조직화가 시도되고 있다.
가족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영농조직화와 농업법인제도 도입
영농조직화를 제도적으로 처음 시도한 것은 1970년대 농협이 주도하여 조직된 “작목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작목반을 모태로 하여 오늘날 농업법인경영으로 발전한 사례가 많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산
업화에 따른 농업노동력의 도시유출이 심화되면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여 정부의 농기계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마을단위의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인 ‘기계화영농단’이 결성되었다. 영농조직화 측면보다는 농기
계 보급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초점을 둔 정책방향을 제시한 『농업기계화사업의 장기정책방향』(1988) 등
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영농조직화의 연구가 처음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전업농 육성과 영농조직의 활성화 방안』(1990)
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영농조직을 전업농의 보완조직에서 나아가 생산과 가공, 판매를 통합
하는 기업경영으로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업법인제도 도입의 바탕이 된 연구로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UR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농산물의 시장개방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농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경쟁력
을 갖춘 정예농업인력 및 경영체의 육성 일환으로 1990년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으로 농업법인
제도가 법인격을 지닌 조직경영체의 지위를 가지고 설립되게 된다. 곧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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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형태로 설립되는데, 각각 작목반과 기계화영농단을 모태로 한 것이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자경농민이 농업생산을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으로,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는 농민의 위탁에
따라 농작업을 위탁하거나 농지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영농을 대행하는 회사로 규정하였다. 1994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농업법인 제도 도입 이후 농업법인의 체계적인 육성방안과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토지이용형
농업의 경영체 육성방안』(1993)에서는 수도작 농업에서 대규모 경영이 성립·발전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하
여 경영형태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가족경영과 조직경영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체계와
관련하여 수도작 경영의 구조가 규모화를 근간으로 경영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별경
영과 영농조직이 적절히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토지이용형 농업의 위탁
영농회사의 운영실태와 정책방안』(1994)에서는 위탁영농회사의 발전을 위한 제도 및 정책방안을 제시
하였다.
농업법인은 제도도입 이후 정책지원에 힘입어 급속한 양적 성장이 이루
어지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부실 경영법인 문제와 농업법인의 가공·유통·판
매사업 진출에 따른 농협과의 기능 상충 등 사후관리문제가 제기되면서
제도개선과 관련한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농업법인의 운영실태
와 정책과제』(1997)에서는 법인에 대한 농림사업 지원의 차별화방안, 농
업법인에 대한 교육지도 강화, 농협과의 관계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업법인경영의 발전방향과 정책개선 방안 연구』(2000)에서는 농업법인
의 유형별 경영실태와 성과분석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사업유형별 농업법
인경영의 발전방안과 제도·정책적 개선과제로서 법인설립의 정상화 추진,
자본축적의 활성화 추진, 수익성 제고, 농협과의 관계 정립방안을 제시하
였다. 『기업농의 가능성과 조건』(2004)에서는 농업법인의 기업농으로서 발
전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2006)에서는 농업생산법인 중심의 육성, 가족농의
법인화를 위한 유한영농법인제도 도입, 부실법인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농업법인의 운영효율화를 위한 영농조합법인의 지역제한 폐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 출
자 제한 완화, 농업인 대표자 규정의 폐지, 집행이사의 제한 완화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한편, 농업법인제도가 창설된 지 10여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농업법인의 통계, 원자료 분석을 통하여
농업법인의 경영성과 흐름을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농업법인경영체 경영실태 분석』(2014) 연구에
서 2011년 국세청 법인세 자료에 등록된 농업법인 8,520개소의 시계열자료를 바탕으로 농업법인의 경영
성과를 생애주기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법인 지속기간별로 재무제표의 흐름을 살펴보았으며, 농식품부
의 농업법인 데이터베이스에서 표본을 유의·추출하여 경영실태와 애로요인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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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에 기반한 다양한 경영체 육성
정부의 농업법인정책은 가족농 중심의 개별영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법인을 품목별 전문경영
체 내지 기업적 조직경영체 육성 등 영농규모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조직경영체의 영세성 및 경영
주 개별 사업화 등으로 지역주민의 경제와 괴리가 커지면서 2000년대 들어와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농업법인 가운데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농촌공동체적 성격의
마을공동조직이 나타나면서 지역농업 및 마을영농의 조직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지역 내의 다양
한 인적·물적 자원을 최적화할 수 있는 마을 내지 일정 지역단위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정
책적으로도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농촌정책에 초점을 맞춘 경영체 육성이 본격화 되었다. 2002년의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2003년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의 관련 정책이 도입되게 되었다.
연구원에서는 위와 같은 농업·농촌의 현장과 정책의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가 추진되
었다. 먼저, 마을조직의 법인화와 관련한 연구로서 『마을공동사업체의 법인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10)에서는 마을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사업체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조사·분석하고 법인화를 위
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을공동경영체의 경영개선과 관련한 연구로서 『지연성 농업경영체의
경영실태와 성과』(2011)에서는 일정 지역을 범위로 하여 설립되고 있는 지연성 농업공동경영체의 경영성
과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논농업의 효율화를 위한 들녘경영체 육성방안』(2015)에서는 농림축산식
품부가 논농업의 들녘단위 공동경영체로 육성하고 있는 들녘경영체의 실태를 평가하고, 육성모델 및 지
원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방안』(2016)에서는 전통적인
마을사업 추진기반정비, 목적 중시형 경제공동체 육성 및 지원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2010년을 전후해서 정부는 농업구조정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농촌지
역의 과소화, 경제력 저하, 이로 인한 사회서비스 기반의 붕괴 등 농촌의 해체 위기에 직면하여 경영체로
서의 수익성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조직경영체가 대두된다. 이른
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과 일
본에서 커뮤니티(지역공동체 또는 마을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즈니스
원리를 도입하는 방식으로서, 사회적 목적을 기업적 방식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에 유
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 내지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지향하는
실천방안은 마을기능을 활용한 효율적인 농업생산 시스템(마을영농) 구축,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특산
품으로 가공하여 농촌관광 활성화, 도농교류를 통하여 6차산업화(농식품산업화)하는 경제적 기능 제고,
고령화하는 농촌지역에서 생활이나 복지 등과 관련한 사회적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내발적 발전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농업·농촌부문의 대표적 예로서 전북 완주군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가장 먼저 선도하고 있
는 사례라 할 수 있는데, 마을에서 사는 주민들이 주인으로 마을의 자원을 이용하여 일자리와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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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한다는 점에서 기업이 아닌 ‘마을회사’를 표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진 사례와 성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어촌공동체회
사’, ‘마을단위농업공동체’, ‘들녘경영체’,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의 ‘자립형공동경영체’, 지
식경제부의 ‘커뮤니티비즈니스’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어촌지역에서 공동체 성격의 조직이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
를 계기로 농어촌공동회사 육성사업을 2011년에 착수하였다. 또한, 지역의 마을 기능을 활용한 논 농업
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하여 개별영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을 2009년부터 추진
해오고 있으며, 들녘경영체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에는 밭농업에도 공동경영체를 도입하기에 이르
렀다.
이러한 정책의 흐름을 반영하여 연구원에서는 새로운 경영형태로서 농촌지역에서 조직화를 통하여 지
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자리를 사업화하는 사회적 기업의 발전방안과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먼저, 사회적 기업 관련 연구로서 『농촌지역 사
회적 기업의 성과 평가와 지원방안 연구』(2010)에서는 정부주도의 인정제
도 개선, 사회적 기업의 보호시장 제공, 사업평가의 근거한 지원강화, 농촌
지역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제시하였다.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을 사회적 기업 육성방안 연구』(2011)에서는 농촌지역 사회적 기업 유형화
와 유형별 육성방안 및 중간지원조직 육성, 사업모델 평가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중장기 육성방안』(2013)에서는 다양
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실태와 지역사회에 대한 파
급효과를 분석하고 발전모형과 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
촌지역의 사회적 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2015)에서는 활성화 방안으로
서 사회적 경제조직간 연결망 심화 및 확장, 사회적 경제 거버넌스의 지방
화 현장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 정부가 지역단위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서민과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동법에 의한 기존의 농업협동조합과는 다른 새로운 협
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농업법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협동조합 형태의 법인 설립이 확산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새로운 협동조합은 업종 분야와 관계없이 5인 이상이 모여 설립이 가능
하며, 자본금제한 규정이 없고 신용사업과 보험사업 이외의 어떤 사업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새
로운 협동조합의 탄생으로 지역농협 및 유사조직과의 관계설정에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새로운 협동조
합은 개별법에 의한 기존의 협동조합과 달리 협동조합의 설립이 자유로워졌으며, 협동조합의 구체적 모
습과 지배구조는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정관에서 규정토록 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
합의 설립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협동조합제도의 출범은 협동조합 활동범위의 전면 개방,
설립요건의 파격적 완화, 사회적 협동조합제도 도입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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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에서는 농업·농촌부문의 새로운 협동조합의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농촌지
역 협동조합 설립동향과 제도개선』(2013)에서는 농촌지역 협동조합과 기존의 농업법인과의 관계설정,
지원제도 상의 형평성 확보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 막연한 기대로 협동조합의 무분별한 난
립을 경계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학습프로그램의 개발을 강
조하였다.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과 발전방안』(2013)에서는 새롭게 설립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협동조합 유형별 과제, 기존 협동조합과
협력관계에 기초한 조직모델을 제시하였다. 생산부문의 협동조합 조직, 유통부문의 협동조직, 마을단위
사업형 협동조합조직 등 각 부문별 모델을 제시하였다.
지역 농산업화와 관련한 주체 형성
지역농업이란 농업구조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일정지역 농가의 주체적 활동과 지역농업 농촌진흥과의
관계의 목표나 방향 및 수단의 합치성을 분석하여 그와 같은 합목적적인 지역농업의 형성을 위한 농가
군의 최적 활동 방향을 계획하고 그 실천 방법이나 역할분담, 조건 정비 등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영체 중심의 농업구조정책에서 지역농업을 하나의 경영단위라는 인식 하에 지역을 단위로 하여
지역에 특화된 농업생산부문을 가치 사슬 체계 하의 2차산업 및 3차산업 부문과 융·복합하여 하나의 산
업으로 묶어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전략이다. 그 논리적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경영단
위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의 한계이다. 그동안 중앙농정 단위에서 영세농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
여 개별농가의 경영규모 확대와 더불어 농업법인 등을 통한 영농 조직화가 추진되어 왔으나 규모화가
부진하고, 우리나라 농업여건에서 볼 때에 개별 경영 단위의 규모화 자체가 농산물을 수출하는 경쟁국
과는 메울 수 없는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농업의 지역성에 따른 문제이다. 농업은 상공
업과 달리 지역마다 자연적 조건, 역사적 전통,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지역성이 강하므로 지역의 특수
성에 입각한 경제활동이 요구되며, 일정의 동질성을 확보한 지역마다의 특수성을 감안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농촌지역의 유지·보전과 관련한 공익성의 확보 측면이다. 개별 경영단위의 경
제활동의 결과 농촌문화의 유지, 자연환경의 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피폐해지고 있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 대책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농산물시장의 변
화이다. 과거에는 농산물 판매를 산지시장에 출하하여 시장가격에 수동적으로 의존하는 형태였지만, 현
재는 농산물의 유통흐름이 소비자 지향적으로 변하면서 소득의 원천이 비용 절감보다는 마케팅력의 확
보에 좌우되고 있다는 점이다. 브랜드 마케팅이 영세 경영단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을
단위로 한 규모화된 유통체계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내 산업간 유기적인 관련성을 높이며
지역자원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내 인적·물적자원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지역농업 시스템 구축에 나서게
된다. 농림부는 2004년 「농업·농촌 종합대책」에서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의 일환으로 농업혁신을
주도할 기술개발 촉진을 제시하면서, 산·학·관·연을 연계한 “지역농업클러스터” 구축을 시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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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다양한 형태의 관련 정책사업이 추진되는데, 지역농업 클러스터육성
사업(2005), 신활력 사업(2005), 향토산업육성사업(2007), 지역전략식품산
업 육성사업(2014) 등 지역농업시스템 지원 관련 사업이 추진되게 된다.
연구원에서는 제도도입 단계에서부터 정책의 점검과 개선을 위한 관련 연
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제도도입 단계에서는 정책추진체계 구축과 관
련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지역농업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방향』(2004)
에서는 농산업 클러스터에 관한 이론을 체계화하고 실태를 분석하여 농산
업클러스터의 발굴, 단계적 육성, 지원체계등 관련정책의 추진방안을 제시
하였다. 『지방농정과 지역농업개발 성공사례 연구』(2004)에서는 지역농업
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통하여 지역농업 주체별 역할,
지역자원의 발굴, 혁신역량 개발, 사업 추진주체의 법인화 등을 제시하였
다. 『농어촌산업정책 추진체계 개편 방안』(2008)에서는 새로운 농어촌산
업 정책의 추진 방향으로서 선택과 집중, 차별화에 기반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외부 유치기업의 토착화 및 투자여건 개선, 산업클러스터화에 의한 지역산업체계 구축 및 역량강
화, 농상공(農商工) 연계에 의한 농어촌산업 육성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어촌산업정책
성과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2012)에서는 농어촌산업정책의 추진실태와 성과를 평가하고 제2기 향토산
업육성사업의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특화 농산업 추진실태 평가와 발전방안』(2014)에서는 지역
특화산업의 생산·유통·가공·체험관광의 각 부문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 지원체계 및 지방자치
단체의 역량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친환경농업 확산과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모색
우리나라 농업은 1980년대까지 식량증산을 위하여 고투입-고산출 생산 활동을 했다. 1990년대에 접
어들면서 이러한 농업 생산성의 둔화뿐만 아니라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의 저하를 초래한다는 반성
이 일어나게 되었고, 농업환경자원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맞추어 연구원에
서는 한국 농업에서의 환경문제와 정책과제(1992)와 환경보전과 농업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1993)
를 시발점으로 친환경농업 분야의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들 연구는 크게 친환경농업을 육성하
는 방향과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대는 친환경농업이 태동하는 시기로 그 개념이 정립되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연구는 친환경농업의 개념,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 직불제의 도입방안 등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2000년대는 친환경농업이 급속히 확산되었던 시
기로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의 필요성,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성 회복, 유통비용 절감, 직불제도 개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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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농가 소득보전 등의 이슈가 제기되었다. 이 시기의 연구는 생산 중심의 연구에서 유통과 소비에 대
한 연구로 확대되었다. 최근(2010~2016)에는 가공식품을 통한 소비촉진 방안,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등 유통과 소비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어 이루어졌으며, 직불제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도 이어졌다.
농업환경자원의 관리 강화 연구의 경우 1990년대에 적정 수준의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 폐영농자재
(포대, 빈병, 비닐 등)의 적절한 처리 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가축 사육두수가 늘어나면서
가축분뇨 자원화에 관한 연구들도 추진되었다. 육식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축 사육
두수가 크게 늘어난 2000년대에는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자원순
환농업을 중심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가축 사육두수 조정을 통
해 가축분뇨 자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시작되었다.
농업환경지표 개발을 통한 농업환경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논의가 1990년대 초반부터 OECD
농업환경 정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농업환경지표 개발 및 정
책과의 연계성을 다루는 연구가 2000년대까지 이어졌다. 국제기후변화 협약인 교토의정서가 2005년에
발효됨에 따라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비하여 농업부문도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짐에 따라 연구원
에서는 선제적으로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 온난화의 불가피성과
특히 기후의존적인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응대책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최근(2010~2016)들
어 기후변화가 녹색성장, 식량안보 등과 연계되어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또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동시에 고려하는 기후스마트농업 연구도 제시되었다. 2012년 브라질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상회
의가 개최됨에 따라 후속조치의 필요성이 제시되었고, 대내적으로 물, 에너지, 기후변화 문제가 부각되면
서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다양한 이슈에 대응한 통
합적, 포괄적 전략이 요구되는 가운데 연구원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 연구(2014)가 수행
되었다.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개발 연구
환경보전과 농업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1993)는 환경농업의 개념과 정책에 관한 개괄적인 연구로서
연구원 친환경농업분야 연구의 효시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의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
기능에 대한 국내외 연구 자료와 외국의 환경유지 기준, 공해감소 정책, 지속적 농업, 청정기술 및 관련
법규 등을 수집하여 환경보전과 농업발전을 위한 장기 정책 방향과 향후 연구 과제를 도출하였다. 후속
연구인 『환경보전형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과제』(1997)에서는 환경보전형 농업의 개념과 추진방향을 정
립하고, 농업환경의 오염실태와 오염물질의 감소방안 및 환경보전형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와 신기
술개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친환경농업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먼저 농업관련 환경정책 분
석모형에 관한 기초 연구(1995)에서 동태적 계획법과 최적제어법을 적용하여 농업환경정책의 중장기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농업환경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1999) 연구에서는 농업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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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경 CGE(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적용하여 정책모의 실험결과를 제
시하고 환경농업 정책 사업에 대해서 농업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정성적 평가 결과도 제시하였다. 이후 친환경농축산업 육
성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2003)에서는 정책담당자와 정책대상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주요 외국사
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친환경농업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우리나라 농업전반을 친환경농업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된 농업생태계의 물질순환 및 환경부하 분석(2003) 연구는 농
업생태계의 물질수지분석 방법론을 체계화하였고, 홍성군과 옥천군의 사
례지역을 대상으로 물질수지 측면에서의 환경분석과 친환경농업을 실천하
는 농가를 대상으로 경제적 성과분석을 시도하였다. 후속연구인 친환경
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 추진방안(2004)은 전문가 설문조사를
기초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수단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정책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대응하여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업환경자원 관리 강화방안 연구
(2016)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 분석을 기초로 생산단지·지구 내실화, 경
영비 절감 영농시스템 구축, 농가 교육 및 기술 지원 등의 생산측면의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친환경농업은 생산비가 관행농업에 비해 높기 때문에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 각 지역의 부존자원 이용
을 최적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전략이다. 이에 따라 지역 맞춤형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이 요구되는 바 지
역단위의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으며, 강원도, 충청북도, 경
상북도, 전라북도(진안군)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의 추진 현황 분석을 토대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1991년 이후 꾸준히 제시되었다. 지역단위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농업환경모형 개
발을 통해 지역별 농업환경여건 분석을 기초로 한 과학적 접근들도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연구
친환경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 도입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연구가 『조건불리지역 및 환경보전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조사연구』(1998)를 통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조건불리지역과 환경농업에 대
한 직접지불제의 대상지역과 지원기준, 지원방식 등 프로그램의 세부적 내용과 기준을 검토하였으며, 정
책실시에 필요한 행정적 준비와 제도 정비방안을 수립하고 정책모의실험을 통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정부는 1999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그 이후 지속적인 직불제 개
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연구원에서는 일련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2000년대는 우선 직불금
단가의 근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주요 품목에 대한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생산비조사 자료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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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 관행농업과 비교하여 단수, 생산비 및 소득 차이 등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 직불금의 연차별 차등
지급, 지구단위로 실천하는 경우 추가적 인센티브 부여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농업환경자원 관리의 유력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는 환경적 상호준수정
책의 이론적 배경과 사례를 분석하고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유기농산물 인증실적이 2013년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직불제를 개편해야 한다
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다.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적 가치 인식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자료를 기초로 친환경농업의 비시장적 가치를 가상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평가하고, 친환경
농업의 여건변화가 반영된 생산비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지속직불금 지급, 품목류별 차등 지급 등 개편
방안이 제시되었다.
소비자들의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양
축농가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직접지불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0년대 하반기에 유
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제 도입방안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관행대비 추가적인 생산비 요인과
수량 감소에 따른 소득감소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불금 단가를 산정하였으며, 제도 정착을 위
해 철저한 사후관리, 유관 기관간 적절한 역할 분담 등의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2009년 친환경안전축
산물 직불제가 도입된 후 몇 년이 경과하면서 직불제 개편방안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
에 대응하여 2010년대에 친환경농산물 직불제에 대한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친환경축산물 직불금 개편,
유기축산물 지속 직불금 신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직불 등의 직불제 개편방안이 제시되었다.
생산 중심에서 유통·소비 분야 연구로 확대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측면에서의 연구는 유기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실태와 장기발전방향(1992)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유기농업에 대한 국내의 연구 실적이 매우 제한적이었던 당시 상황에
서 국내 유기농산물의 유통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
다는 점에서 유기농업 연구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중심의 육성 정책
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량이 크게 증가하게 됨에 따라 농가 판매가격이 하락하게 되었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재검토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소비자 신뢰성 제
고를 통한 소비 확대에 대한 연구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개선 방향』(1999)에서
는 늘어나는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를 진단하고 유통경로의 유형화를 시도하였고, 이를 기초로 유형
별 유통활동 비교와 유통경로의 전개방향 모색과 함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2000년대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유통 비용 절감과 소비확대를 위한 연구의 필요
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 시기에 친환경 쌀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자와 유통주체의 마케팅 실태와 문
제점을 진단하고 유통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친환경 쌀의
유통에 대한 분석과 함께 소비측면에서 인식도와 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소비확대를 위한 시
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산물의 거래특성(2006)에 관한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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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성과 유통의 전개과정, 식품시스템 측면에서 연쇄구조와 경쟁구조의
진단, 가격결정과 품질조정 등 친환경농산물 거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친환경농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수요
측면에서의 본격적인 연구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구매행
태 분석(2005)에서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특성과 소
비구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반응조사, 친환경농산물의 구매행태
및 속성 분석, 친환경농산물의 잠재적 수요 추정 및 소비활성화 방안 등
이 제시되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가격프리미엄의 지속
성 여부에 대한 검증과 불확실성하의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하여 가격 프
리미엄의 구성요인에 대한 실제적인 기여도를 추정하였다. 친환경농산물은
신뢰재이며,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신뢰할만한 인증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친환경농산물이
급증하는 가운데 인증부실 문제가 제기되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방안 연구(2007)가 추진되었으며, 이 연구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실태분석과 농가 및 전문가 조
사, 해외 사례조사를 기초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련 기관들의 역할 분리, 인증수수료 자율화, 인증심사
원의 독립성 확보 및 자격 요건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향후 전개된 인증제도
에 관한 친환경농업육성법 법률 개정의 근거로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친환경농산물의 도매시장 취급비중이 확대되면서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다. 친환경농산물 도
매시장 유통 활성화 연구에서는 도매시장의 친환경농산물 취급현황 분석 결과를 기초로 도매시장의 소
비지 분산기능의 활성화, ‘산지-도매시장-소비지’를 연계한 안전성 체계 구축, 거래제도 다양화, 전문 취
급법인 및 중도매인의 육성 등의 친환경농산물 도매시장 유통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친환경농
산물 가공을 통한 소비촉진방안도 모색되었다. 친환경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소비
의향은 소비자의 선호와 경제적 여건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과 유기 가공식품
에 대한 소비실태를 조사·분석하고 다양한 소비촉진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농업환경자원 관리 연구
지속가능한 농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자원의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즉 화학
비료, 농약, 폐영농자재(포대, 빈병, 비닐 등), 가축분뇨 등으로부터 토양, 대기, 수질, 생물다양성 등 농
업환경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환경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 농업분야의 경우 대부분의 농가가 화학비료와 농약 등 화학적 투입재의
과다사용으로 수질 오염 등을 발생시켜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고 있다. 각국의 농업분야오염 자부담
원칙 적용 실태 및 국내 도입방안(1999)에 관한 연구는 비점오염원관리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화학비료
에 대한 환경세 부과 등 농업부문의 오염자부담원칙 도입 가능성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환경 친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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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농사의 적정시비 수준과 정책방향(1999) 연구에서는 시비 수량반응함수를 이용한 적정시비 수준 결
정, 화학비료 사용감축을 위한 환경세 부과의 정책효과 분석 등을 통하여 벼농사의 환경보전형 시비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가축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대책에 관한 연구(1990)에서는 환경관련법상 규제대상 규모 이하 농가
를 대상으로 축종별 가축분뇨처리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처리방법별 경제성 분석과 축분 자원
화 및 폐수처리 대책 등을 제시하였다. 이후 가축분뇨 자원화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이 1990년대에 추진
되었다.
2000년대 농업환경자원 관리 연구는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우선 지역단위의
순환농업시스템 개발(2008) 연구는 경종과 축산부문간 자원순환농업의 관점에서 가축분뇨의 활용을
다루었다. 가축 사육두수 총량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2004)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축산부문의 총
량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밀집 사육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가축사육
두수의 상한 설정, 축산부문의 환경부하 실태 진단, 총량규제의 국내외 적용사례와 시사점 도출, 사육
두수 총량제의 도입방안 검토, 사육두수 총량제의 지역사례 적용 방안 등 가축사육두수 총량제 도입과
관련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또한 화학비료와 가축분뇨로부터의 과다한 양분투입으로 농경지
의 잉여양분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로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 세부 시행방안 연구
(2005)가 이루어졌다.
최근(2010~2016)에도 경종과 축산부문간 자원순환농업의 관점에서 가축분뇨의 활용을 다루는 연구
가 이어졌으며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양분총량제 도입기반 마
련 연구(2015)가 추진되었다. 이 연구는 농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국내외 농업부문의 양분관리 실태
를 분석하고, 지역단위 양분총량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담고 있다. 최근 농업환경자원 관리 연구는 폐영
농자재와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함께 다루는 농축산 폐자원의 효율적 자원화 방안 연구(2016)가 진행
되고 있다. 1차 연도에는 영농폐기물을 대상으로 농가 및 지자체 정책담당자의 인식, 영농폐기물 자원
화 관련 경제성 분석, 영농폐기물 재활용, 대체재 기술 현황 및 발전방안, 해외의 영농폐기물 관리 정책
과 시사점 등의 연구가 추진되었고, 2차 연도에는 가축분뇨의 효율적 자원화 방안 연구가 도출될 것으
로 기대된다.
OECD 농업환경지표 개발 대응 연구
주요 국가별 농업환경 상태를 비교하고 농업정책의 환경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농업환경지표 개발에
관한 논의가 1990년대 초반부터 OECD 농업환경 정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농
업환경지표는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농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환경요소(물, 토양, 공기) 가운데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대표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후 농업환경지표개발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분야의 선구적인 연구는 1999~2002년의 3년 동안 수행한 OECD 농업환경지표 개발과 정책 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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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으로 농장관리지표, 농장재정지표, 사회문화지표 등 3개 지표의 개발 및 농업환경지표와 농업환
경 정책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OECD 농업환경지표 제출을 위한 설문서 작성(2004) 연구는
OECD 회원국의 농업환경지표 작성의 일환으로 11개 핵심지표에 대하여 OECD에서 제시한 설문서를 작
성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농업환경지표의 개발은 농장관리지표를 제외한 양분수지지표, 농약사용지
표, 에너지 지표, 토양지표, 물 사용지표, 수질지표, 대기·기후변화지표 생물다양성지표 등 대부분의 지
표가 자연과학적인 분석을 기초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연구원과 농업과학기술원이 공동으로 농업
환경지표 개발 워크숍을 개최하여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2000년대 후반에는 농업 환경지표에 대한 OECD 종합보고서 발간에 대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
연구들은 핵심적인 농업환경지표를 적용한 OECD 회원국의 농업환경상태 비교, 농업환경지표의 정책적
활용방안과 농업환경지표 개발을 위한 향후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또 농업환경자원정보에 대한 정책담
당자, 전문가, 농업인 등 수요자의 활용도 조사와 국내외 활용실태 검토 등을 기초로 농업환경자원정보
를 정책에 연계시키는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추진되었다.
최근 들어 기존에 개발된 농업환경지표를 이용하여 농업환경상태를 평가하는 진단 모델을 도출한 농
업환경지표를 활용한 농업환경자원관리시스템 구축(2011) 연구가 추진되었다. 이 연구는 흙토람의 토
양정보를 농업환경정책에 연계시킨 사례들을 제시하였고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위해 지역단위 양분총량
제 시범사업 추진방안 및 농업환경자원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제 기후변화협약 대응 연구
범지구적인 지구온난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국제기후변화 협약인 교토의정서가 2005년에
발효됨에 따라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비하여 농업부문도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연구원에서
는 2013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이행하는 경우 농업부문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동태적 CGE 모형
을 이용하여 계측하였고, 농업부문 대응전략들을 개발하였다. 또한, 지구온난화 문제와 관련하여 에너
지 분야에서 대응책으로 농업부문 바이오 에너지 관
련 연구도 수행하였는데, 바이오매스 이용의 사회경제
적 의의, 주요 선진국의 바이오매스 관련정책, 우리나
라의 바이오매스 관련정책, 바이오매스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들은 국제 기
후변화 협약에 대응한 농업부문의 선제적 연구결과로
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
비 30%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천명하게 되었다. 농
업부문에서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온
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개발에 착수하게 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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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전략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농업·농촌부문 녹색성장 추진전략 개발(2011) 연구
는 녹색성장의 개념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보장되는 성장’으로 설정하고, 농업·
농촌부문 녹색성장에 대한 종합적 실증 분석,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농업·농촌 녹색성장 사례분석, 녹색
성장 전략의 우선순위 평가 등을 통하여 농업·농촌부문의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후 농업
분야 배출권거래제와 CDM 사업의 적용방안, 저탄소농업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등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적용하는 일련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세계 주요국은 온난화의 불가피성과 특히 기후의존적인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응대책에도 관
심을 쏟게 되었으며, 연구원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과 대응전략(2009) 연구를 통
해 이에 대응하였다. 이 연구는 기후변화 실태와 전망, 기후변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후변
화에 대한 농업인의 반응 분석, 주요국의 대응사례를 다루었고, 특히 국립식량과학원의 ORYZA2000이
라는 작물모형과 연계하여 기후변화 적응수단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술개발,
기반시설관리, 경제적 수단 등 분야별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기후변화는 식량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
에 적지 않은 위협이 될 수 있기에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의 안정적인 식량공급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KREI-KASMO를 활용하여 기후변화가 식량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
여 국내생산능력, 완충능력, 해외수입능력, 정책대응능력 등의 측면에서 안정적 식량공급체계 구축방안
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적응수단들이 제시되는 가운데 정부는 예산 제약 하에서 실
효성이 높은 적응수단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재해보험, 작목전
환, 기상 및 기후정보 활용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기후변화 적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
양한 핵심과제들을 제시하게 되었다.
2015년에 국제사회는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 196개 당사
국이 모두 참여하여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파리협약을 채택하였다. 파리협약은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미래의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적응도 특히 강조되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식
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기후스마트농업의 실태진단과 과제(2016)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기
후스마트농업 기술선호도, 채택요인 등을 분석하였고, 선택실험법을 적용하여 선호하는 정책수단을 도
출하였다. 또한 기후스마트농업 정책대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한계감축비용 분석 등을 통해 기후스
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 모색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이 되었던 1992년 리우선언 10주년 기념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전략(2002)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이와 관련한 지속가능지표 개발, 이들
지표를 이용한 이행평가,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비전과 부문별 세부추진전략 등을 제시하
였다. 이 연구는 연구원에서 처음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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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연구는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연구, 농업환경자원 관리 연구 등으로 부분
적으로 접근하여 이루어져 왔다. 2012년 6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 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후속조치로 적절한 대응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졌다. 대내적으로 물, 에너지, 기후변화
이슈 등과 더불어 견고한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 연구(2014)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인 측면에
서 분석하고,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 지속가능농법의 실천 확대, 환경친화적·지속집약적 기술 개
발의 확대, 그린 경영체의 육성, 기술 보급 및 교육 확대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동안 주로 개념적으
로만 논의된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은 소비자들의 소득 증대와 함께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세계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공급 부족과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식량안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앞
으로 계속해서 추구되어야 할 농업이다. 따라서 향후 지속가능한 농업 연구는 보다 체계적인 실증분석
과 실행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연구 방향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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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정책 연구

농외소득 연구에서 농촌산업 연구로 확대
연구원이 개원한 1978년은 제4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1977∼1981)의 2차 연도에 해당한다. 제4
차 5개년 개발계획이 이전의 5개년 계획과 다른 것은 이전의 3차에 걸친 계획은 경제개발에만 초점을 맞
춘 반면, 4차 계획부터는 사회개발도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즉, 3차에 걸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
에서 야기된 도농 간 격차 등 제반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해결방안을 계획에 포함시켜 추진
한 것이다.
연구원은 개원하자마자 농외소득 증대가 농가소득 증대에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농외소득 개발 및 증
대와 관련한 연구를 연구원의 주요 임무 및 기능으로 설정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금까지 농외
소득 개발, 농촌산업 육성, 농촌관광 육성, 6차산업 육성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관련 정책을 뒷받침하
고 있다.
농외소득정책 초기의 주안점은 농가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한 농외소득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종전 직후
절대빈곤 속에서 농가는 풍부한 가족 노동력을 보유했지만 영농규모가 영세하여 농업소득을 증대하는
데에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유휴 노동력을 활용한 농외소득 증대가 필
요하였다. 당초 농외소득 확보를 위한 노력은 농가 스스로 또는 지역단위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졌다.
가마니 짜기와 새끼 꼬기 등의 고공품생산이나 주 작목 이외의 작목을 부업으로 재배하는 등 농한기 유
휴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본격적으로 농외소득정책이 실시된 것은 1960년대 중반부터
라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중반 부업단지를 조성하고(농촌진흥청) 이를 발전시켜 농가부업단지육성사
업(농림부)으로 추진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부업단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마을공
장 건설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렇지만 ‘1면 1공장’을 내세운 새마을공장 건설사업은 나름대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이에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새마을공장 개발방식의 문제를 극복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시도는 1984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의 제정과 함께 추진된 농공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농원
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84년부터 시작된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농촌공업화 및 농외소득 증
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농촌 노동력 감소가 가속화하면서 농외소득원으로서의 기능은 약화되었다.
이후 1980년대 중반 이후 밀어닥친 개방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농가소득 증대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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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과 WTO체제의 출범은 적절한 농가소득 확보는 더 이
상 늦출 수 없는 정책과제로 대두되었으며, 다양한 농외소득개발이 시급하였다. 이때부터 지역특산품이
나 전통식품, 관광개발 등과 같은 지역 부존자원의 활용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강조되었는데, 당초
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궤를 같이 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한 다양한 소득원 개발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특산단지 확대는 물론 각종 가공사업의 확대 및 농어촌휴양자원 개발을 통한 소득원 개발이 중요하게
추진되었다. 이때 외부의 자본이나 기술도 필요하지만 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는 내발적 발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렇지만 농업·농촌의 문제 해결에 도시부문(도시 소비자)의 지원과 협력이 결정
적이라는 판단에서 농·소·정 협력이나 도농교류 등이 강조되기도 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개별 농가의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산업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부가가치 증대가 긴요하다는 관점에서 애그리비즈니스(Agribusiness), 농공상 융
합, 지역특화산업, 지역특구, 농촌산업, 농업의 6차산업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새마을 사업을 계기로 농외소득 연구 시작
개원 초기에는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공업 개발에 관한 연구와 1970년대 초부터 추진된 새마을사
업이 농외소득 증대에 미친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당시 내무부에서는 ‘농외소득증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리 연구원의 전신인 국립농업경제연구소에서
는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방향』(1978)의 연구에서 농외소득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원은 개원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농외소
득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1978)를 통해 도시·농촌간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
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농촌공업의 개발·육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아
울러 새마을 공장을 포함한 농촌공업의 문제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농촌공업의 현황과 문제점, 공업지방 분산화의 파급효과, 지방
공단의 노동공급권과 주변 농촌의 고용효과 등 농촌공업개발과 관련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한편, 1970년대 추진된 새마을운동(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가 수행되었다.
특히 IBRD차관이나 세계은행차관으로 추진된 새마을사업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었는데, 농촌 새마을운동의 사회적 성과분석: IBRD 새마을 차관
(1978)과 제1차 세계은행차관 새마을사업평가연구(1978)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IBRD차관 연구의 일환으로 다수의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당시 농외소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던 농촌가내공업과 부업단지와
관련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농촌가내공업의 현황과 문제점(1980)과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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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부업단지 현황과 개선방안(1981) 등의 연구를 통해 기존의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의 실태와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시기에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한 농외소득 및 농촌공업에 관한 일련의 연구는 우리나라와 사회·경제
적 여건이 유사한 대만과 일본의 농외소득 실태를 비교하거나 농촌부업단지 및 새마을공장의 유형과 성
격, 가동 실태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농외소득개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
외에도 농외소득정책으로서 농촌공업개발의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농촌공업화 연구 활발
경제발전과 함께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1980년대 들어 수입개방 및 쌀값 지지에 의한
농업소득한계론이 구체화됨에 따라 농외소득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는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 연
구원에서도 80년대 농정의 기본구상(1981)을 통해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 국토공간의 균형적 개발 및
지역간 소득불균형 등을 시정하여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농업소득 증대와 함께 농외소득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당시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던 경제기획원은 우리 농업이 소득을 증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
큼 농촌공업 개발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가 필요하다는 발상으로 1982년 한국개발연구원을 통해 농외
소득 증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가 많이 활용되었다.
농외소득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는 1983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의 제정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
연구원에서는 1984년 6월 20일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농공단지를 중
심으로 한 농어촌소득원개발정책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 발
표된 농어촌소득원개발의 정책과제는 농촌공업 및 농공단지개발의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분야의 정책 수행 및 연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후 연구원에서는 농공단지개발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농공지구 개발의 방향
과 정책과제는 시작단계에 있는 농공지구 개발사업의
추진방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장기 농공지구개발 구
상과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였다. 또한 농촌공업 및 농공지구 개발의 효율
적 추진방안으로 농공지구 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문
제점을 살펴보고 농촌지역의 기능인력 수급과 주민의
취업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1985. 4. 22. 국가발전과 농촌공업 개발에 관한 세미나

‘농공지구개발에 관한 정책간담회’가 추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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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7개의 농공단지개발이 완료되고 그 운영이 정상화됨에 따라 1987~1990
년에는 경제기획원의 연구비 지원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의 파급효과에 관한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농공단지개발사업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연
구를 통하여 연구원은 정부가 농공단지 사업을 정책적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 해
결과 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결과적으로 농공단지개발 정책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정부의 대표적인 농외소득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1988, 1991).
1994년에는 연구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으로 ‘농업여건 변화와 농촌지역의 산업구조 개편방안’
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후속 작업으로 농촌지역 2·3차 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산업구조와 2·3차 산업의 개발 실태를 살펴보고, 전국의 농촌지역을 공
업발전 정도에 따라 유형화하여 2·3차 산업이 낙후한 원인을 규명한 후 농촌지역 산업구조 개편의 방향
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때에 외부기업 유치를 통한 농촌공업개발과 지연산업(地緣産業)의 육성,
그리고 ‘농업의 복합산업화’라는 새로운 개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및 인력양성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정책의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1995).
또한, 농어촌지역의 유형 구분과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지역의 공업개발 수준에 따
라 ‘일반 농어촌’, ‘추가지원 농어촌’, ‘우선지원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부지 조성비와 폐수종말처리장 설
치비용 등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낙후지역의 공업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이 제안은 곧바
로 정책에 반영되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1996).
2000년대 들어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가 속속 조성되고, 도로의 신설 및 확·포장으로 교통여건
이 개선되어 경제·생활권이 광역화됨에 따라 농공단지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졌다. 비록 농공단지
가 농외소득원으로서의 기능은 약화됐지만 고용 및 수출 등 농촌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기
때문에 농공단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중요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생활
권 광역화에 따른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경제·생활권의 광역화에 따른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을 모색하였다(2010).
또한 2010년대에는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농공단지 실태를 조사하고, 전국적으로 조성된
농공단지가 500여 개에 달하자 2000년대 들어서는 신규 농공단지 조성이 주춤하였다(2012). 이에 정부
는 농공단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하에 2013년부터 농공단지 신규 조성을 중단하고, 지역특산
물을 소재로 특화된 특화농공단지에 한해서 신규 조성을 허가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농림축산식품부
의 의뢰로 추진된 농산업육성을 위한 지역특화농공단지 제도개선 방안 연구(2013)에서는 새로 조성되
는 특화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촌관광과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의 외연 확대 추구
농외소득 증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정책 수단이 한정된 상황에서 농촌공업화를 포함한 농외소득원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은 꾸준히 지속되었다. 연구원은 1991년에 농외소득원개발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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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장단기발전전략(1991)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농공단지와 특산단지, 농어촌휴
양지개발 등 기존의 농외소득원개발정책에 관한 평가
와 함께 새로운 농외소득원으로서의 농업 관련 산업
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농촌지역의
노동인구 변화를 전망하고 농어민 직업훈련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대책을 모색하였다.
사실 관광농원 등 농어촌휴양자원개발의 법적 근거
는 1983년 제정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까지 거
1991. 5. 17. 농외소득원개발정책 세미나

슬러 간다. 그러나 법 제정 당시는 농공단지 조성 등
농촌공업화에 관심이 집중되어 농어촌휴양자원개발

은 관심을 끌지 못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제대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연구원에서도 간헐적으
로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2·3차 산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들이 다방면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식품가공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1983), 『식품가공산업과 농업과의 연계방안: 축산 가공업을 중심
으로』(1989)가 수행되었다. 다음으로 산지 자원화를 위한 지원정책 방향, 산림자원의 휴양 관광 자원화
를 위한 기준 설정 등 산지 자원화를 위한 일련의 연구들이 수행되었다(1988, 1991).
다양한 지역특화자원 개발을 통한 농외소득 확보와 관련된 연구도 꾸준히 수행되었다. 지역전략산업
선정에 관한 연구를 필두로, 전통 가공식품 육성, 농촌 지역특산품 개발사업, 농촌지연산업 육성, 농민
주 및 민속주산업 발전방안, 농어촌 부업단지 육성 등의 연구들을 통해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
들이 제시되었다(1987, 1993, 1999, 2004, 2005).
농업에 관광을 접목함으로써 농외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관광농원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 관련 연
구가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관광농원 개발을 통
한 농촌관광 활성화와 자연휴양림과 관광농원
의 연계 방안들을 제시하였다(1997, 1998). 관광
농원은 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한
편으로는 농촌관광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농촌관광과 마찬가지로 어촌지역을
활용한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에서 어촌
지역의 관광사업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해
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1995, 1996).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농촌관광에 대한 새로
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우

2003. 2. 6. 한국형 농촌관광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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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농촌관광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2003), 농산촌 테마관광 종합타운 조성을 통한 농촌관광 활
성화(2004)와 농촌관광 수요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2005). 2010년대 들어서는 2000년
대의 농촌관광 정책들을 되돌아보고 2010년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농촌관광의 방향과 정책과제들을 제
시하였다(2012). 또한 국민소득 3만 달러시대에 대응한 농촌관광의 산업화와 고급화 전략을 제시하기
도 하였다(2016).
농업의 부가가치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도
수행되었다. 외식산업과 농업의 연계, 농업과 연계를 통한 식품산업 발전, 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농산물
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통한 동반성장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2000, 2001, 2004).
농가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산업구조가 여건변화에 맞게 변화될 필요가 있다
는 관점에서의 연구도 수행되었다. 농업여건 변화와 농촌지역의 산업구조 개편, 산업활동의 지역 간 실
태 비교를 통한 농촌지역 산업 활성화, 경제활동기회의 농촌지역 간 차이를 해소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을 도모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1994, 2004, 2005).
특히 농가경제가 활성화되고 농촌지역이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도시 소비자와의 교류·협력이 절실하다
는 관점에서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들도 2000
년대 초반에 많이 실시되었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
한 협력방안으로 민관협력과 농·소·정 협력이 중요함
을 강조하였다(2000, 2001).
지역특화산업, 농촌관광, 도농교류 확대 등 모든 것
은 농촌지역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가 목표다. 그러
나 여전히 농가소득이 정체됨에 따라 농가소득을 근본
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연구하게 된다. 농
가 계층별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도 하였
고(2001), 시대 흐름에 따라 농어업과 농어촌이 새로
운 활로를 찾아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들도 제시되

2001. 6. 29.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었다(2002). 아울러 농촌지역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외부에 의존하거나 지원을 받아 수동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 여건에 맞는 활성
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농촌의 내발적 지역 활성화를 강조하기도 했다(2005).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과 농촌산업정책 연구 활발
농외소득을 장려하는 정책이 이어지다 참여정부(2003~2008년)가 들어서면서 ‘국가균형발전’이 중심축
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먼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국
가균형발전특별법」이 2004년에 제정되었다. 이들 법을 근거로 신활력사업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이 2005년에, 향토산업육성사업이 2007년에 시행되었다. 농촌산업 육성도 신활력사업, 지역농업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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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사업(향후 광역클러스터사업으로 개명되었으나, 현재는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등 각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내재적 역량을 통해 농촌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졌다. 그리
고 2007년에는 신활력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을 통합하여 농촌활력증진사업을
포괄보조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혁신체계확립’이라는 어젠다를 제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제정과 행정부의 사업시행, 농촌의 내재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
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기조위에서 농외소득 창출을 기반으로 하는 농촌산업 육성정책이 실
시되었다.
이후 2010년대는 이명박 정부(2008~2013)를 거쳐 박근혜 정부(2013~2017)가 출범한 시기인데 융복합화
를 통한 농촌산업 육성정책이 본격화되고, 6차산업화 정책이 시작된 시기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광역단
위의 개발정책과 지역정책을 추구하였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농촌지역의 불이익을 해
소하기 위해 기초생활권을 설정하여 시·군단위 농촌지역을 지원하였다. 2010년부터 균특회계를 광특회계
로 개편하여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지역
개발, 농촌산업 육성의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바뀌어가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농어촌에 국민의 20%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중점과제들 중 하
나로 농어촌복합산업화사업을 추진하였고, 농공단지의 향토자원 유치, 체험관광 활성화 등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6차산업화 연구를 통한 농촌융복합산업 활동 촉진 기여
농촌산업 육성에서 또 다른 중요한 흐름이 산업 간의 융복합이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언급되어 온 농업의 6차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
하여 2015년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농촌산업육성법(가칭) 제정
연구(2013)는 이 법의 기본 골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흐름 속에서 연구원은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과 이를 위해 시행된 각종 사업들
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또한 2010년대에 들어 와서는 농촌
지역의 총체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들과 농업을 기반으로 한 6차산업화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
루어졌다(2008, 2012). 이러한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정책들이 향후 어떻
게 변화하였고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분석함으로서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촌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었는데 신활력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향토
산업육성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개별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연구도 이루어졌다. 신활력지역 지원사
업에 대한 평가와 성과측정(2007)이 이루어졌고,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발전방안도 제시하였다(2012).
농촌지역의 총체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경제·생활권의 광역화에 따른 농어촌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고(2010), 농촌지역의 농촌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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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2012). 또한 비즈니스 형태에 따라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농촌지역 활성화
를 위한 향토산업 육성을 강조하였고(2008), 농식품산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도 하였다
(2010).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의 발전(2011), 커뮤니티 비즈니스
의 육성(2012), 지역특화 농산업 육성(2014) 전략들이 제시되었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본격화된 6차산업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업의 6차산업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농촌지역에서 6차산
업화를 지원할 농공상 연계 협력을 통한 융복합화를 강조하기도 하였다(2011).
박근혜 정부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6차산업화 정책이 본격화되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6차산업화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전 농촌산업 정책의
반성을 통한 6차산업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2014), 체계적인 6차산업화 정책의 실행을 위해서는 법에 기
초한 6차산업 발전계획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계획의 기초를 연구원에서 제공하였다(2015).
6차산업화의 국제교류 강화를 위해 한·중·일 농업의 6차산업화 정책의 현황과 과제들을 살펴봄으로써
한·중·일 간의 6차산업화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방안들을 제시하였다(2014). 그리고 한·중 간의 협력을
위해 한·중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제시하였다(2016).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중·일과 한·중 간의 6차산업화 정책 및 관련 현황·사례들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의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

농촌공간 연구결과의 농촌정책 적용
정책 대상으로 농촌은 주산업인 농업을 포함하여 인문·사회·경제·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과제를 포함하
고 있다. 이들 과제는 각 분야별로 독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계되고 중첩되어 있다. 정책
대상으로서의 농촌 공간은 공간상의 일정 범역의 종합개발과 그 실천 방안을 포함한다.
우리 연구원에서 농촌 공간 연구는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크게 네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연구이다. 새마을운동이 농촌마을의 종합개발을 지향하고 주요 사업
이 농촌의 생활환경정비사업인 만큼 새마을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농촌공간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두
번째는 1980년대 중반에 농촌지역종합개발정책과 관련한 연구이다. 농촌종합개발이 시·군단위 농촌 공
간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개발 권역 설정과 같은 공간이론 및 권역 내의 종합계획수립 관련 연구가 추
진되었다. 세 번째는 1990년대 중반 UR 협상 이후 농촌발전 종합대책이 농정의 핵심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농촌 공간의 물리적 정비와 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연구가 추진되었다. 네 번째로는 2000년대 이후
농림수산부의 정책에서 농촌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농촌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수요가 다양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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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을 계기로 농촌 공간 연구 시작
새마을운동은 마을의 생활환경 정비로부터 시작하여 농외소득원 개발 등으로 확장되었다. 새마을운
동은 국가의 강력한 통치력에 의해 주도된 전 국민적 실천 운동이었기에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정부 주
도의 연구도 범정부적으로 다양하게 추진되었다. 연구원도 1978년 발족이후 농촌개발과 관련한 새마
을운동의 성과와 이론화 작업이 추진되었다. 예를 들면, 『농어촌하부구조개발사업 평가 연구』(1978)는
IBRD 차관을 가지고 1977년과 1978년에 걸쳐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단위 사업들을 사후적으
로 평가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농로 및 교량사업, 연료림조성사업, 농어촌전화사업, 야산개발사업, 간
이상수도사업, 중규모수리사업 등이 주요 평가 대상이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간이급수시설사업 평가,
용수 및 소하천개발 사업 평가 연구, 농어촌 통신사업 평가 연구 등 정부가 외자를 도입하여 추진한 각
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도 이루어졌다(1979). 이러한 연구는 농촌생활환경의 실태나 향후 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관점이나 분석은 담고 있지 않았지만, 각 단위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한편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기
존의 이론을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농촌생활환경 개선
을 부분적으로 언급한 연구로서 『농촌 새마을운동의
사회적 성과 분석』(1978)과 『한국의 종합농촌개발 모
델』(1980)을 들 수 있다.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연구들은 당시의 사회적인 분
위기 등에 영향을 받아 새마을운동의 긍정적인 성과를
부각하고 새마을운동의 당위성을 높이 평가하는 쪽으
로 이루어졌지만, 우리 연구원에서 이후에 추진하는
농촌 공간 관련 연구의 토대를 마련한 측면도 있다.
1983. 10. 12. 개발도상국간의 농촌개발협력 국제회의

특히 새마을운동의 추진 단위로서 농촌 마을에 대한
기본 특성을 이론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

으며 농촌개발의 주체로서의 주민참여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 및 행
정지원 방식, 계획에 입각한 상향식 개발모델 등에 관한 이론 및 실천 전략의 연구가 추진되었다.
농어촌종합개발연구단의 설치와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관련 연구
1980년대부터 새마을운동의 붐이 약화됨에 따라 새마을운동에 기대어 전개되었던 농촌개발 모델을 대
체할 수 있는 새로운 농촌개발 방식이 모색되었다. 연구원은 1982년 당시 내무부가 시범적으로 추진한
농촌정주생활권계획수립에 강진군을 대상으로 참여한 것을 계기로 이 분야의 연구를 연구원의 새로운
연구영역으로 삼고 우리나라 농촌개발의 전략을 수립하는 작업을 선도하였다.
정주생활권개발개념은 중심도시와 배후지역을 하나의 정주생활권으로 파악하고, 그 권역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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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개발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입각하여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농촌이 농업이라는 산업
으로 영위되는 장소이고, 도시는 비농업적 산업이 영위되는 곳이라는 기존의 도시와 농촌, 농업과 비농
이라는 이분법적인 개발전략에서 벗어난 통합적 개발전략이다. 이 접근방법이 산업사회에 대응하는 농
촌개발전략으로 보다 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정주생활권개발개념은 정부에 의해 1985년 농어촌지역종합
개발사업으로 정책화하고 그 일환으로 1985년 9월 14일, 연구원 최양부 박사를 단장으로 한 농어촌지
역종합개발연구단(이하 연구단)을 상설기구로 설치하였다.
연구단의 임무는 농어촌지역종합개발사업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실험사업의 실시와 제도기반을 갖추
기 위한 정책개발연구,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수립지원,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이었다. 정책개발연구는 소득개발 분야와 환경개발 분야, 사회개발 분야, 제도개발 분야를 포함하
였다. 교육훈련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관련자의 연수훈련과 현지교육 그리고 농어촌지역종합
개발정책 관련 워크숍을 포함하였다. 계획수립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
획의 수립 과정에서 필요한 자문활동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단은 1985년 10월에 지역계획, 농촌사회, 개발행정 관련 전문가를
채용하였다. 이는 기존에 연구원에서 주로 채용하는 농업경제와 경제학 전공 분야 인력과는 다른 분야
의 인력으로서 연구원의 업무 범위가 농업경제연구에서 농촌개발과 사회복지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단이 발족한 이래 정책연구과제로서 정주생활권개념을 이론화하고 이를 실제 정책에 활용하기 위
한 연구가 추진되었다. 『정주생활권 설정 및 유형화』(1985), 『농촌 정주생활권의 특성 비교 연구』(1987),
『정주체계에 따른 농촌중심지 기능분석』(1989) 등이 연구과제로 추진되었으며, 정책자료로서 『한국사회
의 산업화와 농촌발전의 구상』(1985), 『농촌지역종합개발 방식과 정책방향』(1986) 등이 작성되었다. 계
획수립연구로는 1986년 공주, 강진, 청송군 종합개발계획을 시작으로 파주, 영월, 옥천, 진안, 함양군 종
합개발계획(1986), 횡성, 영광군 종합개발계획(1988), 고창, 남해, 구례군 종합개발계획(1989), 군위, 김제
군 종합개발계획(1990), 남원, 중원군 종합개발계획(1991), 남양주시, 남제주군 종합개발계획(1992), 임
실, 광주군 종합개발계획(1993), 아산군 종합개발계획
(1994)이 수립되었다. 교육훈련사업으로는 1985년 9
월, 1986년 7월, 10월 3차에 걸쳐 도·군의 관계 공무원
및 이 분야 관련자 등 63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연
수교육이 실시되었으며 7차에 걸쳐 정책 워크숍이 실
시되었다.
연구단에서 수행한 연구방법은 현장에서 계획을 수
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촌개발전략과 정책과제가
개발되고 이것이 다시 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일련의
‘현장-이론-현장…’의 순환적 과정을 거쳤다.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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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1982년에 수행한 『강진 정주생활권 개발에 관한 연구』라는 개발계획 수립 경험을 바탕으로 농어
촌지역 종합개발 방식이 체계화되었다. 또한 종합개발계획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
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정부 예산편성 방식의 개선이란 연구를 통
해 보조금 신청주의 방식을 제안하였다. 연구단을 중심으로 추진한 농촌종합개발방식은 1989년 연구단
의 해체와 함께 그 추진 동력이 약화되었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농촌종합개발을 실천하기 위해 요구되
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가 연구원에서 주장한 만큼 진전되지 않았고, 농어촌종합개발방식에 대한
중앙정부 부처간 인식의 차이로 인한 협조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연구단에서 정립한 농어촌지역종합개발방식은 1990년대 규모가 적은 면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다시 2000년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축적한 농촌공간관련 연구와 종합개발방식 실천 전략은 2000년대에 본격적으로 추진된 농촌
정책의 기반을 형성하였다.
UR 이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농촌 공간 연구 분야 확대
군단위 종합개발방식이 면단위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 공간 관련 연구는 보다 실천
적인 주제로 문제해결을 지향하게 되었는데, 『농촌생활환경정비와 면 단위 정주권 개발방안』(1990) 연
구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면단위 정주권 개발사업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대상공간으로 거주공
간과 생산공간을 포함하면서 몇 개의 행정리가 연합된 개발권역을 제시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발표
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의 장기 방향』(1992)에서는 농촌계획법의 제정을 건의하고 있다. 또한 『농촌
계획법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1993)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농촌의 계획적 개발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그 기반으로 농촌계획법 제정을 다시 주장하였다.
면 단위 정주권개발사업은 비록 그 대상 지역이 면 단위이기는 했지만 중심마을을 집중 개발하여 그 개
발의 효과가 주변 마을에 퍼질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2개 마을을 사례지역으로 하는 『21세기 농촌 비전제시를 위한 마을 종합정비계획 구상』(1991)이 연구되
었다. 이 연구에서 마을 개발은 마을의 인구와 가구, 산업구조 등을 예측한 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용도지구별 상세계획과 투자계획을 수립한 후 장기 비전하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1994년 발표된 농정개혁과 농어촌발전대책에서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농정의 주요 과제로 자
리매김하였다. 농어촌발전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신설한 농특세의 27.4%가 농어촌 생활환경 분야에
배분되었다.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힘입어 농어촌 도로, 주택, 상하수도의 정비, 신규마을의 조성 등 다양
한 시책들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정책 환경에 대응하여 농어촌 공간 연구는 더욱 실천적이며 현실 지향
적으로 전개되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정책 전반에 관한 정책평가와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였는데, 『지역특성을 고려
한 농어촌마을 정비방안』(1995)에서는 농촌생활환경 관련 정책이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차별
화되어야 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한편 『농어촌마을정비를 위한 민간자본 유치방안』(1996)에서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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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근교와 같이 토지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고 개발
이익이 기대되는 일부 농촌에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
여 마을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의 교통 여건과 주민의 통행 행태』(1996)에
서는 과소화가 진전되어가는 농촌지역에서 점차 소외
시되고 있는 농촌 대중교통 정책의 대상영역 및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한편, 199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농촌 생활
환경 정비정책을 평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로서 『농촌 생활환경 정비

1988. 5. 12.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보고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1997)이 발표되었다. 또한
『농촌 쓰레기 관리의 현황과 개선방향』(1999) 등과 같이 생활환경 정비정책의 중요 영역이지만 그간 소
홀히 다루어졌던 분야가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어촌지역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1996) 등과 같이 새
로운 영역의 농어촌지역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들도 이루어졌다.
199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농촌인구 과소화지역의 유형별 특성과 대책』(1999)에서는 읍·면별로 인구
과소화의 현상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농업·취업·지역사회 활성화 대책을 제안하면서 훗날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모태가 되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
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추진된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정비시스템 기반 구축 연구』(2000)에서는 기존
의 농촌생활환경 정비 정책을 비판적 관점에서 재평가하면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종합적 마을 정비, 생
활환경 각 부문에 걸쳐 도시적 편리성보다는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마을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
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외국의 환경친화적 농촌정비』(1999), 『유럽의 환경친화적 농촌정비』(2000) 등
의 자료집을 통해 선진국들의 관련 정책과 사례가 소개되었으며, 『환경친화적 마을 가꾸기의 동향과 정
책 제안』(2000) 등 일련의 세미나 자료집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모형 마을 정
비 방식을 정책에 도입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
농촌정책 수요 확대와 농촌공간 연구 분야 다양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농촌 공간 대상 연구 분야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변화는 농림부
의 정책에서 시작하였다. 1994년~2004년의 농발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농어촌특별세
가 2014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2004년~2014년 동안의 농특세 투융자 계획이 마련되었다. 이 계획에서
는 농업인 복지증진사업, 농어촌 교육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많은 예산이 배분되었다. 이에 따라
이 분야의 기존 사업이 확대되고 신규 사업이 개발되었다. 특히 2004년 최초로 한국과 칠레 간의 FTA
가 발효됨에 따라 시장개방에 대한 농업의 위기를 농촌개발로 해결하고자 하는 분위기 속에서 많은 예
산이 소요되는 농촌 공간 분야의 정책개발 수요가 증대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연구원에서 수행한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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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관련 연구 분야도 다양해지고 과제 수도 증가하
였다.
이 시기에 이루어졌던 연구들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
어 살펴볼 수 있다. 기존의 농촌생활환경 정비 정책의
연장선 속에서 이루어진 연구, 기존의 농촌생활환경
정비 정책이 물리적인 측면에 경도되어 협소하게만 접
근하였던 것을 비판하면서 농촌정책의 범위를 크게 확
장시킨 연구, 보다 직접적인 정책 개발과 모니터링에
관련되는 연구, 다양한 지역계획 수립과 관련되는 연
2001. 10. 31. 농촌생활환경 정비 정책 모색 세미나

구 등이다.
우선, 기존의 농촌생활환경 정비 정책 연구 분야의

연장선 속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다. 기존의 농촌생활환경 정비 정책 연구 분야에서는 거의 사각지대에
속했다고 할 수 있었던 공동시설, 정보화, 경관, 지역축제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농촌 공동시
설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2001), 『농촌지역의 정보화실태와 정보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2001),
『지역축제가 농촌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2004), 『농촌의 경관가치 평가와 관리방안』(2005) 등이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농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전통적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정책
연구 분야에서 다루던 영역이 물리적 측면이 강한 항목들이었던 데에 반하여, 농촌정책의 추진 주체와
참여 문제, 농촌지역의 역량 강화 문제, 농촌정책의 추진 체계 변화 문제 등과 같이 연성적 영역을 주 내
용으로 삼는 연구들이 다수 등장하였다. 예컨대, 『농촌마을의 리더쉽 구조와 역할에 관한 연구』(2002),
『국토계획체계 변화에 따른 농촌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2003), 『농촌지역 사회적 자본의 존재양태 분
석』(2003), 『주민참여형 마을개발사업의 평가와 모형 정립 연구』(2004), 『지역분권적 농촌정책의 발전
과정』(2005),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2005), 『농촌의 내발적 지역활성화에 관한 한일 비교 연
구』(2005;2006) 등을 들 수 있다.
직접적으로 새로운 정책 개발을 제안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연구들도 많았다. 가령,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 방향과 사업화 방안 연구』(2003), 『농어촌 복지·
교육·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방안 연구』(200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모니터
링 추진 방안』(2004),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체계화 방안』(2004),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
관리 연구』(2005),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정책대안 개발』(2006),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2006),
『농어촌 지역개발·복지분야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2006)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 이외에 특정 법률을 근거로 하는 지역계획이나, 지자체
의 요구에 의한 농업·농촌 발전계획, 혹은 특정 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 목적의 구체적 계획 수
립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먼저 2001년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한 공모형 마을개발사업인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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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양양군 송천리와 보은군
구병리를 대상으로 하는 마을개발계획 수립이 이루어
졌다.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은 1990년대 말부터 우리
연구원에서 제시해 온 주민참여형 상향식의 종합적 마
을가꾸기 사업을 정책적으로 실험한 최초의 사업으로
서 의의가 있다. 또한 『제주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
에 관한 연구』(2003), 『강원 농산촌 테마관광 종합타
운 조성사업 실시계획』(2004), 『충북 바이오 농산업단
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2005) 등과 같이 특정 지역의
광역적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계

2001. 5. 17. 환경과 어메니티 그리고 농업·농촌 정비 국제학술대회

될 수 있는 구체적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연구들도 수
행되었다.
한편, 각 지자체의 농업·농촌 분야의 장기 비전을 확립하고 사업 전략을 제시하는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무주군(1999), 충주시(2000), 제천시(2001), 밀양시(2003), 장성군(2004), 화
천군(2005), 진천군(2005), 청원군(2005), 서산시(2006), 기장군(2006) 등을 대상으로 관점과 강조점은
다소 달랐으나 현장 밀착형 조사를 바탕으로 한 지역 진단과 사업안 구상 및 투융자 방안 제시 등을 포
함하는 시·군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 연구는 농촌개발 연구의 중요한 분야로 자리 매김하였다. 여러
지자체의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은 과거에 시범적으로 이루어졌던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이 「농업·
농촌기본법」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을 근거로 농
업·농촌 부문에 대해서 특화되어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농촌공간 정책의 외연 확대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중요 국정과제로 채택함에 따라 농정에서 농촌공간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갔다. 특히 2004년 수도권과 지방과의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목적
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기존의 농림부 중
심의 농정 추진체계가 보다 복잡해지고 다기화되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중앙정부의 각 부
처가 일반회계 및 다수의 특별회계(양여금, 토특, 농특 등)를 통해 개별·분산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신청 방식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채
택하고 있다. 특히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 개발과 관련한 기존의 보조사업이 균특회계사업으로 편성되고
예산 편성 방식이 변함에 따라 농촌 공간 정비와 관련한 정책 환경이 대폭 바뀌게 되었고, 이는 연구원
이 수행하는 연구 분야와 정책지원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농촌 정책의 추진 체계 변동에 따른 연구 수요가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응하여 『중앙·시·군 단위 농어
촌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2006), 『농어촌 지역개발·복지 분야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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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연구』(2006), 『농촌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추진 실태와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2008), 『농어
촌 통합형 지역개발 모델 정립 및 실행계획 수립』(2010)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0년대 중반부터 농촌 공간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농촌의 경관과 어
메니티에 관한 연구가 추진되었다. 『농촌 경관관리 실태와 정책 방안: 농촌의 경관가치 평가와 관리 방
안』(2005)과 같은 기초연구를 비롯하여 『농촌경관관리 및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개선 방
안 도출 연구』(2007)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2010년도의 중반부터 귀농·귀촌이란 사회적인 이슈가 등장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대 중반부
터 도시민의 농촌 거주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증대하였고 이를 정책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응하여 연구원에서는 농촌을 도시민을 포함한 전국민의 생활공간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농어촌 복
합생활공간 조성 정책대안 개발』(2006), 농촌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
책으로서 『지자체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평가·모니터링 및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모형 정
립』(2008),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2012)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농촌
공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농촌의 미래를 전망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는데 『농촌의 미래 모습,
농촌공간 2020』(2006)이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농촌정책은 또 한번의 변화를 겪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의 변화이다. 정부의 일반회계와는 독립된 특별회계에 의해 농촌공간정비를 포함한 지역개발정책이 추
진된 점은 참여 정부와 유사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하고 광역경제
권 단위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그 하부 단위로 기초생활권을 구분하여 도시·농촌 정책을
추진하였다. 기초생활권 유형은 도시활력증진지역, 일반농산어촌지역, 특수상황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지
역개발사업 예산 지원 방식도 포괄보조 방식으로 바뀌어 예산 편성에서 지자체의 자율권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농촌 정책 수정 또한 불가피하였는데 이에 대응한 연구 등이 수행되
었다. 대표적으로 『시·군 기초생활권 정책 발전방안 구상』(2008), 『기초생활권 유형별 계획수립 매뉴얼
개발』(2009)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초생활권 정책 추진을 지원하였다. 기초생활권 정책
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한 정책 목표였는데, 이에 대한 연구원의 대응은 별도의 절에서 논
하기로 한다.

농촌 복지 연구의 확대 및 내실화
연구원에서 수행한 농촌복지 연구는 4시기(① 1978년~1989년, ② 1990년~1999년, ③ 2000년~2009년,
④ 2010년~2017년)로 나누어 개괄해 볼 수 있다.
1978년~1989년 시기의 농촌복지 연구들은 보건의료, 농촌여성의 사회경제활동, 농어민연금에 관한 연
구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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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1999년 시기에는 농가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사회정책으로서의 농촌복지제도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농어촌 복지제도 개발에 관한 연구』(1991)는 사회복지제도
의 개념 정의, 농어촌 사회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기타 농어촌 복지제도 등을 다루었다. 이 연구는
이후 농촌복지 관련 연구와 정책 수립의 참고서 역할을 하였다. 1994년에는 UR 협상 타결 이후의 후속
대책으로 ‘농어촌발전종합대책’과 ‘농업·농촌종합대책’이 수립되었으며, 이러한 대책 수립 과정에서 연구
원의 농촌복지 관련 연구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2000년~2009년 시기에는 농촌복지와 관련하여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농촌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2001)는 농촌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촌
복지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연구는 2004년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약칭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제정하고, 관련 기본계획(농
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이 시기
에는 고령농업인 및 농촌노인, 여성농업인, 농촌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 특히,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2006)는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를 소득뿐만 아니라 고용, 교육,
건강, 주거, 사회 참여를 중심으로 파악하여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2010년~2017년 시기에는 농촌복지 관련 연구 분야가 노인, 여성농업인,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적 경
제, 지역공동체복지, 취약계층, 다문화가족, 공생발전, 보건의료서비스, 공공부조 등으로 더욱 확대되
고 내실화되었다. 2015년에는 그 동안의 농어촌복지 관련 연구와 정책을 집대성한 『농어촌 복지정책』
(2015)이 연구총서로 출간되었다. 이 연구총서에서는 농업개방과 농어민복지,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범
위, 농어촌 사회보험제도와 발전방향, 농어촌 사회부조제도와 발전방향, 농어촌 사회서비스제도, 농어
촌 사회협동제도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의 도입 및 개선 연구
1988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 산업 및 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이와 관련하
여 『농어민연금제도의 연구』(1988)는 농어민연금제도 수립의 필요성, 농어민연금제도의 내용, 농어민연
금의 재정수지 추계 등을 다루었다.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국민연금 확대방안』(1994)은 국민연금의 농
어촌지역 확대실시계획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보완하면서 국민연금의 기본체제 내에서 노령농민
들의 경영이양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의 도입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1995년에 시행된 국민연
금의 농어촌지역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농어업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수혜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2011)은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실태와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국내외의 관련 정책을 검토하
여,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건강보험은 통합 이전에는 의료보험이라고 부르던 것으로 1977년에 500인 이상 사업장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농촌지역에는 1988년에 도입되었다. 그리하여 의료보험이 농어촌지역에 확대되면서 나타
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1988)가 수행되었다. 『국민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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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 농어촌 적용 대책』(1998)은 의료보험의 전국적 단일화가 농어촌 주민들의 의료보험 불공평성을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파악하고, 의료보험 통합시의 농어촌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건강보험의
농어민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2000)는 국민건강보험의 통합에 맞추어 농어업인들의 건강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제도의 합리적 개
선방안』(2006)은 보험료 경감기준의 획일적 적용에 따른 고소득 계층의 수혜 문제 등에 대하여 살펴보
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2008년 7월부터 전
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어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실태와 개선방안』(2009)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농어촌지역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우리나라 농
어촌 현실에 적합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외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변화와 정책적 시사
점』(2014)은 네덜란드와 미국을 중심으로 외국의 장기요양서비스 현황과 정책 변화 및 한계,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 특성 등을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농작업 사고대책과 농업노동재해보험 연구』(1989)는 농작업노동사고의 내용과 실태, 농작업 노동사
고 대책, 현행 관련 제도 검토, 농어업 노동재해 보상 및 보험 수립 방안, 주요 외국의 농업노동재해보
험제도 검토, 정책 건의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농업인 재해공제와 농기계 공제 등을 실시하는 데
에 참고가 되었으며, 현재 실시중인 농업인 안전보험 도입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농어업인 건강·안전 증
진 지원방안』(2010)은 농어업인의 건강·안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
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여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로 농업인 재해보장제도의 개선을 주장하였다. 『농업인안전보험료 차등지원 방안 연구』(2015)는 사
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료 차등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을 들 수 있다. 『영세농의 생활과 복
지실태』(1989)는 영세농의 개념과 농촌사회정책적인 중요성, 영세농의 생활상과 사회심리, 영세농의 창
출과 탈피 가능성, 영세농을 위한 복지행정지원과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농어촌 빈곤실태와 정책개선
방안』(2012)은 농어촌지역 및 농어업 종사자들이 지니고 있는 소득과 빈곤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
하고, 농어촌 주민 및 농어업 종사자의 소득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노령 농업인의 기초
연금 수급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2014)는 노령 농업인의 기초연금 수급의 실태와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연구
『농어촌의 노인복지실태와 정책 방향』(1996)은 농어촌 노인의 복지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농어촌 노인복지정책의 개선 및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노령 농업인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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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참여와 생산적 복지대책』(2000)은 ‘생산적 복지’라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노령 농업인
을 위한 복지대책을 제시하였다. 농촌노인 또는 고령 농업인의 사회안전망이나 노후준비 관련 연구로는
『농촌노인의 사회안전망 실태와 개선대책』(2006), 『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 지원제도 도입방안』(2007),
『영세·고령농의 사회안전망 개선방안』(2009), 『농업인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대안』(2012) 등이 있다. 『농
촌노인의 건강관리실태와 정책과제』(2013)는 ① 노인의 건강관리 현황: 도농 간 비교 분석, ② 농촌 허
약노인의 건강관리실태 분석, ③ 농촌노인 건강증진 관련 정책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농촌 노
인 일자리의 현황과 정책과제』(2013)는 농촌노인의 일자리 및 노인 일자리 참여 실태와 요구사항,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농촌고령자 실태 및 정책개선방안』
(2015)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뢰를 받아 농촌 고령자의 생활 전반 및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소득 지원 방안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시하였다. 『농촌노인의 의료·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및
정책과제: 기능장애 노인을 중심으로』(2017)는 농촌노인 중에서 특히 일상생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의료·복지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농촌여성 또는 여성농업인과 관련하여 『농촌여성의 의식변화와 역할에 관한 연구』(1992)는 우리나라 농
촌여성의 위치, 농촌여성의 생활실태 및 의식 변화, 농
촌여성의 의식 변화에 따른 역할구조 등을 다루었다.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와 정책과제』(2007)는 ① 여
성농업인이 수행하는 역할의 경제적 중요성을 밝히고,
② 경제 및 사회활동에서 부딪히는 제약요인을 분석
하여 여성농업인이 경제 및 사회활동 주체로서 역할
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 과제를 도
출하였다.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 제고방안』
(2012, 2013)은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활동에 대
한 다면적 실태를 파악하여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를 비롯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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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여성농업인 복지지표 개발 연구』(2002)는 ① 가구 및 개인 단위를 중심으로 여성농업인의 복지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복지지표 체계를 마련하고, ② 여성농업인의 복지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농림부의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사회교육 방안』(2002)은 여성농업 인력을 생산성이 높은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
하여 여성농업인의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 여성농업인의 지위 현황과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방안』(2008)은 공동경영주의 개념 및
기준을 제시하여,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인정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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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2014)는 제1부에서 여성농업인의 일반적 특성, 경제·사회활동, 교육 및 복
지, 정책 수요와 과제 등을 다루었고, 제2부에서는 농촌지역 다문화 여성의 일반 특성, 경제·사회활동,
교육 및 복지, 문화 활동과 안전 의식, 정책 수요 등을 다루었다. 이 연구는 「제3차 여성농어업인육성기
본계획」(2011~2015)의 중간평가와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2016~2020)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연구원의 다문화가족 관련 연구는 2008년에 본격화 되었다. 『농촌의 다문화가정 실태와 정책방향』
(2008)은 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생활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다문화주의적 시각에서 도출
한 농촌 다문화가정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농업 및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문
화가족 연구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정책과제』
(2011)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문제점을 경제·사회문화·심리적 측면에서 파
악하여 이들의 사회적응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농정 이슈 심층토론회: 농정,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2012)는 ‘제5부 다문화·100세 시대의 농촌복지정책을 제안한다’에서 농촌 다문
화가족의 정착 지원을 위한 과제로 ① 농촌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 사각지대의 개선, ② 결혼이민자 대
상 영농교육의 개선, ③ 농식품 관련 산업에서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조하였다.
농촌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해서는 소수의 연구만 이루어졌다. 『농촌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영농
의지』(1980)는 영농후계자와 사회화 과정, 사회변천과 농촌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특성, 영농후계자 육성
과 교육의 방향 등을 다루었다.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중장기 발전 계획』(1995)은 농어촌청소년육성재
단의 환경 분석, 외국의 농어촌 청소년 육성 정책과 민간기구,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의 중장기 경영목표
및 전략, 사업 추진전략, 경영관리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농촌지역 아동복지 실태와 정책과제』(2008)
는 보육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촌 영유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
였다.
농촌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관련 연구로는 『농어촌의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보건소조직의 활성화방
안』(1986)은 농어촌 보건지소의 당면 문제를 분석하고, ‘정주생활권’ 개념에 따른 정주체계에 입각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체계 개선방안』(1999)은 ① 어촌 의료 이용과 의료 전
달체계, ② 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과 이용 실태, ③ 농어촌 민간 의료기관의 기능과 이용 실
태, ④ 농어촌 의료 이용과 의료 서비스 공급체계 개선방안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투자사업 평가』(2000)는 농어촌발전특별세 재정의 보건의료 지원 사업의 시행결과 및 영향에 대한 평가
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개선방안』(2008)은 공공보건의료 기능의
확충과 함께 주치의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농어민 전문병원 설치 및 지원방안 검토』(2010)는 농어
업인의 직업성 질병과 재해를 전문적으로 다룰 농어민 전문병원의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고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병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이후 농업인안전보건센
터의 설립 등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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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형 지역복지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연구
이 분야의 연구들은 사회적 경제, 사회복지 전달체계, 지역공동체 복지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의 경우,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방안 연구(1/2차연도)』
(2010)는 농촌지역에 소재한 사회적 기업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촌 경제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방안 연구(2/2차연도)』(2011)는 농촌지역 사회적 기업의 육성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농촌지역 사회적 기업의 사업모델을 모색하여 적극적인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중장기 육성전략』(2011, 2012, 2013)은 3년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제1차 연도 연
구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4대 영역 중에서 농산업 영역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제2차 연도 연구는 농
촌 및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농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4대 영역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제3차 연도 연구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도시지역도 포함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커뮤니티 비즈
니스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2015)은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네트워크와 지방에서의 관
련 거버넌스 실태를 분석하였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경우,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2012)는 농어촌 사회복지전
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촌지역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의 다
기능복합화 추진방안』(2015)은 농촌지역 복지관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농촌지역 사회복지기관의 다
기능복합화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공동체복지의 경우, 『농촌 지역사회기반 복지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2014)는 농촌지역의 전반적
인 사회복지 수요와 공급 현황,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촌에 적합한 지역사회기
반 복지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활용한 마을복지 활성화 방향
과 과제』(2016)는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과 마을복지 활성화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우수사례와
정책 및 제도 등을 검토하여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활용한 마을복지 활성화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지원
2000년대 중반 무렵부터 정부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
기 시작했다. 정책 도입 당시 도시와 농촌의 소득 및 생활 수준의 격차가 계속 커지는 추세였다. 게다가
농산물 시장 개방까지 확대되면서 농림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문
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해졌다. 그래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이 2004년에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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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에서는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 농산어촌의 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가 5년마다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였다. 다양한 영역의 과제들이 기본계획에 포함
되었고 다수의 부처가 계획 추진에 관련되었다. 제1차 기본계획(2005~2009년) 시기에는 농림부를 포함
한 15개 부처가 참여하였으며,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제3차 기본계획에는 18개 정부 부처 및 청이 관련
되고 있다. 이처럼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서는 국
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에서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라 지칭함)를 두도록 하였다.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한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추진 실
적을 점검·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2005년 정책 도입 이후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 다루는 예산이나 과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제1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 20조 3천억 원 규모로 출발했던 예산이 제3차 기본계획 기간에는 46조 5천억
원 규모로 늘어났다. 추진 과제 개수도 4대 분야 139개에서 7대 분야 184개 추진 과제로 확대되었다.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은 정부 차원으로 추진되는 일이지만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루
는 정책 영역이 폭넓으며 대상 과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문 지식 활용이
정책 성패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농촌 현실에 대한 구체적이며 폭넓은 지식이 바탕을 이루어야 하며, 정
부가 마련한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상황을 고찰하고 정책 과정에 피드백하는 데에도 전문가 집단
의 역할이 요구된다. 그래서 다른 어느 정책 분야 이상으로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연구원
이 줄곧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삶의 질 향상 정책 도입 근거 제공과 정부 계획 수립 지원
연구원은 2004년에 별도 근거 법률에 입각하여 범정부적 추진기구를 갖춘 삶의 질 향상 정책이 형성되
는 데에 중요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법률 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인 2000년대 초반 연구원에
서 수행한 일련의 정책 연구에는 기존의 정책 틀에서 벗어나 농어촌 주민의 복지와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대표적으로 2001년 수행된 『농촌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전까지 부처별로 분산
수행되었던 농촌 복지와 지역개발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그 근거가 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루어졌다. 2002년 연구원의 신농업농촌특별대책연구단에서 수행한 『새로운 농촌 건설
을 위한 농촌개발과 복지증진 대책』 연구에서도 「농어촌복지특별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제
시되었다. 이런 연구 성과들이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정 작업의 밑바탕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법률 제정 이후 본격적인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연구원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무엇보다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중추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현재까지 총 세 차례 만들
어진 5개년 기본계획 과정에 연구원은 정책 연구를 빠짐없이 수행하였으며, 관련 정책 지원 활동에도 참
여하였다. 『농산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방안 연구』(2004)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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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과제들을 도출하는 데 뒷받침한 것이다. 이런 정책 연구들은 우리가 지
향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정부의 공식 계획에 바로 담아 추진하지 못하더라도 앞
으로 농촌에 필요한 신규 과제들을 발굴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2014년도에 진행된 『제3차 농어업인 삶
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2019) 수립방향 연구』에서는 정책 과제 발굴 작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영역
에 걸친 전문가 집단을 조직하는 일을 연구원이 주관하였다. 농어촌 삶의 질 영역별로 정책자문단을 구
성하여 총 20회 넘게 분과회의를 개최하였다. KREI 리포터들로 이루어진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기
본계획에 반영할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신규 정책 추진을 이끌어낸 연구 수행
연구원은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작업을 지원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여러 연구보고서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신규 정책 요구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제안하였다. 대표적으
로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수행한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 재편 방안』 연구를 통해 영국
의 농촌 서비스 기준(rural services standard)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정책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런
제안을 더 발전시켜서 『기초생활권 생활 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2009),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
용 방안 및 농어촌 통계기반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2010) 등과 같은 후속 연구 작업이 이루어졌
다. 현장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요구되는 최소한
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분야별로 도출되었다. 이런 작업의 성과로 2010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제2차 삶
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농어촌 서비스 기준 도입에 관한 사항이 공식적으로 반영되었다. 그리고 2011년
에 8대 부문(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정보통신 등)의 31개 기준 항목으로
구성되는 농어촌 서비스기준이 농식품부 장관 고시로 발표되었다. 농어촌 어디에서나 주민들이 일정 수
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지를 정부 차원에서 천명하는 데에 연구원의 작업이 뒷받침된
것이다.
2005년에는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작업에 연구원
이 참여하여 도시민과 기존 주민이 함께 생활하는 곳으로 농어촌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2005년 12월의 대통령보고회를 거쳐 2006년 발간한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정책 대안 개발』 연구
에서는 복합생활공간 조성에 필요한 대안을 다양하게 담았다. 이 중에는 영국의 Rural Proofing 정책이
모델이 된 농어촌 인지적 정책영향평가제도 도입 제안이 포함되었는데, 『도농 균형사회 실현을 위한 선
진 각국의 정책기법 연구』(2006)와 같은 후속 작업을 거쳐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
이는 정부 정책이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한다는 취지에서 ‘농어촌영향평가제
도’로 명명된다.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2대 선진제도’로 도입된 농어촌 서비스기준과 농어촌영
향평가는 실효성을 갖추기까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러나 연구원이 주도하여 제기
한 삶의 질 향상 과제가 정부 정책으로 이어진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다.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른 일보다 우선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의성 높은 과제들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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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이슈화하였다. 이는 실제로 정부 차원의 정책 대응으로 귀결되었다. 대표적
으로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농촌 노후 주택의 석면 슬레이트 소재 지붕 문제를 들 수 있다. 2010년 『농
어촌지역 슬레이트지붕의 실태와 대책방향』 연구에서 이 문제가 본격 제기되었으며, 2012년 6월에는 연
구원이 주관하는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을 통해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 리모델링 필요성을
다루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에 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국회공청회를 거친 후 2013년 6월 농어촌
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향후 이는 정책 사업으로 이어져
2015년부터 지역발전위원회가 총괄하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일명 ‘새뜰마을사업’)이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농어촌 삶의 질 확보에 대표적 걸림돌인 대중교통 문제에 관한 관심을 촉발한 데에도 연구원의 공로
가 컸다고 평가할 만하다. 2012년 이루어진 『농촌 대중교통 및 도로체계 개선 방안』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내외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모델을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후 버스가
닿지 않는 농어촌 마을에 일명 ‘100원 택시’ 같은 교통 수단을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전국적
으로 늘어났다. 농식품부에서도 2014년부터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을 도입하였다. 삶의 질 이슈에
대한 연구원의 문제 제기가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는 사례이다.
전문지원기관 지정을 통한 정책 점검·평가 체계화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서는 농식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
발 실무위원회(이하 ‘삶의 질 향상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다수 부처가 관계하는 범
정부적인 일이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삶의 질 향상 실무위원회 사무국인 농식품부에서 맡게 되는 것이다.
연도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수립과 조정, 시행계획 점검·평가 등의 업무가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진
행되었다.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영역이 확대되는 데에 비해 관계 부처들의 관심도를 높이기는 쉽지 않아 사무국
역할 수행은 늘 제약에 부딪쳤다. 연구원은 삶의 질 향상 정책 시행 초기부터 연도별 시행계획 모니터링,
평가에 참여하는 것을 비롯하여 농식품부의 삶의 질 향상 정책 사무국 업무를 지원해왔는데, 시간이 흐
를수록 연구원의 정책 지원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그만큼 농어촌 서비스기준이나 영향평가 같은 신
규 정책이 도입된 점도 연구원이 지니는 정책적 비중이 높아지게 한 요인이 되었다.
삶의 질 향상 정책과 관련한 연구원 차원의 조직 기반을 갖추게 된 과정을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연구원이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체계적으로 관련 업무
를 수행하기 시작한 2012년을 전후한 시기이다. 둘째, 연구원 내에 ‘삶의질정책연구센터’가 새롭게 출범
한 2015년부터의 변화이다. 전자는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기간에 이루어진 변화이며, 후자는 제3
차 기본계획 추진과 함께 진행된 일이다.
먼저 전문지원기관 지정과 관련한 사항이다. 2011년 7월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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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연구원은 2012년부터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별도 예산에 근거하여 관
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전문지원기관 지정을 전후한 시기부터 해당 정책에서 연구원이 담당하는 역
할이 체계화되고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우선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에 대한 심층평가 작업을 연구원이 수행하였다. 심층평가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매년 선정한 주요 정책 과제들을 대상으로 정책 형성 및 추진 과정,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개선 과제를 찾는 작업이다.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도시민·귀농인력 활용 강
화, 취약계층 복지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지역발전 역량 강화, 농어촌산업 고도화, 농어촌 특성을 반영
한 학교 육성 등 시의성 있는 과제들(총 8개 주제)을 대상으로 심층평가 작업이 진행되었다.
농어촌영향평가 전문평가 작업도 이 시기부터 진행되었다. 도·농 간에 차별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정책
들을 대상으로 정하여 연구원 주도로 평가를 진행하고 개선 대안을 제시하였다. 2014년까지 총 10개 과
제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졌다(방과후 학교 운영사업, 평생학습정책, 응급의료정책, 정신보건센터, 주택바
우처 등).
제2차 기본계획 시기부터 도입된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에 따라 서비스 항목별 달성 정도를 연도별로
점검·분석하였다. 관련 부처와 전국 지자체들의 협조를 받아 수집한 자료들을 집계하는 방대한 작업을 매
년 수행한 결과, 공공서비스 개선 정도와 취약한 서비스 항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이 바
탕이 되어 제3차 기본계획 시기 들어 기존의 서비스기준 항목 보완 및 개선 운영 방안을 도출하게 되었다.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출범과 실효성 있는 정책 평가·연구 추진
2015년 ‘삶의질정책연구센터’가 출범하면서 연구원은 삶의 질 향상 정책에서 더욱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삶의 질 향상 정책에 대한 효과적 지원 역할을 위해 기존의 전문지원기관을 발전시켜 별도 지원 조
직을 운영한다는 아이디어가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조사연구팀과 점검평
가팀으로 이루어진 ‘삶의질정책연구센터’가 연구원 내에 설립되어 2015년 7월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센터 출범과 함께 기존에 진행했던 전문지원기관 업무를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작업
이 이루어졌다. 첫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를 강화하였다. 특히 내실 있는 평가를 위
해 2015년부터는 평가 대상 과제에 대해 추진 상황을 현장 수준에서 면밀히 점검하는 목적으로 지역평
가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민 체감도와 만족도 등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정성 및 정량 평가
과정을 거쳐 그 결과가 해당 정책 과제에 피드백될 수 있게 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원에서 그 평
가 과정을 주관하되, 이에 참여하는 전문가 그룹도 확대하였다.
둘째, 농어촌 서비스기준에 대한 점검·평가 작업의 개선 작업이 진행되었다. 2015년부터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 이원화되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핵심 항목과 지자체에서 설정하고 관리할 선택 항목이 나누어
졌다. 연구원 자체적으로는 핵심 항목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역할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연구원이 주관이 되어 지자체들로 하여금 선택 항목의 서비스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제정하고 점검
하는 작업을 2015년부터 진행 및 지원하였다. 전국의 시·도 연구원들이 지자체와 함께 이 작업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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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연구원이 담당한 것이다.
셋째, 농촌 주민 삶의 질과 관련해서 시의성 높은 현안을 적시에 발굴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농어촌
삶의 질 이슈리포트』를 새롭게 발간하였다. 2015년 7월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과제를 처음 다루었으며,
이후 지방교육재정 개혁으로 인한 농촌 학교에 미치는 영향,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 영유아 보육, 대체
전환복무제도 폐지에 따른 영향 등 중요한 사안들을 발굴하여 책자 및 온라인으로 전파하였다.
넷째, 농어촌 삶의 질 관련 정책 이슈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연구에 다양한 국책연구원 및 시·도 연구
원들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연구원은 2015년 7월 ‛삶의질정책연구센터’가 출범하면서 국책연구원 및 시·
도 연구원 17개 기관이 참여하는 ‛삶의 질 정책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근거로 심층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협업을 확대하게 되었다. 심층연구는 2015년에 7개 과제
(정신보건서비스, 농어촌 공교육, 문화 향유, 자연자원 관리 등), 2016년에 4개 과제(농어촌 교통서비스,
최저주거기준 문제 등)가 진행되었다. 이런 시도가 협업 정책으로 삶의 질 향상 정책이 자리매김하는 데
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섯째, 농어촌 현장과 연계를 강화하였다. 현장자문단을 구성하였다. 교사, 복지사, 소방관, 의사, 농
업 및 농촌관광 경영인 등 서비스 전달체계 상 주민과 직접 맞닿는 전문가들을 지자체와 관련 부처에서
추천받아 구성하였다. 2015년 출범한 이래 현장자문단은 연구과제 자문, 사례 발굴, 온라인을 통한 수
시 의견 수렴, 정책콘퍼런스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 의견을 주고받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연
구원에서 구성한 KREI 리포터 및 현지통신원에 대해서도 삶의 질 정책 모니터링과 의견 조사 등에 참여
토록 하고 있다.
농촌정책 분야 연구 허브로 위상 정립
이상과 같이 연구원이 정책 과정에 대한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농어촌 삶의 질 문제에 대한 자체 연구 역량을 높이는 일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의 출발점
이 되는 신뢰할 만한 증거 자료를 갖추는 것이 연구원의 역점 과제라 하겠다. 그래서 연구원은 농촌
의 삶의 질 실태에 대한 지식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꾸준히 역량을 투입하였다. 지역발전지수(Regional
Development Index; RDI) 개발 작업이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는 연구원이 정책 연구 허브로 인식되는 데
에 기여하였다. 2007년과 2008년에 수행한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재편 방안』 연구가 이
작업의 밑바탕이 되었다.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활서비스·지역경제력·삶의 여유공간·주민활력의 4개
영역별 지수와 종합지수를 개발하여 시·군별 발전 수준을 진단한 것이다.
2009년에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지역발전위원회와 동아일보의 공동 작업으로 지역경쟁력지수(Regional
Competitiveness Index; RCI)를 개발하였으며, 시·군별 발전 수준 집계 결과는 그해 12월 동아일보 기
획기사로 발표되었다. 이는 일회적인 작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
한 기초생활권 종합진단지표 개발과 활용』(2011) 연구가 이루어졌고, 동아일보 지면에도 후속 집계 결
과가 발표되었다. 그 후 매 2년 주기로 연구원에서 개발한 지역발전지수 산정 기사가 동아일보에 소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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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2016년 말까지 총 5회에 걸쳐 게재). 이는 연구원의 위상 제고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일선 지자
체들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자체적인 시책을 펼치도록 이끄는 효과를 발휘했다.
특히 처음 집계 당시 객관적 여건에서 불리하게 출발한 농촌 지자체들 중 상당수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영역별 지수 집계 순위가 상승하는 등 긍정적 신호가 확인된다는 점도 연구의 의의라 평가할 수 있다.
연구원은 정책적으로 귀감이 되는 현장 사례들을 발굴하는 일도 꾸준히 진행해 왔다. 2013년에 다양
한 삶의 질 분야별 현지 조사를 거쳐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1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
례』를 발간하였다. 시설 복합 운영, 마을순환버스 등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 개선책, 작은영화관 등 생활
밀착 서비스 등과 같이 주민 체감도 높은 창의적인 서비스 전달 방식들을 발굴, 소개하였으며, 이런 시
도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데에 공헌하였다. 2015년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출범 이후에도 연도별로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연구원이 발굴한 사례들은 매년 삶의 질 정책콘퍼런스 등의 행사를 통해 대외
적으로도 소개되고 있다.
농촌 주민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의견 조사를 바탕으로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를 자료집으
로 발간하고 있다. 2005년에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연구의 일환으로 농어촌 정주 수요와 관련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 의향과 준비 사항 관련 문항,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
족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설문 결과가 포함된 자료집이 발간되었다. 이후에도 관련 설문 조사가 계
속 진행되어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출범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삶의 질 만족도에 대한 연구원의
조사 결과는 농식품부 정책 성과지표로도 활용되는 상황이다.
이상과 같은 조사·연구 작업들은 연구원이 삶의 질 향상 정책을 포함한 농촌정책 분야에서 연구 허브
로 자리잡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구원에서 주관하여 2016년까지 총 19회에
걸쳐 진행한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을 통해 연구원은 농촌정책 분야의 이슈를 공론화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농촌정책 분야의 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 학자, 지자체 공무원과 현장 활동가 등의 네트워크로 2011년
공식 출범한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은 발족 후 정책 어젠다 및 주요 현안 등을 주제로 다양한 주체들을 농
촌과 관련한 논의의 장으로 모으는 역할을 하였다. 이런 노력을 통해 연구원은 농촌정책 분야에서 주도
적인 위상을 지닐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는 정책 도입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발휘해 왔다. 범부처 차원의 정책으로 출발했지만 관련 부처들이 지속적으
로 관심을 기울이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원은 농어촌과 관련한 이슈를 꾸준히 제기하고 연
구를 축적해 왔다. 연구원 차원의 정책 지원 기반도 마련함으로써 관련 부처들의 정책적인 노력이 이어
지도록 하였으며,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지자체와 현장의 관심도 불러일으키고자 하였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원의 관심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정책 점검, 평가 등 연구원에서 진행한
작업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현장 연구를 통해 깊이
있는 지식을 축적하는 작업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연구원의 작업 결과가 연구 자체에 머물
지 않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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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산업식품유통 연구

양정개혁과 쌀 관세화
국내외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양정개혁, 쌀 관세화 전환, 수급안정 방안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쌀 공급부족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가 많았고, 쌀 자급이 달성된 이후에는 정부 양
곡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유통 활성화를 근간으로 하
는 양정개혁(1993년)과 수매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공공비축제와 쌀 소득보전직불제 도입 등 시장 지
향적인 양정개혁(2004)을 추진하도록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환기시켰다.
중장기적으로 쌀 시장이 관세화로 개방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
내외산 쌀 품질과 가격 차이 실태와 전망(2004) 연구는 2004년 관세화 유예 협상 참고자료로 활용되
었다. 2009년에 수행한 관세상당치 검토 연구결과는 2015년부터 시행한 관세화에 적용되었다.
시장 지향적 양정개혁
주용재 등(1980)은 쌀 수매제도를 인정하면서 수매가격은 높고 방출가격은 낮아서 발생하는 양특적자
를 한국은행 차입에 의존하는 것이 물가상승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규명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특적자를 한국은행 차입 대신 일
반회계에서 보전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정부 수매
사업의 가격안정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쌀은 방출가격이 고정되어서 연중
가격변동이 없으므로 적절한 계절진폭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정부관
리양곡 방출가격의 현실화(1982) 연구에서 방출가격이 현실화되면 양특
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허신행 등(1986)은 양특적자를 줄
이기 위해 방출가격을 시가에 연동시켜야 하며, 수확기 홍수출하를 방지하
기 위해서는 민간유통 활성화 등 시장기능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비축규모(가격안정용 수매량)를 생산량의
약 20%로 제안하였다. 명광식 등(1987)은 2년까지 연속 흉작이 들 확률을
기준으로 생산량의 16%를 적정 재고량으로 제안하였다.
전환기 양정의 종합적 개선방안(1991) 연구에서는 보다 시장지향적인

181

연구사업의 전개

정책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쌀 가격 계절진폭이 18% 정도가 되어야 민간유통이 활성화되고, 이를
위한 수매량은 생산량의 16%로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미 수매방식을 미질별로 차등화하고 사전 예시할
것도 제안하였다. UR협상 타결 등에 대비하여 수매가격 인상을 통한 가격지지 정책보다는 출하기에 가
격폭락을 방지하는 정도의 양을 시가에 수매하여 민간유통기능의 왜곡을 없애는 대신 직접소득지불제
도를 도입하도록 제안하였다. 이 연구결과에서 정부의 1993년 ‘양정개혁’의 핵심내용인 쌀 가격의 계절진
폭 확대, 수매예시제와 조곡공매 방식 등은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쌀산업발전 종합대책 구상(1996)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따른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수
매방식을 검토하였다. 또한 식량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비축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1997년부터 약정수매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수매에 있어서 시장 기능이 어
느 정도 반영되는 방식이다.
곡물의 중장기 수급전망과 대응정책(1997)은 시장을 왜곡시키는 약정수매제의 단점을 극복하도록
시장원리에 맞은 수매방식을 검토하였다. 뒤이은 미곡 융자수매제 시범사업 평가 및 정부 수매제 종합
적 개편방안(2000) 연구에서 융자수매방식은 시장논리에 부합하지만 약정수매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
거나 수확기 매취방식이 일반화된 여건에서는 전면적
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21세기 식량안보 확보방안(2000)에서는 식량안보
의 개념을 정리하고 국제곡물시장 불안요인을 검토하
여, 국내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 식량안보 안전망
구축 방안, 동북아 식량안보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제
시하였다. 이어서 성명환 등(2003)은 대안별 적정 비축
물량과 효율적인 비축물량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였고
준비기간을 두고 2005~2006년에 공공비축제 도입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하였다.
연구원은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연구결과와 2004

1997. 3. 13. 쌀 산업정책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

년 쌀 관세화 전환 가능성에 대응한 연구 수행을 바탕
으로 양정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고 정책화되었다. 해방 이후부터 시행해 온 수매제도는 생산동
기를 부여하여 자급달성에 기여하였지만, 생산과잉이라는 부작용과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
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대신에 식량안보를 담보할 수 있도록 공공비축제를 도입
하고 수매제도를 폐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감소 또는 불안정이 완화되도록 쌀 소득보전직불제
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였다. 연구원의 연구자들은 학계 전문가, 농민단체, 관련 공무원 등과 함께 수 차
례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양정개혁의 불가피성을 제시하였다. 수 십년 동안 시행해 온 수매제도
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농민단체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쌀 농가의 소득문제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으므로 정부는 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정책으로 연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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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황이 좋아서 쌀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시장격리라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가격을 안정시킴
으로서 양정개혁의 취지가 퇴색하였다.
쌀 농가 소득지원
연구원은 시장개방을 앞두고 쌀 농가의 소득하락에 대비한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WTO 출범
이후 추곡 수매제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므로 농민단체 중심으로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에
대한 요구는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논농업 직접지불제(2000) 연구를 추진하였다. 논농업 직불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시장 지향적 농정방향 추구, WTO 출범 이후 수매제도 위축에 따른 소득효과 감
소분에 대한 보완, 식량안보 유지 등을 제시하였으며, 직불제 도입과 동시에 시장을 왜곡시키는 관련제
도가 정비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WTO 출범 이후 쌀 가격이 상승하였고,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적
정 논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직불제가 적절한 방안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2001년 풍작으로 인해 쌀 가격이 5.3%나 하락하여 농가의 불안감이 커졌다. 쌀 공급과잉과 수입확대에
따라 쌀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쌀 농가의 경영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시행방안 연구(2002)에서 기준연도 조수입과 당년도 조수입과의 차이의 일정비
율을 재정에서 보전해주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부는 2002년부터 과거 5년 동안의 수확기 쌀 가격과
당년도 수확기 쌀 가격과의 차이의 80%를 보전해주는 직불제를 도입하였으나, 2002년부터 생산량이
줄어들고 대북지원 등의 영향으로 쌀 가격이 상승하여 직불제가 작동하지는 않았다.
산지 쌀가격 조사체계 개선(2003)은 쌀 농가에 대한 소득정책이 강화될 것에 대비하여 소득지원의
기초 자료인 쌀 가격 조사 방식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시·군별 쌀 누적
생산량이 87.4%에 해당하는 87개 시·군과 전국 생산량에 대한 시·군별 생산량 비중이 0.1~0.4% 수준으
로 미미한 13개 시·군별로 5개 정도의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을 조사하므로 전수조사에 근접한 수준
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가격이 소득보전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
단하였다.
쌀 농가 소득안정방안 연구(2004)에서는 기존의 논농업직불제와 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쌀 농가 소득안정방안을 제안하였는데,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이의 80%를 재정
에서 보전하는 방식이다. 기준연도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생산을 직불금 지급조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
수급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큰 틀에서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었으나,
소득보전율은 85%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변동직불금 지급조건이 생산과 연계되는 방식으로 결
정되었다.
쌀 직불제가 도입되어서 쌀 가격이 하락하여도 농가수취가격은 안정되는 장점이 있으나, 목표가격 설
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목표가격에 생산비나 물가 상승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되
고 있다. 이는 목표가격에 쌀 수급(가격)을 반영시켜서 수급안정이라는 정책목표 달성과 궤를 같이 해야
한다는 본래 의도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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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전환
1986년 개시된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연구원에서는 대응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뉴라운드에 대응하는 농림수산물 수출입정책방향(1987) 연구에서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안에는 원칙
적으로 동의하면서, 쌀과 쇠고기 등 한국의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 내에서 수입자유화를 유보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대책에 관한 연구(1989)에서 한국과 농업환
경이 유사한 일본, 스위스 등과 같이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강조하고, 식량안보상 일정 수준의 농업보
호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관세화 문제도 농업은 본질적으로 타산업
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1991년에 최양부 부원장은 농림수산부장관 자문관에 임명되어 농업협상팀에 참여하였다. 농업협상팀
은 그 동안의 협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네바 협상뿐만 아니라 한국과 이해를 같이 하는 국가와 농산
물 수출국을 상대로 협상력 강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쌀은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고
최소시장접근 물량도 1~4%로 최소화하였다. 10년이 경과한 이후의 수입방식에 대해서는 이행 기간 마
지막 해에 논의하기로 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수입쌀의 효율적 관리방안, 2005년 이후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
되었다. WTO체제하의 농산물 수입관리방안에 관한 연구(1994)에서는 1995년부터 도입되는 수입쌀
관리방식이 안정되면 부분적으로 동시매매입찰(SBS)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하였다. SBS 방식은 수입쌀의 시장가격이 도출되므로 향후 가격 및 품질경쟁력 제고 노력의 지표를 제
공하는 장점이 있다.
국내외산 쌀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 분석(1997) 논문에서는 미국과 중국산 최고급 쌀은 국내산
쌀과 소비자 평가에 별 차이가 없으므로 수입 개방 시에 가격차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호주산
과 중국산 중 품질이 낮은 것은 국내산 쌀과 10% 내외의 가격차별이 가능
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2003년부터는 2004년 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 대
비한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쌀 소비행태 분석(2003)에서 수도권
지역의 소비자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의 54%가 수입쌀을 구입할
의향이 있으며, 이 중 수입쌀 가격이 국내산보다 저렴하고 품질이 더 좋다
면 구입하겠다는 의견이 43.5%로 조사되었다. 본격적인 개방화에 대비하
기 위해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제 자포니카타입 쌀 시장에서 중국산과 미국산 간의 경쟁력에 관한 연
구(2005)도 수행하였다. 향후 10년 동안 미국이 자포니카 타입 쌀 생산 보
조금을 50% 감축하게 되면 미국의 자포니카 타입 생산량은 30% 이상 줄어
들어 수출여력이 없어지지만 중국의 수출은 53% 정도 늘어나므로 국제 쌀
가격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정정길 등(2004)은 대만이 쌀
시장을 관세화로 전환한 배경과 결과 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8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쌀 관세화 유예 협상 시나리오 분석과 협상 전략(2004)은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 간 동등성을 분
석하여 정책 담당자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관세 상당치 및 시장개방폭 등에 관해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2009년 예상 수입량은 시나리오별로 MMA 기준 4.3~5.9%, 2014년은 선진국이
냐 개도국이냐에 따라서 4.9~7.5%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논란 끝에 한국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추가적으로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에 최소시장점근물량을 2005년 22만 5,575톤
(기준연도 소비량의 4.4%)에서 시작하여 2014년 40만 8,700톤(7.96%)까지 균등하게 늘려 나가기로 하
였다. 쌀 수입방식은 국영무역방식을 유지하되 수입물량 중 30%까지 밥쌀용으로 수입하여 시중에 판매
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관세화유예 기간 중 언제라도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합의문
에 명시하였다.
DDA협상 윤곽이 드러나면서 연구원에서는 중도관세화가 유리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DDA 및 쌀 재
협상과 쌀 수매·소득정책의 선택(2003)에서 중도 관세화로 전환하여도 의무수입량을 초과한 쌀 수입
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관세화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박동규(2009)는 관세화 전환
시 적용할 관세상당치를 검토하여 540%가 적절하다고 제안하였으며, 이 수치는 정부가 2015년 관세화
전환 시 적용한 관세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고율 관세는 한국의 쌀산업을 유지시킬 수 있는 버팀목이 되
고 있다.
수급안정
1980년대 중반까지 쌀 자급이 가능한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연구가 많았으며, 그 이후에는 공급과잉
에 대비하여 수급안정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추진되었다. 미곡유통에 관한 연구(1980)에서 주요 식
품들에 대한 수급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쌀 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1인당 평균 소비량은 쌀 가격, 보리 가
격, 소득의 전대수형태 함수를 설정하였다. 분석기간인 1960~1970년대에 증가 추세를 보이던 쌀 소비
량이 1980년대 이후에는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1991년까지의 단수 증가를 전망한 후
자급을 유지할 수 있는 목표 재배면적을 제시하였는데, 통일계 단수만 고려한 결과 자급에 필요한 재배
면적을 과소 책정하였다. 주용재 등(1981)은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식품별 소비량과 단수에 대한 전망치
를 기초로 최소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품목별 토지배분을 선형계획법으로 추정하였다. 쌀 소비는 줄
어들지만 사료용 곡물 수요가 늘어나 전체 곡물 자급률은 떨어질 것으로 분석하였다.
미곡 계통별 수급반응 분석과 미곡정책 조정(1983)에서 통일계, 일반계 별 수급함수를 분석하여 쌀
의 자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매가격 인상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하였다. 수매가격 인상은 수요
에 큰 변동을 주지 않고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에 기초한 것이다. 주용재 등(1985)은 적정 수
준의 영양공급과 부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인 식품 소비패턴을 설정하기 위해 선
형계획법을 이용하여 1991년의 품목별 적정 소비량을 전망하였다. 농가, 비농가의 소비량 자료를 이용
하여 단일 방정식 체계로 각각의 쌀 소비량을 예측하였는데, 설명변수로 쌀 가격과 소득을 포함하였고
함수식은 전대수 형태를 이용하였다. 양곡정책의 장기 방향정립 연구(1987)에서는 농가, 비농가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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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ARIMA 분석을 통해 쌀 소비량을 예측하였는데, 1인당 소비량이 1986~1991
년 기간 동안 연간 1.4% 줄어들지만 인구 증가율을 고려하면 쌀 소비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곡수급여건 변화와 양곡정책의 재조정 연구(1988)에서는 농가, 비농가별 단일방정식 체계의 쌀 수
요함수를 분석하였는데, 선형, 전대수, 반대수, 역대수, 역지수, 역전대수 등 다양한 형태를 시도하였다.
1986~1996년에 1인당 소비량이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기간에 소비량 감
소폭이 전망치를 초과하였다. 로지스틱 함수형태로 재배면적과 단수를 추정하여 공급을 분석하였는데,
상한접근치를 높게 설정하였으므로 전망치가 실제보다 높게 제시되었다.
이정환 등(1989)은 쌀 수요함수를 가격과 소득의 전대함수로 설정한 후, 소득탄성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작아지도록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급을 전망하였다. 공급을 분석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이 타작물
및 휴경지와의 경합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Multiple Logit 모형을 적용하였다. 농지 배분은 농산물 가
격과 생산요소 가격의 함수로 설정하였으며, 단수는 시간의 함수로 하여 추세치를 구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공급함수에 타 작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였는데 과거 연구에서 공급함수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만
설정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2010년까지 장기 수급을 전망한 결과, 국민 1인당 소비량은 연평균 2%
씩 감소하며, 가격지지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소비량 감소폭이 더욱 커져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전
망하였다. 반면 쌀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면 쌀 가격은 매년 하락하여 공급량이 줄어들고 쌀
농가의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였다.
김정호(1996)는 쌀 단수 변동에 초점을 맞추어 단수 추세를 로지스틱 함수형태로 계측하였다. 1960~1995
년 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여 단수가 약 10년을 주기로 변동하는 것을 분석하고, 1996년도부터는 흉작 주기
에서 벗어나 1998년도에 단수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1993~1995년의 단수 정체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단수 결정 요인을 육종, 보급, 재배, 주기, 불규칙 요인으로 분해하였으며, 요인별 기여도는
불규칙요인, 주기요인, 육종요인, 보급요인의 순으로 분석하였다. 곡물의 중장기 수급전망과 대응정책
(1997) 연구에서는 쌀 수요함수를 쌀가격, 기타곡물 소비량, 육류 소비량의 반대함수로 설정하였다. 공급
분석에 있어서, 재배면적 추정에는 선행연구인 Multiple Logit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단수 변동 추정방식을
활용하였다.
이정환 등(2002)은 쌀 가격이 안정되도록 재고관리를 하는 경우, 수급조정정책을 통해 재고를 줄이는
경우,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경우별로 재배면적, 생산량, 소비량, 재고량 및 총 쌀 소득 등을 전망하였다.
단기적으로 가격을 하락시켜 수급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며 특별처분, 생산조정 등의 정책
으로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지만, 생산조정제가 가지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정부는 재고쌀을 가공용
이나 대북지원 등으로 특별처분하였고, 2004년도 쌀 협상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생산조정제를 한시적
으로 도입하였다.
쌀 생산조정제 평가 및 개편방향(2005)은 수급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재고량은 공공비축제 기준물
량보다 많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정부재고가 공공비축제 기준물량보다 적으므로 생산조정제를 중단
하고 2007년도에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생산조정제는 2006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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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되었다. 2007년도에는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장기 쌀 수급안정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중장기 곡물 수급분석 및 대응방향 수립(2016) 연구에서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논에 타 작물 재배
가 가능하도록 정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주요 전략작목을 선정하여 쌀 직불제와 마찬가
지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쌀 이외의 작물에 대한 생산 동
기를 부여하여 식량자급률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육류 소비 증가와 축산업의 성장
축산물 소비 증가와 축산업의 중요성 증대
우리나라에서 축산물 수요는 인구수 증가, 국민 소득 증가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해 왔다. 1인당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비량을 지표로 하여 보면, 1980년 19.0㎏에서 2016년 60.9㎏으로 3.2배
나 증가하였다. 육류 이외의 축산물인 우유 소비량은 쌀 소비량보다 많아진지 이미 수년이 지났다. 이
제 축산업은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을 훨씬 넘어 1/2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2016년 기준 농업
생산액에서 축산업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42.5%). 특히 2016년에는 돼지 생산액이 줄곧 1위 자리
를 지켜왔던 쌀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다. 2016년 미곡 생산액은 6조 4,570억 원, 돼지 생산액은 6조
7,700억 원이다(『농업전망 2017 요약보고(장관보고자료)』). 돼지 이외에 쌀을 제외한 한육우나 육계, 계
란, 우유, 오리 등 주요 가축 및 축산물이 생산액 측면에서 모두 7위 안에 분포하고 있을 정도로 산업적
입지를 굳혔다.
1980년대 1인당 육류 소비량은 1980년 돼지고기 6.3kg, 쇠고기 2.6kg, 닭고기 2.4kg에서 1989년에는
각각 11.1kg(1.76배), 3.4kg(1.31배), 3.6kg(1.5배)으로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는 축산물 시장이 개방되지
않아 급증하던 수요는 거의 전량 국내산으로 조달되었다.
1990년대는 시장 개방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육류 전체 소비량은 1990년 29.1kg에서
1998년 40.5kg(1.39배)으로 늘어났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쇠고기와 닭고기의 1인당 소비량 증가 속
도가 비슷하다가 1993년 이후 쇠고기 소비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양돈 생산액이 한육우생산액을 추월하였으며, 그 후 줄곧 양돈생산액이 우
위를 점하고 있다. 한우산업이 외환위기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반증한다.
2001년은 쇠고기 시장이 전면 개방되는 등 축산물 시장이 수입축산물에 의해 잠식된 시기이다. 육류 1
인당 총 소비량은 2000년 42.2kg에서 2009년 48.5kg으로 1.15배 증가하였다. 쇠고기 소비가 감소한 것
은 2004년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사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국내
에서 불붙은 2008년 광우병 관련 국내 촛불집회 확산의 영향이다.
축산업 생산액이 2005년부터 미곡 생산액은 물론 미곡을 포함한 식량작물 생산액마저 추월한 것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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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있는 일이다. 2005년 기준 미곡 생산액은 8조 5,368억 원이었고, 식량작물 전체 생산액으로는 9조
7,838억 원이었다, 같은 해 축산업 생산액은 11조 7,672억 원이었으며, 그 중 가축은 8조 85,149억 원
으로 가축 생산액도 미곡 생산액을 추월하였다. 2010년의 축산업생산액 중 돼지 비중은 33.2%, 한육우
24.8%, 닭 12.3%, 우유 10.5%, 계란 8.2%이었다.
2010년대는 본격적으로 수입산 축산물 소비가 확대된 시기이다. 2010년대 1인당 축산물 소비량을 지
표로 살펴보면, 2010년 돼지고기 19.3kg, 쇠고기 8.8kg, 닭고기 9.5kg에서 2016년 각각 23.3kg(1.21배),
11.4kg(1.30배), 13.7kg(1.44배)으로, 육류 총 1인당 소비량으로는 50.3kg에서 59.7kg으로 1.19배 증가
하였다. 1990년대에 비해 소비량 증가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 축산업의 존폐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축산물 소비 증가세는 유지되었지만, 자급률은 떨어져 수입 축산물 소비 증가에 기인한 소비 확대
로 볼 수 있다.
축산업 육성과 상업화 진행
해방 이후 1970년 이전을 축산업 부흥기라 한다면, 1980년대는 축산업 육성기라 할 수 있다. 1980년
대는 축산업이 농업 성장을 주도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업화 축산이 진행되면서 1980
년대 중반까지는 농정의 갈등기로 볼 수 있으며, 후반기는 농정 전환기로 보는데, 이 시기에 축산업도
전환의 시점을 맞이하였다.
1980년 「축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어 축산업협동조합이 특수법인 형태로 탄생하였다. 1980년 12월
15일 법률 제3276호에 의거,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96년 12월까지 146개 지역별 조합, 45개 업종
별 조합이 있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중앙회 본부를 두었다.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전에 없었던
지역조합과 조합원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무역자유화의 조류 하에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시작되었고, 앞으로 시장 개방이 예고되는 상황이었다. 한편으로는 1980년
대 들어 쌀 자급 이후 복합영농을 추진하면서 대부분 농가에 소 입식이 장려되었다. 그러나 축산물 수
입측면에서 물가안정과 쇠고기 수급안정을 위해 1978
년부터 쇠고기 수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미국 소 수
입의 정도가 지나쳐 국내산 소값 파동을 맞은 것도
1983~1984년이었다.
이 시기에 연구원의 연구 테마도 축산물 수급 정책 개
발과 사료산업을 포함한 축산업의 육성에 맞추어졌다.
당시 연구는 축산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축산
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대표
적인 연구로는 『축산종합개발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1979), 『축산물 비교우위 분석과 수출입정책』(1980),
『쇠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의 과제와 방향』(1981),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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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 가격안정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1984), 『축산정책의 기본방향』(1984), 『축산진흥을 위한 장
기발전연구』(1985), 『축산발전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연구』(1986), 『축산물 장기수급안정대책에
관한 연구』(1987), 『축산자조금 제도에 관한 연구』(1987) 등이 있다. 사료산업 관련 대표 연구로는 『한
국사료산업의 경제적 분석』(1980), 『낙농경영형태별 사료이용실태와 경영개선방향연구』(1987) 등을 꼽
을 수 있다.
축종별 연구도 다수 이루어졌다. 양돈산업에 대한 연구로는 『돼지생산의 집중화와 양돈업의 개발전략』
(1981), 『돼지 사육의 적정규모와 양돈업의 육성방안』(1982), 『돈육의 수출촉진방안 연구』(1988) 등이 있
으며, 낙농부문 연구로는 『우유 수급균형 유지방안에 관한 연구』(1986), 『낙농발전 장기대책 수립 및 추
진계획에 관한 연구』(1988), 『유제품시장개방에 대비한 원유가격차별정책 연구』(1989) 등이 대표적이다.
축산물 유통 부문의 변화도 적지 않았다. 1981년부터 정육점 개설의 조건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
었고, 1983년에는 축산물가격과 유통량 등 정보를 전산관리하기 시작하는 등 축산물 유통정보 강화대책
이 발표되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원의 축산물 유통관련 연구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육류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방안 연구』(1981), 『축산물 유통체계분석』(1984), 『소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개선대책에 관한 연구』(1986), 『부분육 가공 및 유통에 관한 연구』(1990) 등이 있다.
시장개방과 경쟁력 강화
우리나라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국제수지조항(BOP)’을 졸업한 시기는 1989년
이다. 이를 기점으로 농축산물 시장개방 압력이 거세어졌다. 1993년 말 UR 협상이 타결되자, 정부는 개
방 농정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농정의 영향으로 이 시기에는 축산업 내적으로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1980년대가 경축
(耕畜) 복합경영시대라면 1990년대는 축산전업농 육성 시대로 볼 수 있다. 1992년 농업구조개선사업을
시작으로 전업농 육성정책으로 정책기조가 전환되었던 바, 축산부문에서도 축산경영도 빠르게 규모화
된 것이다. 여기에는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이라는 타이틀 하의 축사시설 현대화 및 사료기반 확충사
업 등이 기여한 바가 크다. 이 사업은 사업비 남용이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시 연구원에서 수행했던 연구로는 『양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돈육 수출증대 방안』
(1991), 『한우산업의 지속적 발전방향』(1993), 『원유품질고급화의 경제성 분석 및 정책방향』(1996), 『답리작
조사료 생산의 경제성 분석』(1997), 『송아지 생산 안정기준가격 설정 모델 개발』(1999) 등을 꼽을 수 있다.
축산 계열화사업의 도입이라는 축산정책의 변화로 축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졌다. 계열화 추진은
축산농가에게는 생산에 전념하는 대신 유통과 판매는 계열주체가 담당하는 업무적 분담이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가금부문(육계, 오리)과 양돈부문에서 계열화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특히 가금
부문의 계열화 정도는 2017년 현재 90%를 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축산계열화 사업 추진으로 축산
물 소비 증가 속도도 더 빨라졌다. 그렇지만, 규모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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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수질 오염문제가 수반되었다.
이 시기 연구원의 축산 계열화 관련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양돈 생산기술향상 및 합리적 의사결정
의 효과 및 정책적 함의』(1996), 『닭고기 군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1999)가 이 범주에 속하
는 연구라 할 수 있다.
가축분뇨 대응과 축산업 구조조정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는 1988년 경기도 용인에서 장마철에 가축분뇨를 흘려보내 용인축협
조합장이 구속된 사건으로 시작되어,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가축분뇨가 상수원 수질오
염원으로 지적된 시기는 1990년대 중반부터로, 축산업 성장에 가축분뇨 처리가 제약요인이 되었다. 이
에 1996년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이 착수되었고, 가축분뇨는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되었으며, 자원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화 후 방류하도록 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당시 연구원에서는 『가축 배설물처리와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1991), 『가축분뇨 액·퇴비의 생산 및 유
통촉진방안에 관한 연구』(1992),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 생산과 유통촉진 방안』(1993),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연구』(1994), 『축분비료의 생산 및 이용 활성화 방안』(1998),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시
설비 및 운영비 조사연구』(1999) 등 일련의 연구를 통해 관련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였다.
1990년대에는 축산업 외적으로 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의 시기였다. 시장개방은 우리나라 축산업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1993년 UR 협상 타결 이후 축산물의 차별화 전략으로 고품질 축산을 위한 추
진이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1992년 도입된 축산물 등급판정사업이다. 이 사업 초기에는 관련
업무를 한국종축개량협회 소속의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담당하다가, 농협 소속을 거쳐 독립법인이 되
었으며, 2010년에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라는 명칭은 10년 전
『축산물등급판정소 조직진단 및 재정안정화 방안』(2001)의 연구결과로 제시되었던 명칭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가진다. 또한, 축산물 브랜드화가 진행되고, 1994년부터는 ‘축산물유통구조개선대책’의 일
환으로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1997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지 불과 1년만에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로써 국제금융기금(IMF) 관리체제가 시작되었고, IMF의 강도 높은 개혁 요청으로 사회 전반적인 구
조조정 작업이 시작되었다. 축산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또 다른 차원의 구조조정 시대를 겪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기존 부업 중심이던 한우 번식 농가들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아픔을 겪었으며, 이후 한우부문
의 수급조정에도 커다란 애로로 작용하였다. 이전의 부업 중심의 번식부문은 경제성보다는 가축분뇨를
논밭에 환원하는 목적으로 사육하였으므로, 웬만한 외부적 충격에도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수급 조정
을 위한 완충작용을 하던 부업농가들이 몰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연구원에서는 시장개방과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표적인 연구들을
들어보면, 『동식물 검역의 대내외 여건 변화와 대응방안』(1993), 『UR이후 축산업의 전망과 발전방향』
(1994), 『쇠고기 수입자유화에 따른 한우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1995), 『IMF 관리체제가 농업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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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1998) 등이 있으며, 『WTO 쇠고기 분쟁 패널의 내용과 향후 대책』(2000) 등
무역분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농업관측사업이 시작된 것은 이 시기의 후반에 해당한다. 연구원에서는 『돈육 가격예측 전산모형 개
발』(1988), 『축산 관측모형 개발』(1991), 『원유 수급 예측 모형 개발』(1997)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이들 연구를 통해 후에 농업관측사업이 연구원의 업무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는 데에 초석이 되었다.
연구원의 농업전망 대회는 199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후 2년 뒤인 1999년부터 연구원에서 농업관측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1992년 양계와 양돈부문에 자조금제도가 도입된 것도 특기해야 할 일이다. 비록 임의적인 형태이기는
하였지만, 후에 1996년 낙농자조금을 시작으로 한우자조금과 양돈자조금, 육우자조금 이어 오리자조금
등으로 확대되었음은 물론이고, 의무자조금으로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연구원에서는 본격 도입에 20년이나 앞선 1988년에 사전적으로 『축산자조금제도 연구』를 수행하
여 자조금제도 도입의 기초를 다듬어 놓았으며, 실제 2007년 도입 당시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1996년 도입된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도입,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비롯한 ‘소 산업 정보화사
업’ 등도 특기해야 할 정책사업이다.
축산물 가공처리 업무 일원화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1985년에는 식품위생업무 일
원화라는 명분하에 보건사회부로 넘겨졌다. 하지만, 다시 농림부로 이관된 것은 그로부터 13년 뒤인
1998년의 일이다. 업무의 농림부 일원화를 위해 1995년부터 소비자단체들이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데에 대한 결과였다. 하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었으
며, 다시 농식품부로 일원화하여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또한 1997년에는 축산물 및 축산식
품의 안전적 관리를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하였다. 법 개정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제(HACCP)’
도입의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시장 전면개방과 가축질병 문제 대두
2000년대 들어서는 축산물 시장이 전면 개방되어 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2001년 1월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이 그 전환점이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 FMD), 고병원
성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수차례 발생하였고,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BSE)으로 촛불집회가 확산되
는 광우병 사태도 겪었다. 이를 계기로 축산물 안전성에 관한 국민적 의식도 크게 제고되었다. 가축분뇨
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었다.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국내 육류 소비량에도 영향을 크게 미쳐 육류소비량이 2004년에 감소하였지만,
2005년부터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이 시기에 닭고기 소비량이 쇠고기
소비량을 추월한 이후 줄곧 그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동 기간 1인당 축산물 1인당 소비량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졌지만, 이전에는 소비가 대부분 국내산으로 채워졌는 데에 반해, 이 시기에는 축산물 수입증
가에 의한 영향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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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에 대한 대응
자유무역협정(FTA)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부터이다. 2002년에 타결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미국, 호주, EU 등 주요 축산 선진국과의 FTA가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다. 특히, 2001
년은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의 해로, 이에 대응하여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였다. 연구원에서는
『쇠고기 수입자유화와 한우산업 발전방안』(2000),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파급영향 분석』(2005),
『FTA에 대비한 축산물 유통·물류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2009)를 통해 이에 적극 지원하였다. 각 국가
별 FTA 대응을 위해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는 주로 연구원의 FTA팀을 중심으로
전 연구원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생산부문 뿐만 아니라 유통부문의 비용절감과 차별화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었다. 특히 2004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도입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전국적인 시행이 이루어졌다.
연구원에서는 이력추적제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연구로 지원하였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축산물 생산
및 유통의 traceability체계 구축방안』(2004)을 시작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전면 실시를 위한 세
부추진방안 연구』(2006), 『돼지고기 이력추적시스템 현장적용 모델 개발』(2006) 등을 들 수 있다. 하지
만, 2006년 『생우수입의 경제성 분석』 연구 결과를 문제 삼아 한우협회 회원들이 연구원장실을 점거하
여 농성한 사건은 연구의 중립성 훼손이라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였다.
2004년에는 양돈자조금을, 2005년에는 한우자조금을 의무화한 데에 이어 2006년 낙농자조금이 의무
자조금사업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법적으로 확실히 뒷밭침하기 위해 2007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
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자조금은 농가와 생산자단체가 50%의 자금을 거출하면 정부가 나머지
50%를 매칭펀드 형식으로 하여 조성되었다. 자조금은 축산물 소비촉진을 비롯하여 관련 연구사업이 주
이용처이지만, 수급조절, 소비자 및 생산자 교육 등을 수행하는 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축산물의 위생적인 도축·가공시설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도 이 시기에 시행되었으며, 2002년에는
계란 품질등급제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2002년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계란
품질등급제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그 성과가 아직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2017년 7월 말 현재에도
계란등급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2003년에는 도축장에 HACCP 적용이 의무화되었다. 연구원에서는 『축산물등급판정소 조직진단 및 재
정안정화 방안』(2001), 『육류 소비자권장가격 산정모형 개발 연구』(2001), 『주요 농축산물 안전성의 효
율적 관리방안』(2001), 『축산식품 위생안전성 강화를 위한 수의사처방제 도입방안』(2007), 『쇠고기 등
급제의 효과와 정책과제』(2009) 등을 통해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가축질병 발생과 대응체계 구축
2000년대 들어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2000년에 한우와 젖소에서 구제역이 처음으로 발
생하였으며, 경기도 파주, 충남 홍성을 비롯 전국적으로 번졌다. 이어 2002년에도 구제역이 재발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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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때에는 돼지가 중심이었다. 경기도 용인, 안성, 평택, 충북 진천 등에서 발병하다가 잦아들어 비교
적 피해는 적었다. 하지만 2010년 11월부터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다음해 5월까지 서울, 전남,
전북, 제주 등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 350여만 마리를 살처분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고병원
성조류인플루엔자는 2003년에 처음 발생하였다. 이후 수차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2008년에는 가금류 1,020만 마리를 살처분 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연구원에서도 가축질병에 대한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제역의 파급 영향과 정책 과제』(2000)
연구를 시작으로 『가축방역 시스템 강화방안』(2001), 『가축질병의 경제적 영향분석』(2006) 등이 대표적
인 연구이다.
구제역이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의한 피해는 살처분 보상 및 방역비 지출, 외국으로의 축산
물 수출 제한 등 경제적 피해 외에도 살처분 매립지 침출수 유출로 인한 환경적 피해도 심각하게 대두
되었다. 이에 지역적으로 적정한 가축 사육두수를 유지하고, 사육환경도 청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친환경농축산업 육성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연구』
(2003), 『가축 사육두수 총량제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2004) 등의 연구를 통해 이에 대응하였다.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문제는 수질오염에서 대기오염 즉, 악취문제로 바뀌어 계속되었다. 이에
2006년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연구원에서는 『가축분뇨자원화 촉
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2000)로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축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으로 축산농가의 소득 불안정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연구원
에서는 『가축개량의 효과분석과 지속적 추진방안 연구』(2002), 『가축공제 활성화 방안』(2006), 『축산
정책수단과 생산성 변화 연구』(2008), 『축산업 면허제에 대한 연구』(2010) 등의 연구를 통해 축산농가
소득을 안정화 시키거나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2010년대는 축산업 존폐에 관련된 위기의 시기로 볼 수 있다. 가축전염병은 여전히 창궐하고 있어 피
해를 주고 있으며,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수질오염에서 악취문제로 모습을 달리하여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문제로 인해 축산반대 분위기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 시기의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관련 연구로는 『축산방역체계 개선방안』(2011), 『2010∼2011 구제역
백서』(2011), 『2014~2015년 구제역 발생원인분석 및 방역정책개선방안 연구』(2016) 등 일련 연구를 통
해 방역정책을 개선하는 데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축산업 선진화방안 연구』(2011), 『축산농장 위생안전관
리 강화 방안』(2014), 『FTA 확대에 따른 축산기반 강화대책 연구』(2015),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직불
제 개편방안 연구』(2016) 등 일련의 연구들이 이에 해당된다.
축산물 및 축산식품 유통 개선을 위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축산물 안전성검사 개선방안 연구』
(2014), 『축산물등급판정제도 발전방안 연구』(2016),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의 시장 차별화에 대한 실
증 분석』(2016) 등의 연구를 통해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축산물 수출시장 확대 방안』(2010), 『축산계열화의 평가와 발전 방안』(2010), 『축산업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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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 방안 연구』(2011), 『국가축산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2015), 『ICT 활용 축종별
스마트 축사 관리모델 개발』(2016~2018) 등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축산업이 해결하여야 했던 어려움도 많았다. 특히 1994년 UR 협상을 필두로 하는 시
장개방의 흐름에 따라 축산물 수입이 자유화되었고, 이제 도하개발어젠다(DDA)와 FTA의 시대로 시장
개방의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1998년 발생한 외환위기 때에는 축산업이 구조조정을 겪는 어려움도 있었다. 최근에는 가축분뇨에 의
한 환경오염,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에 의한 피해 다발 등으로 국민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에 대응하여 연구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로
기여한 바도 크지만,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제 한국 축산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여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축산물 생산 차별화와 비용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축산이라는 또 하나의 토끼
를 동시에 잡아야만 한다. 또 최근 강조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신기술 접목도 나아가야 할 방
향 중 중요한 하나이다. 그 과정에서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 저감,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 또한 우리 축
산업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새로운 소득원, 원예·특작산업의 발전
연구원 개원 이후 원예·특작에 대한 연구는 농정의 방향과 궤를 같이하며 수행되었다. 1970년대 말부
터 1980년대에는 백색혁명이 전개되면서 원예작물과 특용작물의 생산, 유통, 가격 등 시장지향적 연구
가 중심을 이루었다. 특히 원예특작물의 상업화, 전문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산업차원의 육성방향과
농가의 소득증대 관련 연구가 주도적으로 수행되었다. 1980년 전후의 홍수와 한해 등 자연재해에 의해
농산물가격이 불안정함에 따라 가격안정화에 대한 연구도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원예특작물에 대한 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산업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수급안정에 대한 연구 비중이
높았다. 또한 원예특작물의 소비가 고급화·주년화되고 생산이 시설장치화되면서 시설원예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는 원예특작부문의 산업육성 및 수급안정
관련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WTO/DDA농업협상, 한·칠레, 한·미, 한·중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이 본격
화되면서 이에 대응한 원예특작물의 품목별 대응방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2000년대 말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 이상기후에 의한 생산 불안정, 소비자 선호도
변화 등 원예특작물의 생산·소비환경이 바뀜에 따라 원예특작물의 수급안정과 수출시장 확대를 도모하
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와 같이 2000년대 이후에도 원예특작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연구
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고, 시장개방 대응과 경쟁력 제고 관련 연구가 비중 있게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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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예특작물의 작물별 연구동향을 보면, 양념 및 엽근채류는 출하조절, 수급 관련 등 유통분야의
비중이 높았고, 과채류는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연구 비중이 높았다. 채소류 연구는 주로 정책과제 중
심으로 수행되었다. 과수의 경우 배, 감귤은 수출가능성 타진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었고, 포도는 수입대
응 관련 연구의 비중이 높았다. 주로 정책 및 용역 중심의 연구로 추진되었다. 화훼류는 농가의 경영안
정과 유통체계 및 수출확대 분야의 연구가 극히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는데, 연구원 고유과제 또는 농식
품부의 정책과제로 추진되었다. 양잠연구는 연구원 개원 초기에 몇 차례 수행된 바 있으나, 1980년대 중
반 산업이 쇠퇴하면서 중단되었다. 인삼, 버섯, 녹차 등의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산업발전의 돌파
구를 찾는 연구가 연구원 고유과제 또는 관련 기관의 용역과제 형태로 간헐적으로 수행되었다.
산업육성 및 수급안정
1970년대 이후 원예특작물이 산업의 체계를 갖추면서 농가의 소득 작목으로 성장함에 따라 이들 품목
에 대한 생산, 유통, 가격 등에 대한 실태분석과 산업의 발전방향이 주요 연구주제였다. 1990년대 중반
까지는 주요 원예특작물의 생산 및 소득안정과 경영분석에 연구의 초점이 있었고, UR 타결 전후로는 시
장개방에 따른 산업경쟁력 제고와 수급안정을 위한 대안 제시 연구의 비중이 높았다.
채소류의 산업육성과 관련하여 연구원 개원 초기에는 고추·마늘·양파 등 양념류와 무·배추 등 엽채류
에 대한 경영분석과 유통체계 분석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고랭지채소의 재배현황 및 수급에 관한 연
구』(1983), 『주요 양념채소의 식부면적과 작황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1995) 등의 경영분석 연구에
서는 가격등락이 심한 이들 채소류의 수익성 검토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를 도모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공급체계를 모색하였다. 『야
채류농가 출하체계에 관한 연구』(1987), 『주요 청과물의 시장 유통체계 개
선방향』(1992) 등의 유통분석 연구에서는 가격이 불안정한 주요 청과물의
유통비용을 파악함으로써 유통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생산계획과 가격안정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원예작물의 주산지 분포와 특성을 파악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
로 주산지분석 연구도 병행하였다. 『경제작물의 주산지와 수익성에 관한
연구』(1979)가 주산지 관련 최초의 연구이다. 이후 마늘·양파 등 양념채소
와 수박·참외·오이·딸기 등의 과채류에 대한 주산지 연구가 간헐적으로 수
행되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주산지 형성의 요인과 생산구조, 산지 간 경쟁
과 이동현상을 파악하고 주산지의 변화전망과 발전방향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원예작물의 주산지 개념이 희박해지면서 더
이상의 주산지분석 연구는 수행되지 않고 있다.
1993년 UR이 타결되면서 원예작물의 수입이 현실화되자 수입 농산물에 대응하면서 원예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원예산업 전반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원예특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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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중장기 정책방향』(1997) 연구를 통해 노지채소, 시설채소, 과수, 화훼, 인삼, 버섯 등 원예특작물의
생산, 유통, 수출입, 정책 등 산업 전반의 진단과 평가를 거쳐 향후 전망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원예작물의 소비가 주년화·고급화되면서 시설원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더욱이 1990년대 초에
첨단시설 시범사업을 거쳐 1994년부터 원예특작분야의 생산·유통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농
업에서 차지하는 시설원예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시설원예농업의 실태 및 육성방안에 관
한 연구』(1992)를 필두로 시설원예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에는 시설농업의 실태 파악 및 경제성 분석에 연구에 초점이 있었으나 첨단시설농업이 도입된 지 10여
년이 경과한 2000년대 들어서는 시설원예농업의 지속적 발전이나 재도약을 위한 부문별 추진방안 등이
모색되었다. 최근에는 시설농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자재 및 에너지 부분에 대한 연구도
추진되고 있다. 시설원예에서 광열동력비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주요 시설원예작물의 냉난방 및 보온형
태별 경영실태 분석』(2014)에서는 채소, 화훼, 과수, 육묘시설에 대한 에너지 이용실태와 농가의 경영성
과를 분석한 후, 에너지 절감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채소류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관련하여 1990년대 중반까지 수행된 연구는 가격불안정을 완화하고 농
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가격변동 분석 및 예측, 수급분석 및 전망, 가격 및 수급정책 등이 주류를 이
루었다. 『주요 채소의 수급안정 방안』(1995) 연구에서는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양념채소를 대상으
로 가격과 수급 불안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시장개방 하에서의 채소 수급안정을 위
한 제도 및 위험관리 방안 마련 등 생산자 입장에서의 소득안정화에 초점을 둔 연구가 추진되었다. 특히
중국산 채소 수입이 급증하면서 중국의 채소 수급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배추 계절별 수급모형 개발』(2006) 연구에서는 중국산 배추와 김치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봄배추, 여
름배추, 가을배추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여 배추의 계절별 수급예측을 위한 모형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2010년에 배추 한 포기에 1만원이 넘어 소위 ‘金배추’ 파동이 사회적 이슈
가 되면서 주요 채소의 수급안정 및 가격변동, 계약재배 등에 대한 연구가
집중 수행되었다. 특히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효율화 방안 연구』(2013),
『고랭지 채소면적 변동요인과 전망』(2014) 등의 연구는 물가관리 차원의
수급안정이 강조됨에 따라 수행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그동
안 법적 뒷받침 없이 운영되고 있던 원예농산물 자조금제도의 법제화에 대
비하기 위해 『원예작물 자조금제도 발전방안』(2010) 연구가 수행되었다.
2012년 「농수산자조금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자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
한 연구가 후속으로 추진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 과수산업 육성에 대한 연구는 『감귤농가의 경영실태 및 경제
분석』(1987) 조사연구가 유일할 정도로 거의 수행되지 못했다. 이 연구에
서는 제주도 감귤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하여 감귤생산의 투자
효율성을 분석하고 경영개선방향을 강구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 과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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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장개방을 앞두고 주요 과실류의 수급분석과 전망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주요 과실류의
수급분석 및 전망』(1992) 연구에서는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하여 과수분야의 성장추세와 성장가능성을 전
망하고, 수급불안정 요인을 구명하였으며 나아가 생산조정과 출하조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UR이후 한국농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주요국의 농산물 수출입 시장조사사업이 연구원의 중점
연구방향으로 설정되기도 하였는데, 이 사업의 일환으로 『대미 배 수출에 관한 조사연구』(1992)가 추진
되기도 하였다.
1990년대 중반 과일시장이 개방되면서 2000년대에 들어 국내 과일가격이 하락하고 과수농가의 소득
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한 연구가 추진되었다. 『과일가격 하락의 원인과 대응방향』(2000) 연구
에서는 과일가격 하락의 원인이 국내 과일의 과잉생산과 수입과일에 의한 소비대체, 유통업체의 구매가
격 인하 등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맛에서의 경쟁력, 소비자의 신
뢰성 제고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주문하였다. 더불어 과수농가의 합리적인 투자결정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과수농가의 투자결정모형과 응용프로그램 개발』(2002)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기
도 하였다.
1980년대에 화훼는 국내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하여 연구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한 채 농산물
유통체계 분석 차원에서 화훼유통에 대한 연구가 일부 다루어졌다. 그러다 1990년대 들어 화훼가 성장
작목으로 선정되고, 신선농산물 수출을 견인하면서 화훼산업 부문별 문제점 도출과 육성방안 등을 모색
하는 기초연구가 수행되었다. 이후 『화훼산업의 중장기 발전방향』(1997) 연구에서 우리나라 화훼산업의
로드맵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는 화훼산업 전반의 진단과 전망 하에서 제도개선과 투융자 방향 등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이 종합적으로 제시된 점에 의의가 있다. 비슷한 시기에 화훼유통 및 소비,
화훼부문의 연구개발 및 기술수요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화훼 유통구조 개선과
수출확대를 모색하는 연구가 몇 차례 수행되었다. 『화훼류 유통구조 실태와 개선방향』(2000) 연구에서
는 화훼류 유통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영시장의 유통기능 강화 방안 등이 모색되었고, 주력
수출품목인 절화나 선인장 외에도 소형분화의 수출을 시도하기 위한 해외시장 조사연구가 추진되었다.
특용작물 가운데 참깨, 유채, 땅콩 등 유지작물과 양잠에 대한 연구는 연구원 개원초기에 수행된 바
있으나 이후 산업이 쇠퇴하면서 이들 연구도 더 이상 수행되지 못했다. 1980년대부터 버섯의 수요가 증
가함에 따라 양송이버섯을 시작으로 버섯산업에 대한 연구가 2000년대 중반까지 몇 차례 수행되었다.
『버섯산업의 정책과제와 육성방향』(1996)에서는 농산버섯의 종균에서부터 재배, 유통, 소비 등 산업차
원에서 실태를 분석하고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말 이후 버섯 생산과 수출 등 산업이
침체되면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인삼연구는 『인삼산업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1992)
를 필두로 현재까지도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1990년대 수입개방과 인삼전매제도의 변화 등
인삼산업의 실상을 진단하여 문제점과 대응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뒤를 이
어 『인삼수급전망과 인삼협동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1999) 등의 연구가 추진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인삼의 수출 및 소비 확대,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전략 등을 강구하는 연구가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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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산업에 대한 연구도 1990년대 중반 녹차시장이 확대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수입자
유화에 대응한 녹차산업의 발전방안 연구』(2002)에서는 녹차의 생산 및 소비 실태, 수익성 등 경영분석
을 통해 산업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가 포괄적으로 제시되었다.
시장개방 대응 및 경쟁력 제고
일반채소는 1977년, 화훼는 1981년에 이미 수입이 자유화되어 시장개방에 의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았다. 반면 양념채소와 특작(버섯, 인삼)은 1995년, 과일은 1994~1997년에 개방됨에 따라 원예특작물
의 시장개방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산 원예농산물 수입이 급증하면서 중국 원예산업에 대한 연구수요가 크게 증가함
에 따라 중국 원예산업의 수급 및 생산구조에 대해 여러 연구자가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중국의
WTO 가입과 시장개방에 따른 채소·과수·화훼산업의 영향과 대응방향』(2001) 연구를 시작으로 중국 원
예 주산지인 산동성을 중심으로 한 원예농산물의 생산, 유통, 수출 실태와 전망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
되었다. 이후에도 중국 원예농산물의 주산지변동, 유통실태 조사, 한·중 FTA에 대비한 중국 원예산업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양념류 국영무역
수입 및 판매 개선방안』(2005) 등의 연구를 통해 신선채소 수입제한과 양념류 국영무역 제도개선 등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시장개방에 따라 채소수급안정을 모색하는 연구도 추진되었는데, 그동안 실시
해왔던 배추, 무 등의 최소가격보장제를 폐지하고 계약재배사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WTO/DDA 협상, 다발적 FTA 추진 등이 원예특작물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도
2000년대 이후에 다수 추진되었다. 『DDA 농업협상이 원예특작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2003)
연구에서는 양념채소, 과일, 과채, 특작물의 관세감축방식과 이에 따른 농산물 가격, 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고 대응과제를 제시하였다. FTA 대응 연구에서는 품목별로 다양한 대응방안이 강구되었
는데, 재배기술의 개발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도 시도되었다.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2012)
연구에서는 원예특작물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품목별 시장동향과 전망하에서 품질 및 교역 경쟁력을
분석하고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한 점에 특색이 있다.
시장개방과 더불어 원예특작물을 농업부문의 신성장동력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시장개방 하에서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통해 우리 농업의 활로를 찾고자
하는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경쟁력 있는 수출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규모화·전문화된 수출전문조
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수출조직 육성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파프리카 등 7개 품목에 대한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운영모델 및 매뉴얼』(2008)이 개발되어 관련 조직에 제공되었다. 원예특작물의
부가가치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지채소, 과채, 과수, 화훼, 버섯·인삼 등 특작물에 대한 가치사슬 연구
도 시도되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작물의 종자·종묘, 생산, 선별·포장·가공·저장, 마케팅·수출 등 단계별 개
선방안을 도출하여 품목조직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원예특작산업을 농업의 지속적 성장
동력원으로 유지하기 위한 연구가 비교적 최근에 수행된 바 있다.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원예·특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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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발전전략』(2012, 2013) 연구에서는 노지채소, 과채, 과일, 화훼, 인삼,
녹차를 대상으로 생산, 경영, 출하, 소비, 수출입 등 산업 전반의 실태분석
을 통해 부가가치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이 제시되었다.
2003년 한·칠레 FTA가 체결되면서 과수농가의 소득안정이 주요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과수분야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과수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직불제도 연구』(2004)를 통해 과일수입이 증가하
여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과수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소
득보전 시행지침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동시다발적 FTA추진뿐만 아니라
DDA협상 등 과수분야의 개방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과일 수입의
파급영향과 대응, 중국의 대한국 수출가능성, 폐원지원사업 개선 등을 모
색한 연구가 계속해서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결과는 연이은 FTA추진 과정
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화훼는 다른 원예작물에 비해 수입자유화가 일찍 단행되었기 때문에 시
장개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희박하였다. 반면에 화훼농가의 경영분석이나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조
사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2000년대 들어 FTA가 추진되면서 일본, 중국, 미국시장을 대상으로 이들
국가와 FTA 추진 시 예상되는 영향분석 연구가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FTA추진이 화훼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방향』(2006) 연구에서는 주요 절화와 분화를 대상으로 관세감축에 의한 직접영향과 간접영
향을 분석한 후 부문별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인삼산업은 1990년대 중반 수입개방과 WTO/DDA협상 진전에 따라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가 현안문
제로 대두 되었다. 이에 따라 인삼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인삼산업의 비전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연
구가 수행되었다. 『WTO/DDA협상 타결이 인삼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력 제고방안』(2004) 연구에서
는 협상 시나리오에 따른 인삼의 생산, 소비, 무역에 대한 파급영향을 계측하였고,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 소비, 유통, 가공, 수출, 제도개선 등 인삼산업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이 다루어졌다. 다른 한
편으로 중국의 인삼산업이 매우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중국시장에 대한 정보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인삼산업 실태와 관련 제도』(2006) 연구를 통해 중국 인삼산업의 현황과 관련 제도,
육성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녹차산업에 대한 연구도 인삼산업과 비슷한 연구동향을 보였다. 1990년대까지는 녹차의 산업발전을 위
한 부문별 발전방향과 정책과제가 도출되었으나, 2000년대 들어 시장개방에 대응한 연구가 추진되었다.
녹차의 수입자유화와 WTO 농업협상에 따른 녹차산업의 파급 영향을 평가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
모화, 고품질화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세계적으로 녹차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는 데에 반해 국내 녹
차시장은 정체되어 있어 산업발전을 위한 돌파구로 녹차수출에 대한 연구도 추진되었다. 『녹차 수출시
장 진출 전략과 수출상품 개발』(2005) 연구에서는 세계 주요 녹차시장에 대한 동향분석을 통해 시사점
을 도출한 후 주요 수출시장에 대한 전략과 상품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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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녹차 산업계에서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근래 녹차산업이 위축됨에 따라 소비기반 확보
를 통한 녹차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농업투입재 산업의 발전과 농업 R&D 연구
농자재는 협의로는 농산물 생산에 투입되는 모든 기자재를, 광의로는 농산물 생산에서 유통과 가공,
그리고 소비지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용되거나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농업
분야에서 접근하는 농자재는 농업발전을 위한 기술적, 생화학적 기술의 결정체인 농기계와 비료, 농약과
종자에 대해 집중되어 왔다. 농업발전 초창기에는 이들 농자재의 생산과 공급에 정책적인 관심이 집중
하게 된다.
적어도 2000년대 이전까지 연구원에서는 농산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영향을 주는 비료와
농약, 농기계와 종자 부분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집중해 왔다. 1990년 이후 범 세계적인 환경과 안전성
강화, 나아가 지속성의 증대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농업과 농자재의 개발과 사용에 관심이 점증하고 있
다. 동시에 상호 무역의 자유화로 인해 수출입은 계속 활성화되고 있다.
지속적이면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농업, 이를 지원해야 하는 농자재는 과거와 다른 속성을 가진 농
자재의 개발과 함께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적정화하려는 정책들에 부응해야한다. 동시에 4차 산업
혁명의 기술과 결합된 농기자재들을 활용하여 스마트농업을 달성해야 한다.
이제 농자재에도 ICT, BT, AI, IoT 등과 같은 개별기술들이 종합적으로 적용되어 결국은 미래 스마트
농업을 실현하는 데에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한 대규모의 연구개발과 현장에서의 사업실현을 위해 이제
는 과거와 다른 정책과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비료와 농약, 농기계 정책에 관한 종합적
인 총서로, 한국 비료·농약·농기계 정책과 미래(2017)가 발간되어 관련 연구와 정책개발, 산업육성 등
을 위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농업구조개선과 농업기계화 추진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과정에서 농촌 내 저렴한 노동력의 활용은 필수였으며 1960~1980년대에 걸친
대규모 농촌인구의 도시지역으로의 이동은 필연적이었다. 경제발전 초창기 이러한 노동력의 대량 이동
은 식량의 자급화라는 절대 과제를 완성하는 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부족한 노동력을 보
완하고 생산성 증대와 함께 대규모 경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농기계는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의 강력
한 정책 대상이었다.
농업의 구조개선과 연계된 농업기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 구상은 우리 농업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고민이었고, 이는 『농업구조개선과 기계화전략』(1979) 연구에서 검토되었다. 아울러 영농기계화
시범에 대한 평가도 진행되었다(1979). 『농업노동력의 감소에 따른 영농기계화 방안에 대한 연구』(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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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농업구조조정이라는 측면에서의 기계화에 대한 연구』(1981)가 연속적으로 이뤄졌다.
현지조사를 통한 농기계 유통과 사후관리(A/S) 실태와 문제, 개선방안 제시와 함께 선형계획법에 의한
수요추정방식을 제시한 점은 초창기 계획수립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사전적인 연구를 기
반으로 하여 연구원에서는 『농업기계화 장기계획을 위한 기초연구』(1983)를 수행하여 장기적인 농업기
계화 계획을 제시하게 되었다. 특히 농기계의 수요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유통과 사후봉사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차원의 연구는 『농업기계유통 및 사후봉사에 관한 연구』(1986)에 의해 이뤄졌다. 이 연구에서
는 농기계수급과 시장, 가격, 그리고 농기계 산업과 농기계 대리점의 경영실태, 농기계 구입과 고장 수리,
금융 등을 망라한 것이었다.
농업기계화정책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시점, 특히 수도작에 대한 빠른 기계화가 이뤄지면서 농기
계시장이 자율화되기 시작했던 1988년에 『농업기계사업의 장기정책 방향연구』가 수행되었다. 다양한 측
면에서 향후 농업기계화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이후 주요 분야별 연구가 세부적으로 추진되었다. 기계화
를 통한 대농경영의 경영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합리화 방안 연구(1988)가 구조개선의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 반면 소농의 농기계 공동사용에 중점을 둔, 소농들의 조직화에 의한 농업기계화 연구로 『기계화영
농단의 효율적 관리와 육성방안』(1990), 『위탁영농회사의 윤영실태와 정책지원 방향』(1993), 『위탁영농
회사 운영실태 조사연구』(1994) 등이 추진되었다. 『농업기계 유통체계 개산방안 연구』(1992)에서는 국내
농기계 시장에서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수도작의 기계화가 거의 완성된 시점에서 수행되었던 『수도작 기계화의 적정규모 연구』(1995), 『농기계
의 지대별 적정공급에 관한 연구』(1997)는 농기계의 과잉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였다. 당시 최적 규모의
농기계 공급이 중요한 정책적인 문제였기 때문이다. 특히 농기계가 농민들의 부채원인이라는 지적이 있
어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던 시기이다. 아울러 『보리재배의 기계화에 대한 연구』(1989)가 이뤄져 향
후 밭작물 기계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000년대를 보면서 이에 대응한 미래 농업기계화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21세
기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농업기계화는 어떻게 이뤄져야하는가의 고민의 결과가 『2000년
대 농업기계화의 전망과 과제』(1991)로 정리되어 있다. 농기계이용, 수요, 유통과 사후봉사를 망라한 현
장 점검과 이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발전 방안이 제시되었다. 『농업기계화사업의 과제와 정책방향』
(1999)에서도 농기계 산업까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정책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농기계 사후관리 및 수출
농기계의 보급과 사용과정에서의 사고는 개인적인 손실을 떠나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 손실을 야
기하고 있었다. 사후적이지만 사고로 인한 대응과 종합적인 보험제도 마련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기초연
구가 『농작업 사고대책과 농업노동재해보험연구』(1989)에서 이루어 졌다. 농기계 사고 대응 보험제도의
정립에 필요한 『농작업 사고실태와 비용추정』(2003)이 국내 최초로 수행되어 보험제도 마련에 기틀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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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서면서 자원의 재활용,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고령, 여성농업인 증가에 대응한 밭작물
기계화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스마트 농업을 달성하기 위한 산업과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강하게 제기
되었다. 농기계 산업과 수출문제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 가장 먼저 우리와 유사한 농업기계
화 길을 걷고 있는 일본의 농업기계화에 대한 분석(2001)을 시도하여 향후 정책개발에 참고하였다.
『중고 농기계의 유통실태와 이용 활성화 방안』(2001) 연구는 국내 유일의 중고 농기계 발생과 유통 등
에 관한 연구이며, 중고 농기계유통센터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유일한 밭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조직화
하는 데에는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2003)가 이론적, 현실적 논리를 제공하였으며, 농협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은행과의 갈등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농기계 임대·은행사업 운영기관 일원
화 방안』(2012)은 두 사업의 독자 영역으로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려 혼란을 방
지하였다.
농기계 산업의 발전과 정책의 조화로운 추진을 위한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기계화 정책 방향과 농
기계산업의 발전방향』(2005) 연구를 시작으로 산업과
수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2011
년 3월 연구원에서는 발빠르게 ‘KREI 2011 농기계·농
약 워크숍’을 개최하여 관련정책과 산업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2012년 3월 ‘농기계 수출 촉진 워
크숍’을 개최하여 국내 농기계의 수출확대를 위한 다
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정부와 관련
산업에 제공되었다. 이어 정책적 차원에서 농기계 수

2011. 3. 11. KREI 2011 농기계·농약 워크숍

출확대를 위한 농기계수출지원센터가 『농기계수출 종
합유통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 연구』(2012)를 통해 그 타당성을 인정받았고, 정부는 한국농기계글로
벌센터의 건립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
『동남아 3개국 농기계수출환경조사』(2013)와 동남아 농기계시장의 교두보인 『베트남 농업기계화 지원
사업 효과분석』(2014)이 수행되어 이들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더욱 정밀하고 효율적인 산업
발전과 정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2015년 1월 ‘농기계 산업·정책관련 Brain Storming’을 개최하였다. 아울
러 국내 농기계시장에서 국내 토종 농기계기업들의 어려움인 『외국제 농기계 시장 몫 확대 요인과 문제,
대응방안』(2015)을 제시하여 대응하도록 하였다.
한국 농기계 정책의 변천을 1차적으로 정리함(2013)과 동시에 여전히 농기계 공급대수의 적정화 논란
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나라 농업기계 공급실태와 적정 농업기계공급방안』(2014)이 추진되어 과잉이 아
니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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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수급과 비료산업
우리 농업이 단기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데에 우수한 종자와 화학비료의 적정공급이 기여한 바가 크다.
금비(金肥)로 일컬어지던 화학비료의 원활한 수급은 1980년대까지 중요한 농정 가운데 하나였다. 초창
기 비료의 생산과 유통에 정부가 깊게 관여한 이유이다.
1980년대까지 비료에 관련된 연구는 국내 비료수요는 어느 정도인지, 공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
정재고를 어느 정도 보유해야 하는지 등 생산과 공급 분야에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농협을 중심으로 공
급되던 무기질 비료의 원활한 취급을 위한 비용에 관한 연구도 정책적으로 이뤄졌다. 『수도의 비료수요
함수 분석』(1981)에서는 수도의 비료 수량반응을 기초로 경제 분석을 시도하였다. 적정시비수준으로 통
한 수요분석도 시도하였다. 수요함수를 통한 수급전망과 비료가격의 변동이 농가소득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 처음으로 분석하였다.
비료산업의 육성, 2중 비료가격과 정부의 지원에 따른 비료계정적자의 누증문제는 중요한 정책적 사
안이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로 『비료수급에 관한 연구』(1983)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
는 비료산업의 수급 상황과 문제, 다양한 방법, 즉 수량반응함수, 시계열작료와 작부면적 기준 등의 방
법에 의한 비료의 수요추정이 특징적이다. 비료계정 적자문제와 비료가격정책의 적정성 문제도 검토되
고 있다. 『비료의 수요예측과 적정재고에 관한 연구』(1984), 『비료조작체계 및 요율에 관한 연구』(1984)
는 비료수급의 원활화를 위한 수요예측과 농협의 적정취급, 조작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농협의 적정 비
료취급을 위한 취급수수료의 정상화에 대한 연구(1989)도 이뤄져 비료공급의 효율화를 지원하였다.
비료수급정책의 전환과 부산물 비료산업발전
1980년대 중반 이후 거론되기 시작한 비료판매의 자율화 문제는 『비료판매제도의 개선방안연구』
(1986)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되었다. 비료유통과 시장,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판매제도 개선안
을 제시하여 자율 판매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중요한 정책 사안인 비료산업의 민영화를 주장
하기도 하였다. 이어 추진된 『자유 시판 비료의 소비 및 유통실태 조사연구』(1987)는 시판비료의 산업과
유통, 소비실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함께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비료유
통의 자율화와 함께 수입개방이 되면서 비료 수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농협의 대응방안이 중요
하게 되었다. 『비료 수입개방에 따른 농협의 대응방안 연구』(1995)는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한 연
구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화학비료 감축정책이 대대적으로 시행되면서 무기질 비료의 소비감축과 산업의 경
영애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가장 먼저 ‘KREI 2011 비료 워크숍’을 개최하여 정책과 산업의 현황과
문제들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우리 『한국비료정책의 변화』(2012)를 정리하여 미래
정책연구에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정밀농업의 강조에 대응한 비료의 최적 사용량 결정을 위한 연구로,
『비료의 최적 사용량 결정분석: 토양 상태에 따른 동태적 최적화 모델과 모형 정립』(2012)도 수행하였다.
국내 농업의 자립적인 성장과 농산물 생산에서 중요한 무기비료산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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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비료산업의 동향과 발전 방안 : 공급체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2012)을 통해 산업차원의 종합적
검토가 이뤄졌다. 경영의 어려움에 봉착한 무기질 비료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수렵과 발전
방안 강구를 위한 ‘무기질 비료산업의 발전과 연구개발 및 적정관리제도에 대한 토론회’(2014)가 개최되
었다. 또한 비료산업과 정책을 위한 심도 있는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2015년 1월 ‘비료산업·
정책관련 Brain Storming’을 개최하여 수렴된 의견을 관계 기관에 제공하여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오랫동안 부산물 비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친환경적인 비료이고 축산 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한다는 명분아래 다양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조차 하지 않
았었다. 그러나 유기성 물질인 부산물 비료의 유통과 사용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대응
하기 위해 『유기질 비료 유통·이용 문제와 개선방안』(2013)가 국내 처음으로 정책연구로 시행되었다. 기
본적인 상황과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었다. 뒤이어 이뤄진 『부산
물 비료산업의 발전방안』(2014)을 통해서 부산물 비료 산업에 대한 생산과 유통, 소비 전반에 걸친 문
제파악과 발전 방안이 제공되었다. 이 연구는 국내 부산물 비료에 관한 최초의 광범위한 연구로 관
련 정책 수립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문가들에 의한 ‘부산물 비료산업·정책관련 Brain
Storming’(2015)을 통해 현실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가 이뤄졌으며, 그 결과
는 정책구상에 활용되도록 하였다.
농약공급제도와 수급정책의 전환
농약에 관한 연구는 그 속성이 지니는 사회과학적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는 않
았다. 가장 먼저 수행한 연구로는 『수도병충해 방제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1981)이다. 당시 수도작의
생산성 증대가 중심정책이었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제가 중요시 되던 시기이다. 농약의 생산과 소비까
지의 전반적인 종합연구는 1985년에 이뤄진 『농약수급에 관한 연구』이다. 농약수급 자료의 정리와 수
요추정, 시장과 농약산업의 경영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농약정책 수립에 기여하였다.
농약공급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협의 농약공급사업의 제도개선을 위해 『농협 농약 공급
제도개선방안』(1986) 연구가 시행되었다. 농협의 농약 공급업무와 실태, 사업수지분석 등 다각도 분석을
통해 농협 농약의 공급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본 농협의 공급제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농약을 둘러싼 물질특허, 농약시장의 개방, 안전사용관련 규제 등 다양한 여건
의 변화에 대응한 농약의 관리제도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는 『농약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1990)을 통해 충족되었다. 이 연구는 국립농자재검사소와 농약연구소가 협동연구에 참여한 것인데, 농
약관리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위한 검토 작업이었다. 농약 제조와 품질관리, 표시, 안전사용 등에 관련된
내용의 구체화 내지는 개선안을 제공하고 있다. 일정한 독성을 포함하고 있는 농약에 있어서 표시제도
는 안전성과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농약 표시의 문제점과 정책과제』(2009)는 농약관리법 상
의 다양한 표시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2011년 3월에 개최된 ‘KREI 2011 농약 워크숍’에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해당 분야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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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문제, 개선방안을 개진하여 정책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2013년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농약정
책을 정리하여 향후 정책 개발에 활용토록 하였다. 아울러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농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된 분야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통해 『작물보호제산업의 동향과 발전 방안 : 안전성 관리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2012)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농약의 단계별 안전성관련 사항과 조직 등에 대
해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여기에 관련된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추가하여 안전성에 관련된 국내
최초의 종합적인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는 미래 농약정책 개발과 적용에 획기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농자재 관련산업과 기타 농자재 관련연구
개별 농자재에 관련된 연구와 달리 주요 농자재를 공통적인 분석 시각을 가지고 분석하여 자재별 성격
판단과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농업자재시장의 구조분석』(1988)은 S-C-P분석 틀을 농기계와
비료, 농약에 적용, 분석한 첫 연구이다. 기본적인 시장구조를 통해 행태와 성과, 문제를 파악한 연구이
다. 농자재 수입개방이 추진되던 시기에 연구한 『농업자재 수입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1990)은 정
책 수입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농기계와 비료, 농약과 상토 등의 세계시장동향과 국내 정책, 수급과 유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수출 촉진을 위한 농기자재산업 활성화 방안』(2015)에서는 미래 개별 농자재정책과 함께 스마트 농업
을 구현하기 위한 농자재정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계시장에 대응한 우리 자재정책과 산업지
원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관련 정책 구상과 구체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친환경 농업이 활성화됨과 함께 대두된 친환경 농자재에 관련된 문제 파악과 정책개발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2008)이 추진되었다. 친환경 농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와 퇴비, 상토, 생물농약과 천적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와 함께 문제점을 적시
하였다. 나아가 외국 관련 제도를 검토하여 현행 유기목록공시제의 출발을 지원하였다. 육묘에 사용되
는 상토에 대한 정책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상토산업의 발전방안』(2014)에 관한 연구는 국내 처
음 이뤄진 정책과 산업적인 접근이었다. 그 결과는 정책수립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2015년도에 관
련 전문가들과 함께한 ‘상토산업·정책관련 Brain Storming’을 통해 사안과 개선방안을 구체화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농자재와 농업 간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일부에서 제기
되었던 농자재의 수입, 사용 주장에 대응하여 국내 농자재 산업과 농업이 얼마나 상호연관이 되어 있고
국가 경제차원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가를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농업관련산업의 유형화와 연관구조 분석』(2000)에서는 기본적으로 농자재 분야를 구분해 내고, 기초적
인 연관분석을 하였다. 보다 진보된 산업연관 분석이 『농자재 산업의 산업연관분석과 가격변화 영향』(2012)
에 의해 시도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생산과 고용을 물론 수입개방으로 인한 파급영향을 파악하였다. 특별
히 이 연구가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공급지장효과, 즉 해당 농자재가 공급되지 못하
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농업과 국가 경제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계측해 냈다는 것이다. 수입 내지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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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유통에서 발생될 수 있는 상황과 그로인한 파급효과를 정리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파급효과를 국
내 최초로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농자재 산업의 산업연관효과 동태적 추이 분석』(2013)
에 시계열로 정리되어 있다.
폐영농자재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발생되는 폐영농자재는 농촌의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농민들과 가축
등에 위해요소로 작용한다. 폐비닐과 빈 농약병, 폐농기계 등에 대한 현장 발생 실태와 처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국내 최초 연구는 정부의 지원 아래 『폐영농자재의 발생 및 수거실태와 효율적인 관리방안』
(2002)으로 이뤄졌다. 관련 제도와 정책, 수거주체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으며 일본과 미국 등의 제도
도 현지조사를 통해 정리하였다. 이어서 시설농업용 폐영농자재와 마을단위 종량제를 보다 심도있게
『시설농업용 폐영농자재의 농가처리실태와 효율적 관리제도』(2004)에서 취급하였다. 이와 달리 폐영농
자재의 수집과 처리의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자원재생공사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농
촌폐비닐 적정배출과 종합적인 수거촉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방안』(2002)을 제공하였다.
폐영농자재를 포함한 광범위한 오염원 발생과 처리실태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농촌지역
오염원 실태조사 연구』(2016)에서는 농촌 지역 생활폐기물을 포함, 농자재의 처리실태를 행정기관과 마
을, 농민들의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기본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농촌 오염이란 개념과 원인을
제도 검토를 통해 정리했다. 아울러 『해외 영농폐기물 관리 및 자원화 정책』(2016)에서는 향후 정책개발
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선진국들의 제도를 소개했다.
갈수록 순환사회가 강조되면서 폐기물을 자원화하려는 노력이 정책적으로 강구되고 있다. 관련된 첫
번째 연구는 『농자재 EPR 적용실태와 정책과제』(2015)이다. 이 연구에서는 폐기물의 최종 처리 책임을
생산자에게 묻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의 농업용 폐플라스틱과 비닐에 대한 적용의 현실과 문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일본과 미국의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농축산 폐자원의 효율적 자원화 방안연구』(2016)에서는 농업과 농촌에서 발생되는 폐자원을 가
능한 최대한 자원화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폐영농자재 역시 연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농업 R&D 정책의 태동
1980년대까지 농업 R&D 연구는 농업분야 R&D를 직접 담당하는 농촌진흥청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 UR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연구원은 『UR 협상 대응 농업기술개발 대책수립 조사 연구』(1991)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
에서는 국제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부문의 기술개발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 경종작물분야, 축
산분야, 농업기계화분야, 식품가공분야, 유전공학분야 - 세부연구과제 및 중단기 핵심개발과제를 선정
하였다. 1995년 자연과학자들과 협동연구 형태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림수산 기술개발 정책연
구』가 수행되었고, 1996년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림기술개발 정책방향』 연구가 농촌진흥청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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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구과제로 추진되었다. 두 연구의 차이점은 전자
가 국가전체의 연구개발을 대상으로 수평적으로 접근
한 반면, 후자는 국가연구개발 체계를 중심으로 연구
개발에서 기술보급까지를 수직적으로 분석한 데에 있
다. 이 두 연구의 결과는 1995년에 연구원의 부설기구
로 설치된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핵
심지침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서 연구원의 농업 R&D 연구는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어져 실시되었는데, 첫째는 R&D 성
1997. 12. 3. 농업기술개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과에 대한 평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였고, 둘째는
농림기술관리센터(ARPC)를 중심으로 하는 R&D 관리

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였으며, 셋째는 농업 R&D 및 기술혁신의 추진전략에 대한 것이었다.
먼저 R&D 성과의 평가방법 연구로는 농촌진흥청 농업특정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오세익 등
(2000)이 있는데, 이 연구는 농업기술의 현장영향 평가방법과 농업기술 보급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
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의 영향평가방법은 TA(Technology Assessment) 방법론으로서
이 방법론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연장선에서 수도 직파기
술의 경제적 가치를 TA 방법론 중 하나인 DREAM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원의 개발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활동은 타 연구기관이 수행한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것이 서울대학교가 개발한 농지정비기술(2003)에 대해 경제적 가치평가를 수행한 것이다.
농림기술관리센터(ARPC)의 R&D 관리체계에 대한 연구로서 농정과 기술개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과학기술개발에 대한 농림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고, 농림업 R&D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며 이
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제시하는 연구가 실시되었다. 또한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고,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의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림기술개발사업을 목표지향적인 사업으로 유형화하여 농업기반 조성 위주 사업과 농산업기술혁신 위
주 사업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는 연구가 연구원에서 이루어졌다.
농업 R&D 및 기술혁신의 추진전략에 대한 연구로는 먼저 서종혁(2007)이 농업기술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① 시장의 요구에 기반한 수요견인 기술혁신 체계 구축, ② 현장농업생산에 적합한 전략
기술 개발, ③ 농업 R&D 투자, ④ 국제적 농업기술 개발 협력 등을 제안하였다. 권오복 등(2009)은 농
식품 R&D 정책목표를 ‘경쟁력 있는 농식품산업을 견인하는 효과적인 R&D 체제 구축’에 두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의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수요자 중심
의 R&D 수요 발굴체계를 구축하며, 기술 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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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R&D 정책의 체계화
2010년대 연구원의 R&D 연구는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화된 형태로 추진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제2
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하 제2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와 농식품 R&D 거버넌스
및 혁신체계에 대한 연구였다.
구속력 있는 법정계획인 제2차 종합계획(2015~2019)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인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
술 육성 종합계획 수립연구(2015)는 농림식품 분야 R&D 정책의 추진방향 및 중점 연구개발 내용과 5
개년 투자계획을 제시했다. 먼저 R&D 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농식품 R&D 대상 중에서 선택과 집
중에 의해 중점적으로 연구개발해야 할 대상을 4대 중점분야, 14대 기술부문으로 정하고, 이 중에서 다
시 5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중점 개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농식품 R&D의 투자는 ① 농림식품 부가
가치 연 3% 성장을 견인하는 R&D 투자, ② 2019년까지 농식품부 전체 예산 대비 농식품 R&D 예산비
중을 10%로 확대, ③ 4대 중점분야 R&D 투자비중을 2013년 49.0%에서 2019년 65%로 확대하는 것으
로 설정했다. 2016년 1월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제2차 종합계획에서 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결과가 대부분
반영되었는데, 여기에 더하여 농과위 및 농식품부는 4대 중점 연구분야 내에서도 50대 핵심전략기술의
비중을 보다 강화하는 방식을 택해서 2015년도의 50대 핵심기술의 예산비중 40.5%를 2019년도에 59%
로 확대하는 것으로 내용을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명기 등(2014)은 농업 R&D 거버넌스 운용실태 분석에 기반하여 거버넌스 운용의 개선방향을 제시
하고, 농업 R&D 기술 이전 및 사업화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먼저 농업 R&D 추진체
계 개선방안으로는 ①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를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의 역할 분담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② 농식품부의 농업 R&D 총괄기능 확충을 위해 부내 R&D 담당조직을 확대·개편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농업 R&D 거버넌스 운용 개선방안으로 농과위의 R&D 기획 기능 강화를 제안하였는데, 이
는 ① 과학기술기본법상에 농과위의 제도적 위상을 명시하고, ② 농과위에 농식품 분야 R&D 예산의
배분·조정권을 부여하며, ③ 농과위의 최우선과업을 종합계획 등 R&D 정책의 청사진 마련에 두는 것으
로 구체화되었다. 다음 농업 R&D 기술 이전 및 사업화의 발전방안을 농업혁신시스템 틀 속에서 제시하
였는데, 여기에는 농산업경영체를 중심으로 하는 혁신 플랫폼의 조성과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이 제안되었다.
이명기 등(2015)은 농업기술혁신시스템의 개념을 정립하여 이 시스템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전략 및 방
안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민간의 혁신역량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연구개발(R&D) 자체보다 연
구개발이 실천현장 속에서 구체화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혁신 연구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
며, 농업기술 분야에서 이에 대한 연구, 특히 현장사례연구는 선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 연구가 농업
기술혁신 연구의 선구적인 특성을 갖는다. 이 연구는 농업기술혁신의 사례분석 대상으로 경기도의 버섯,
고창의 복분자, 문경의 오미자를 선택하여 기술혁신의 실태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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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의 발전과 유통구조 개선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
전근대적인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 연구는 197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주요 내용은 위탁상 중심의 유사도매시장 유통체계를 공영
도매시장 중심 네트워크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관련 연구는 연구원 설립 이래 핵심적인 연구과제였으며, 현재까지 중요한 연구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연구원의 공영도매시장 중심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관련 주요 연구사는 1976년 12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 제정되어 공영도매시장 건설·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1978
년 연구원이 설립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도시화와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과 상
업농 시대로의 전환은 농산물의 유통물량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유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
대시켰다. 이에 따라 연구원의 개원 이래 유통 부문에 대한 연구는 당면한 농산물유통의 실태와 문제점
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특히 이 시
기에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정부, 생산자,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서울 및 지방 주요 도시의
도매시장 건설 정책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시기 연구원의 유통분야 주요 연구에는 서울시 지역(가락동)에 건설 예정인 신도매시장의 건설·운영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서울시내 도·소매 현황을 조사·분석한 『서울시 지역 농수산
물도매시장 활동과 유통개선에 관한 연구』(1979)와 『서울시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건립을 위한 보완
조사연구』(1980)가 있다. 이와 함께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지방 대도시의 도매시장 육성 방안과
배치계획을 수립한 『지방 대도시 유통현황 및 도매시장 배치계획 연구』(1981)가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대규모 공영도매시장의 적정 입지 지역을 전국권 측면에서 주요 대도시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이어서 전
국의 공영도매시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국권 농수산물 유통개선 기본계획 수립(NMMPS) 연구의 일
환으로 지방의 10개 도시를 대상으로 유통실태와 문제점을 조사·분석한 『지방 주요 도시 농수산물 유
통현황 분석』(1982) 연구가 수행되었다. 전국적인 농수축산물 공영도매시장 배치와 제도개선 및 건설 방
향을 제시한 『전국권 농수산물 유통개선 기본계획 수립 연구(NMMPS)』(1984)가 공영도매시장 관련 핵
심적인 정책연구로 수행되었다. 그 외에 건설 중인 가락동 신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제
시하였으며(1983), 전국적인 도매시장의 효율적 배치계획과 관련하여 『농수산물 유통의 지역균형과 적
정 도매시장 배치 분석』(1984) 등의 연구가 순차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와 같이 1970년 후반부터 1985년
국내 최초의 공영도매시장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시기까지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공
영도매시장 건설 및 배치 등과 관련된 유통부문 연구는 연구원의 유통팀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의 효시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정책 추진과정
에서 연구원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은 1979년부터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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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진되어 1985년 개장되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은 공업화 중심의 산업고도화의 차
질 없는 추진, 급증하는 도시 인구에 대한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기반 구축,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물
가안정, 농가소득 증대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었
다고 할 수 있다. 가락동 공영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은 1978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업계획서를 완
성(1978)하였으며, 연구원에서 규모판단을 위한 전국권 농수산물 유통량 및 유통실태를 토대로 발간
된 『전국농수산물유통기본계획 수립 조사 보고서』(1982)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유엔개발계획
(IBRD) 사업자문단에서 유통전문가가 참여하여 조사 및 전국권 농수산물유통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연구 자문을 수행하였으며, IBRD 사절단이 도매시장 건설계획에 대한 최종 검토 및 자문과 차관협정을
위한 최종 평가를 실시하였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추진을 위한 조직은 위원장(서울시 부시장) 외 5명으로 구성된 시장관
리공사 설립추진위원회(1982)를 설치하고, 위원장(농수산보 제1차관)외 10명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설치(1983)하여 개장 후 운영·관리의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하였다.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 경제기획
원, 서울시, 연구원 등 실무자로 이루어진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건설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매시장 건
설 추진 일정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추진에서 연구원의 역할
시기(연도)

추진 내역

비고

1977. 8.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방침 결정(농수산부)

1978. 7.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계획서 완성

1978. 11. 20.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종합도매시장 건설 추진방침 협의
•IBRD 추가보완 조사사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관

•서울시와 농수산부가 부지매입
•1978.12. 부지매입

1979. 2. 15.

•UNDP(유엔개발계획)지원 유통전문가 참여 보완조사 및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전국농수산물유통기본계획 수립 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행

1980. 4.~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차 중간보고서 근거로 종합도매시장건설계획
수립(서울특별시)
•IBRD 사절단 내한, 도매시장건설계획 검토와 차관협정을 위한 최종
평가 협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참여)

•1980. 5.~9. 건설기본설계
(IBRD지정 미국 자문회사 참여)
•1989. 2. 8.~12. 차관협정 합의
(워싱턴)

1980. 8. 20.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건설 소위원회 회부 심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 참여)

1980. 8.~
1981. 12.

•기본계획 확정과 건설계획 수정(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참여)

•1982. 3. 시공사 낙찰

1983. 8. 25.

•가락동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운영협의회 설치
(농수산부, 서울시, 농수축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참여)

•시장건설의 원활한 추진과 개장

1985. 6. 19.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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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권 공영도매시장망 구축 및 유통구조 개선
1980년대에 접어들어 우리나라 농업구조가 본격적인 상업농 구조로 전환되면서 농산물의 시장 거래량
이 급증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유통효율성에 대한 니즈 또한 증대되었다. 생산자는 적정가격 수취, 보
다 나은 판매처와 판매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소비자는 보다 합리적인 가격수준으로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장과 구매처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였다.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이들 현안
과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970년대 중반 이후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전국 최초의 공영도매시장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1985년 6월 개장되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된 이후 정부는 농산물의 획기적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전국 주요 도시에 지속적인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
부의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 정책은 1985년 가락동 도매시장 개장부터 2008년 부산 국제수산물
도매시장 개장까지 29년간 33개소의 공영도매시장 개장으로 완료되었다. 2004년 광주 서부도매시장을
마지막으로 전국적인 공영도매시장망이 형성되었다.
전근대적인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혁신적이고 야심찬 전국권 공영도매시장망 건설정
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연구원은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 각
각의 도매시장의 적정규모 및 시설배치, 적정 거래방법, 도매시장 관리·운영제도, 도매시장 건설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포함한 도매시장 건설·운영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건설·운영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실
태 조사·분석을 토대로 실질적인 건설·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1985년 가락동 도매시장 개장
이후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의 전국권 배치와 건설 정책이 완료된 2004년까지 연구원에서는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관리·운영에 대한 방대한 이론적인 틀과 실질적인 건설·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다.
1985년 이후 1990년대까지 연구원에서 수행된 주요 도매시장 건설·운영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에는 인
천 구월도매시장(1985), 부산 서부권도매시장(1989), 부산 동부권도매시장(1994), 구리시 도매시장(1992),
창원시 도매시장(1992), 춘천시 도매시장(1992), 구미시 도매시장(1996), 성남시 도매시장(1996), 고양시
도매시장(1996), 진주 도매시장(1995) 등이 있다. 그리고 운영중인 공영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
련된 연구로는 『주요 청과물의 도매시장 유통체계 개선 방안』(1992), 『농산물 도매시장의 효율적 거래
방식과 적정요율체계에 관한 연구』(1993),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촉진을 위한 도매시장 관리제도 개선
연구』(1995) 등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일부 연구원에서 직접 수행되지 않은 도매시장의 경우에도
대학 교수나 전문가들이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기초자료로 삼아 그 지역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연구는 그동안 건설된 전국권 도매시장의 운영 결과
나타난 현안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도매시장의 거래 및 물류효율성 제고, 도매시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시
스템 구축,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방안 등 고비용·저효율 도매시장을 저비용·고효율 도매
시장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그동안 공영도매시장 운영결과 나타난 도매시장의 고
비용과 저효율성 문제, 도매시장의 관리·운영시스템, 새로운 거래제도 도입, 새로운 공영도매시장의 추가
건설과 이전 등 농산물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공영도매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효율화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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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된 2000년대 이후 공영도매시장의 효율화와 경쟁력 제고 관련 연
구에는 『도매시장 표준하역비제도 운영 방안 연구』(2000),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2002), 『가락시장 하역체계 개선 연구』(2007), 『농산물도매시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방
안』(2006),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활성화 방안』(2004), 『농수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와 가락동 도매시
장 유통개선 방안 연구』(2004), 『도매시장 제도·운영 방식 및 구조개선에 관한 연구』(2006) 등이 수행되
었다. 그리고 새로운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공영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 전환과 시
설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공영도매시장의 리모델링과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연구도 본격적으로 추진되
었다.
이와 관련해서 연구원에서는 『가락시장 이전 타당성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2001), 『구리 농수산물도매시
장 시설 재배치 연구』(2004), 『구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2007)
등이 있으며, 그 외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연구』(2006), 『진주 농산물도매시장 기능전환
리모델링 연구』(2006),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연구』(2007) 등을 포함한 다수의 정책적·실천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유통환경 변화와 도매시장 중심 유통구조 개선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전국권 건설·배치 정책은 사실상 2004년 광주 서부도매시장을 마지막으로 완
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1993년 UR 협상 타결과 상품시장의 급속한 개방화 진전, 그
리고 1996년 3차례에 걸친 유통서비스시장의 완전 개방 등이 있었다.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체계는 1995
년 가락동 도매시장 개방과 함께 1990년 중반까지는 공영도매시장이 주도하는 유통망이 형성되었으나,
1996년 유통시장 완전 개방화 이후에 다국적 기업인 대규모 글로벌 유통업태, 특히 대규모 식품소매업
태가 대거 국내시장에 진입하였다. 대표적인 글로벌 식품소매 업태에는 할인점(Discount Store), 창고형
회원제 도매클럽(Membership Wholesale Club), 하이퍼마켓(Hypermarket), 수퍼마켓(Supermarket) 등
이 국내 농식품 시장에 진입하였다. 이들 신업태는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진입하여 체인
화되고 점포가 전국적으로 분산·확대됨으로써 점차 도매시장과 농수산물의 수집·분산 측면에서 경쟁구
조가 형성되어 기존의 국내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망 중심의 유통체계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 관련 정책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속한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도매시장 시설 재배치와 시설현대화 정책 등으로 전환하였다.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2007년 12월 정부의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 추진방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
라 2009년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이 기존부지 전면 재건축 방식으로 가장 먼저
추진되었으며, 대전 오정도매시장, 천안도매시장이 연이어 추진되었다. 현재 인천 구월도매시장의 이전
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안동도매시장과 구리도매시장이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 시기 유통환경 변화와 도매시장과 관련하여 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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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설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2005), 『엄궁 농산물도매
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2011), 『구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및 시설현대화사업 연구』
(2013),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2013) 외 오정농수산
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2008),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2013),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2013) 연구 등 다수의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농산물 유통체계와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설립·운영 연구
한편 1990년대 중반 이후 유통시장의 개방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농산물 대내외적인 유통환경도 급
변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연구원에서는 새로운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
였다. 특히 유통시장 개방화에 대응한 국내 유통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그때까지 유통분야 연
구에서 미흡했던 농산물 유통시장 개방화, 소매유통, 물류분야 등으로 유통분야 연구영역을 대폭 확장
시켰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연구 내용은 국내외의 급속한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국
내 농수산물 유통체계를 재편하고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농산물 유통체계를 고효
율·저비용의 효율적 구조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 『농산물 유통관
련 서비스시장 개방과 대응방안』(1994), 『유통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농산물 유통체계의 변화와 대응
방안』(1995)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향후 급속한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연
구도 수행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21세기에 대응한 농수산물 유통개선 대책 연구(종합보고서, 물류·
가공, 청과, 양곡·축산·수산, 외국 농산물유통 부문 보고서)』(1997)가 있다.
이와 함께 농산물 유통체계의 다원화 체제에 대응하고 유통 현안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는 이전
의 도매단계 중심에서 산지와 소비지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 영역이 확대되었다. 지금까지의 도매유통에
집중된 연구를 산지와 소비지를 포함하는 농산물 공급사슬 전체로 확대시키는 새로운 연구 대상은 농
산물종합유통센터(또는 물류센터) 건설·운영과 농산물의 물류효율화 부문이었다.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의 경우 도입 초기의 개념은 생산자(단체)로부터 농산물을 수집하여 선별·가공·포장 등의 부가가치 상품
화, 저장·보관 등 다양한 물류활동을 거쳐 직영점·가맹점 등에 상품을 배송하는 순수한 물류센터의 개념
이었다. 그러나 2000년 농안법 개정을 통하여 명칭도 물류센터에서 종합유통센터로 변경되고 기능도 거
래(소매)기능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는 농산물 유통체계에서 운영시스템과 거래방
식 등에서 도매시장과 완전히 다른 유통시설이지만, 유통체계의 다원화 측면에서 보면 도매시장과 보완
적인 관계이면서도 물량 수집·분산·판매 측면에서는 경쟁적인 관계가 성립되는 유통시설이다. 국내에서
농산물 종합유통센터가 본격적으로 설립·운영되기 시작한 시기는 2000년 이후부터이다.
연구원은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설립·운영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정책적·실천
적 연구를 주도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전국적 배치 및 입지, 전
국적 시설규모, 유통구조 개선과 도매시장과의 경쟁구조 조성을 위한 기능과 역할, 건설·운영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이 포함되었다. 주요 관련 연구에는 『김해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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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방안 연구』(2001),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최적배치 방안 및 운영지침 연구』(2005), 『울산 농수산
물종합유통센터 건설 기본계획 수립 연구』(2004), 『양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2005), 『용인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 타당성 검토』(2005) 등 다수의 관련 연구가 수행되
었다. 그 외 농산물의 수출증대를 위해 수출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상품화를 위한 광양 농산물수출
물류센터 건설사업(2001), 마산항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건설사업(2002) 등의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특작물 유통시설 건설·운영 연구에는 금산 국제인삼물류센터 건설사업(2001), 금산 약초물류집하장 건
립사업(2009) 등이 대표적이다. 친환경농산물과 관련해서는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운영
효율화방안 연구』(2016) 등이 수행되었다.
농산물 유통개혁 정책 추진
1985년 이후 본격적인 공영도매시장 중심 농산물 유통체계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그 동안 공영도매시
장 운영·관리 측면에서 누적되어 온 문제점이 폭발하는 소위 ‘농안법파동’ 사태가 1994년 발생하였다.
‘농안법파동’은 단순히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 질서의 대혼란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사회·
경제적 문제로 비화되는 사태로 전개되었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농산물 유통개혁 대책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그 결과 당시까지의 도매시장 유통체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정리·분석하고 농안법파동의 실제를 정
리한 『농수산물 유통개혁 백서』(1995)와 『농수산물 유통개혁 대책』(1995)을 발간하여 도매유통체계뿐
만 아니라 산지유통, 유통정보체계 개선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유통개선 대책을 제시하였다.
1994년 발생한 초유의 ‘농안법파동’ 이후 정부는 2015년까지 크게 4단계의 유통개혁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그때마다 연구원은 각종 유통실태 조사·분석, 관련 위원회·토론회·공청회 참여 및 개최,
유통개혁 방향 제시, 관련 연구 수행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1단계 유통개혁 대책은 ‘농안법파동’으로 도매시장 제도개혁을 포함한 농산물 유통의 전반적인 구조개
혁이 요구되어 1994년 11월에 발표된 ‘농수산물 유통개혁 대책’과 1997년 7월에 발표된 농산물유통개
혁(보완대책)으로 추진되었다. 유통개혁 대책은 크게 산지유통개혁, 공영도매시장개혁, 소비지 유통개혁,
유통정보체계 확립, 기타 유통대책 등이 수립되었다. 주요 내용은 산지의 품목별 전문조직 육성, 공영도
매시장의 관리·운영제도 개선, 도매법인의 서비스기능 제고, 지정도매법인 평가 강화, 공정거래체제 구축,
도매시장 내 비용절감과 출하자 부담 경감, 경매의 투명성 제고, 공영도매시장의 조기건설과 유사도매시
장의 제도권 내 흡수 등 대부분 도매시장 관련 사항이 포함되었다. 동시에 소비지 유통개혁으로는 물류
센터 및 종합물류단지 건설로 유통경로 다원화와 출하 선택폭 확대, 물류비용 절감 대책이 수립되었다.
그 후 1997년에는 1단계 유통개혁 추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2단계 유통개혁 보완대책을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 물류효율화 제고, 유통경로 다원화 추진, 유통비용 절감 등이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2단계 농산물 유통개혁 정책은 국민의 정부(1998~2002) 시기에 추진된 농산물 유통개혁이
라고 할 수 있다. 과거 2차례에 걸친 1단계 유통개혁 정책 추진 결과 다양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농산물의 전반적인 유통체계는 여전히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지속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유통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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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로운 유통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수급안정 프로
그램 개발·정착, 산지유통 혁신과 유통단계 축소와 물류비 절감기반 확충,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공영도매시장의 저비용·고효율 시스템화, 소매단계 유통마진 절감대책 마련 등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추진전략으로는 적정생산 및 산지유통 혁신, 공영도매시장 개혁, 물류개선 및 정보화,
표준규격화·물류표준화·하역기계화 추진과 물류비 절감, 직거래 제도화 및 소매유통 개선 등으로 요약
될 수 있다. 이 중 공영도매시장 개혁에는 거래방식 다양화와 출하 선택폭 확대, 도매상제도 도입, 공영
도매시장의 조기 건설 완료, 거래방법의 다양화 등이 포함되었다.
3단계 유통개혁(2004∼2009)은 농업·농촌 종합대책으로 추진된 유통개혁 대책이다. 2000년대 이후
WTO/DDA농업협상, FTA 추진 등 새로운 국제 농업 질서 변화에 대비하여 2004년 수립된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 중 농산물 유통개선과 관된 부문은 농산물 품질 고급화와 수출증
대, 친환경·고품질 농업 발전,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와 생산이력제 도입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세부 실
천과제로는 유통전문 인력 양성, 채소 계약재배 안정화 사업, 수확 후 관리기술 보급 지원, 공동마케팅
조직 육성, 산지유통센터 지원, 농산물 브랜드 육성 및 관리, 도매시장 운영활성화 제고, 산지 공판장 운
영혁신 및 도매기능 강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 및 운영 활성화, 생산자단체 운영 소매유통시설
현대화, 농산물 물류효율화,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내실화 등 다
양한 부문에 걸쳐 있다.
마지막으로 4단계 유통개혁(2011∼2015)은 2011년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대책’과 2013년
‘박근혜 정부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부는 그 동안의 몇 차례 유통개혁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산지·도매·소매 등 전체 유통과정에서 여전히 병목현상과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2010년 9월에 발생한 소위 ‘배추파동’을 겪고 난 후 2011년 1월 생산자단체 중심의 농산물 수급안
정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수립하였다. 핵심 내용은 생산자단체 주도의 수급안정 기능 강화, 직거래 확
대, 도매시장 제도 개선과 유통비용 절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실천 전략으로는 농협의 산지유통 참여
비율 확대, 농협의 도·소매 기능 강화, 직거래 활성화, 농업관측의 정밀화,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공정
거래제도 구축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3년 5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관
계부처 합동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농산물 유통의 3대 과제로 효율성이 낮
은 유통구조(높은 유통비용), 높은 가격변동성(가격의 불안정성), 산지-소비지가격의 비연동(가격의 비대
칭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3대 과제 해소의 기본방향으로 도매시장 효율화, 다양한 신유통 경로 육성,
농산물 수급관리체계 강화, 도매시장 제도개선, 직거래 확대, 생산자단체의 유통계열화 등이 제시되었다.
이상과 같이 1994년 ‘농안법파동’부터 2016년까지 약 22년간 네 차례에 걸쳐 농산물 유통개혁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연구원은 정책의 수립·추진·평가, 관련 법률적·제도적 정비를 위한 각종 위
원회·토론회·공청회 참여·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연구 수행으로 정부의 농산물 유통개혁 정책 추
진을 선도하였다. 그 동안 연구원에서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실태와 발전 전망』(2003), 『농산물 표준
운송규격 제정방안 연구』(2005), 『농산물 물류체계 진단과 효율화 방안』(2009), 『농산물 우수브랜드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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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방안』(2008), 『품목별 대표조직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2010),『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군 심층
평가』(2012),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방안』(2013) 등 다양한 기본 및 정책지원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외 『산지 유통조직의 성공요인 분석』(2008), 『산지유통인의 법인화와 계약재배 참여 연
구』(2011), 『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성과분석 연구』(2012) 등이 수행되었다. 그리고 최근 연구원에
서는 전통적인 유통분야 연구영역을 확대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 동안의 대표적인 관련
연구에는 『소비자·생산자 상생의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2013),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공급망관리(SCM) 시스템 구축방안』(2014~2015), 『농산물 유통효율화를 위한 이미지경매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2016) 등이 있으며, 그 외 『소비지 전통시장의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방안』(2013), 『친환경농
산물 도매시장 유통 활성화 방안』(2013) 등의 연구도 수행되었다.
유통연구의 정책 성과
지난 40년간 연구원의 유통부문 연구수행과 정부의 시장 지향적 유통정책 추진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정부의 시장 지향적인 유통정책 추진은 1976년 12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하, 농안법) 제정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연구원은 유통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이론적 뒷받침은
물론 정책적·실천적 조사·연구와 유통전반에 걸친 기초 연구 수행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를 지
원하고 농산물 유통 분야의 학문적 실적 제시 뿐만 아니라 국내 농산물 유통 분야의 이론적·실천적 선
도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이와 함께 공영도매시장 중심의 유통체계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
작한 199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22년 이상 추진되어 온 네 차례에 걸친 정부의 유통개혁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도 관련 연구 수행은 물론 법적·제도적 정비, 각종 위원회·토론회·공청회 등 다양한 분야에
서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 결과 1985년 이후 전국권 공영도매시장망이 형성되고, 농산물 유통의 공정성·공개성·투명성이 확
보됨으로써 농산물의 공정한 가격형성은 물론 생산자의 출하선택권이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시장정보
의 공개와 쌍방교류 시스템 확보로 도매유통의 공정거래질서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공영도매시장 중심
의 대량유통체계 확립 이후에도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산물 유통문제는 반복적·지속적으로 노출되
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중반 이후 유통정책의 내용도 공영도매시장 중심에서 산지유통, 소매유통, 유
통조성 기능, 물류효율화, 거래효율화, 유통정보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었다. 그
동안 연구원의 지속적인 정책 참여와 연구 수행으로 브랜드 중심의 품질고급화와 수출증대, 소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고품질 농업과 안전·안심농업으로의 전환, 산지의 조직화와 유통활동의 공동화·규모화
진전에 따른 생산자의 시장지배력과 거래교섭력의 향상, 산지의 유통환경 변화에 전천후 대응능력 향상
등 다양한 성과가 나타났다. 또한 농산물의 유통경로가 다원화되고 거래방법이 다양화되었으며, 물류
효율화가 크게 증가되었다. 그러나 지난 40년간 농산물 유통 현안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고
려할 때에 앞으로 연구원의 유통분야 연구 영역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연구원의 정책적·실천적 연구는
물론 이론적·학문적 기초 연구의 허브가 되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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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소비연구의 시작과 식품연구범위 확대
농정의 여건변화에 따라 농식품 소비 연구는 전통적인 소비자의 수요 및 선호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품목별 식품소비분석에서부터 농식품안전 및 영양, 식생활, 농식품 표시 등 소비자 관점에서의 연구 및
식품제조업과 외식업을 망라하는 식품산업관련 연구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 왔다.
식품소비분야 연구는 농산물수요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수급계획 수립을 통해
국내 농업의 공급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식품수요분석에 관
한 다양한 이론이 도입되었으며, 1980년대 후반 식품소비가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는 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개별 식품의 소비행태를 대상으로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식품소비분야는 식품소비
구조와 소비자의 소비행태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농가의 대응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꾸준히 연구
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식품산업연구는 1990년대까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소규모 가공사업 지원 연구를 시작으로 2008년
농림부가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목적으로 식품산업진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식품산업 및 소비자 정보 분야가 본격적인 연구대상으로 자리 잡은 것은 2000년대 이후이다. 2008년
농식품부가 출범하고 식품산업이 주요 농정분야로 자리를 잡으면서 식품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규정
하는 한편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성 제고가 주요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2000년대 접어들어 국내 식품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과 미국의 광우병 발생 등으로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 정보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식품안전, 식품표시분야가 주요 정책이슈로 제기
되어 식품안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따른 연구수요가 증대되었다.
최근 식품소비연구의 영역은 식품공급분야의 시장실패가 존재함에 따라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
급한다는 목표로 올바른 식생활교육, 균형 잡힌 식품공급, 취약계층에 대한 적정 식품 공급 등을 위한
식품지원정책연구까지 확대되었다.
가구특성과 품목별 식품소비연구의 수행
1980년대 중반까지 식품소비 관련 연구는 영양개선과 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분석과 수요 예측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식품수요를 수요이론의 틀 속에서 가구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본격적인 수요분석을 수행한 것은 『한국
의 농산물 수요분석: 모형개발과 정책실험』(1984) 연구이다. 이 연구는 가계소비지출자료를 이용하여
수요체계 분석방법을 처음으로 시도한 연구로서, AIDS체계를 이용하여 품목별 소득 및 가격탄성치를
추정하였다. 후속연구로서 『연령계층별 식품소비특성 분석과 그 응용』(1986)은 연령계층별 소비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세대별 특징이 식품수요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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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을 전후하여 식품소비구조가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는 단계로 전환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990년대 중반에 소비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주요식품의 소비구조변화와 전망』(1995)
은 횡단면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다양한 특성변수가 식품 및 영양소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하고 식품의 소비구조 변화를 전망하였다. 이정환 등(1997)은 1979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쌀 소비 감
소 요인이 쌀이 열등재이기 때문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쌀 소비 감소는 소득보다는 사회문화적
요인 또는 기호요인에 따른 것으로 검증하였다.
농가의 소비지출구조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농가 유
형별 소비지출구조 차이, 농가 소비지출의 불균등도와 결정요인 등을 검증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품목별 수요 및 소비행태 연구가 독립적인 연구주제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이다. 시
계열자료는 물론 횡단면자료 및 소비자설문조사자료 등 다양한 자료와 방법론을 도입하여 본격적으로
소비행태 연구가 시작된 것은 『과실류 소비행태에 관한 연구』(1998)부터이다. 이 연구에서는 1980~1990
년대 과실류 소비 변화의 특징과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구입행태와 선호분석에서는 IMF 관리체제 이후
변화양상에 주목하였다. 1999년에는 『육류 소비구조의 변화와 전망』 연구가, 2000년에는 『김치 수요
의 변화와 전망』 연구가 연속해서 추진되었다. 이계임 등(1999)에서는 2001년 쇠고기 시장개방을 앞두
고 축산정책방향 제시를 위해 품목간, 국내산과 수입산 간 대체관계분석이 중요한 부분을 점하고 있다.
또한 축산물 등급판정소의 등급판정 원자료를 헤도닉분석모형에 적용하여 소비자의 품질평가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2000년대 접어들어 수행된 품목별 소비 분석 연구는 『쌀 소비행태 분석』(2003), 『수산물 소비구조분
석』(2003), 『절임식품류 국내외 현황조사 분석』(2004) 등이 있다. 이계임 등(2003)은 가정과 외식으로 구
분하여 쌀 소비의 결정요인과 소비행태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2011년에는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가 도
입됨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소비실태에 대한 연구도 별도로 추진되었다.
식품소비 트렌드 분석과 식품자원제도 연구
2000년대 접어들어 시장개방이 본격화되고 국내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
기위해 소비계층별 식품소비트렌드 심층분석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한
국인의 식품소비 트렌드 분석』(2007) 연구를 통해 식품소비지출 트렌드,
식품류별 소비행태, 영양소 섭최 및 식생활트렌드까지 폭 넓게 한국인의
식품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약 10년 주기로 2016년에도 『한국인의 식
품소비 심층 분석』 연구가 수행되었다.
FTA 확대 등으로 식품교역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가간 식품소비
트렌드분석에 대한 연구수요가 증가하였다. 인접국가인 한·중·일의 비교분
석한 연구로서 한국과 일본 및 중국 청소년의 식품소비여건, 식품에 대한
인식, 식생활실태 등을 비교분석하는 실증연구(2009)가 수행되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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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의 미래식품수요를 전망한다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2015년 1인 가구의 비중이 27%로 확대되면서 이들의 식품구입, 식생활 등에 식품소비 전반에 대
한 분석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이에 대응한 심층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동안 식품소비분석이 정기적으
로 이루지지 못함에 따라 매년 식품소비행태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식품구입 및 소비, 식생활, 안전 및 표시 등에 대한 태도 등 식품소비행태와 관련한 광범위한 조사사업
(2013~2016)이 추진되었다. 본 조사연구사업은 대표성 있는 식품소비조사 표본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식품소비행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식품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식생활행태의 특성은 식품소비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08년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식생
활교육 기본계획수립이 필요하게 되어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수립 연구』(2009)가 수행되었다. 2014년에
는 1차 계획수립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가 추진되었다. 또한 식생활교육의
콘트롤 타워로서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가칭)의 설립에 대한 타당성 연구』(2014)도 수행된 바 있다.
청소년기 식생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급식의 전반적인 운영개선과 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타당
성 연구도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수행되었다.
2000년대 접어 들어 취약계층에 대한 적정영양 공급과 농식품 소비 확대 등을 위한 식품지원제도 도
입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영세민 식품보조제도 도입방안 연구』(2003)가 수행되었고, 본격적으로 취약
계층을 위한 식품지원제도 수립에 관한 연구로서는『식품지원제도 활성화 연구』(2012)가 수행되었다.
또한 2000년대 우수농산물을 이용한 식재료공급이 이슈가 되면서 2011년에 『학교급식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진한 바 있다.
식품산업연구의 본격적인 수행
식품산업 관련 연구는 1990년대까지는 추진실적이 많지 않았으나, 2000년대 들어서 다양한 연구성과
가 발표되었다. 식품산업의 규모 확대와 식생활에서 가공식품 및 외식 등의 비중이 증가하여 식품산업
과 농업의 효과적인 연계구축 여부에 농업의 장래가 달려있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연구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들어서 『식료의 안정적 공급 및 농산물의 식품산업의 연계방안』(2001) 연구가 수행되어 농
산물원료 이용확대 차원에서 정책방안이 제시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WTO농업협상과 우리나라 식품산
업의 대응 방향』(2003),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식품산업의 성장과 구조 변화 요인 분석』(2003) 등도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궁극적으로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공통적인 목
표를 내포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실증분석을 통해서 주요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
해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성 제고방안』 연구가 수행되었다.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가 출범하면서 식품산업육성이 주요 농정대상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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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산업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
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
년 동안 장기과제로 수행되었다. 매년 식품가공산업 및 외식산업 중 특정
산업 분야를 연구대상으로 정하여 심층분석을 통해 해당산업의 발전전략
을 수립한 바 있다. 세부 식품산업 연구는 쌀가공산업, 유가공산업, 육가
공산업, 과실가공산업, 인삼·약초산업, 천일염 가공산업, 과실가공산업, 콩
가공산업 등으로 구분하여 심층 분석이 추진되었다.
새로운 성장산업으로서 발전이 기대되는 식품산업분야 연구도 활발히 진
행되었다. 2009년에는 신선편이 농산물의 시장 실태와 당면문제를 분석하
고, 활성화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관련 통계기반이 미흡한 『식품소재·
반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화 추진 방안 연구』(2014)가 수행되었다. 국
내 식품기업의 중국식품시장 진출사례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연
구로 『국내외 식품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사례 및 시사점』(2013)이 수
행되어 국내식품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밖에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정식 대체식품
(HMR)산업 및 기능성 농식품시장(2016)에 대한 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
반면 전통주, 장류 등 수요가 정체되고 있는 전통식품 활성화연구는 2006년에 전통식품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와 소비자 인식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식품산업 환경에 적합한 마케팅 방향과 정책지원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밖에도 『지역특산주산업 활성화 연구』(2016)도 추진되었다.
식품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지역에서 식품산업연계 및 고용특성을 분석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활성화 전략을 제시한 연구로 『식품산업의 지역별 일자리 창출 전략』(2013)이 수행되
었다.
외식산업과 관련해서는 2009년부터 수행한 『농어업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
기 발전전략(4/5차연도)』(2012)에서 외식산업의 구조변화, 경영실태분석, 식재료 이용실태 등을 종합적
으로 분석하였으며, 영세구조의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 연구도 2014년에 수행
된 바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한식세계화정책에서 탈피하여 한식에 대한 개념을 새롭
게 정의하는 한편, 당면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한 연구(2014)가 수행되었다.
식품안전연구의 자리매김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확대되고, 국내외 식품위해사건을 계기로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식품 안전성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수요에 대응하여 연구원에서
는 2000년대 이후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식품 안전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
된 것은 『주요 농축산물 안전성의 효율적 관리방안』(2001)부터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산 채소류와 축
산물을 대상으로 안전성 관리 실태가 위해관리요소별 및 유통단계별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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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개방 확대와 외식산업의 발달로 중국 등으로부터의 식자재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 하에서 수
입식품의 안전성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안전성 관리체계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2001)와 농식품의 생산 및 수입단계 안전성 확보방안 연구(2006)가 추진되었다.
2005년에 김치의 기생충알 검출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중국산 수입 농식품의 안전성 확
보를 위한 연구가 단기과제로 수행되어 김치를 중심으로 중국산 수입 농식품의 안전성 관리실태를 조
사·분석하고, 중국산 수입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과 일본의 교역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한·중·일 농식품 안전관리체계를 비교하고, 동식물검역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연구(2010)가 수행되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FTA체결에 따
른 농식품 안전분야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2015)도 추가적으로 수행되었다.
2008년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방정부의
농식품안전관리체계 개편방향을 제시하는 연구(2009)도 수행되었다. 이원화되어 있는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계 수립 연구도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수행된 바 있다. 학교급식과 단
순가공농산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2012) 및 단순가공 농
산물(2014)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제시 연구도 각각 수행되었다.
식품 위해물질에 대한 경제분석의 일환으로서 2007년에 신종위해물질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경제 위
해도 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4년에는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로 국내의 식품안전우려가 높아짐에
따라서 방사능 유출이 국내 농식품 소비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 바 있다. GMO 농산물 수입 증가에 따
라 이들 수입농산물 관리문제도 중요하게 인식되어 효율적인 관리방안(2011)이 강구되었다.
식품표시 제도 등 소비자연구의 확대
정부는 1990년대 초반부터 소비자 수요와 식품산업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식품표시제
도를 실시해왔다. 식품표시에 대한 연구는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 연구(1995)를 시작으로 지리적표
시제도 연구(1997),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표시 연구(2001) 등 개별 제도의 도입 또는 활성화 방안을 마
련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식품표시제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표시제도 전반을 평가하는 연구는 김성용 등(2001)을 통해 시작
되었다. 이후 이계임 등(2004, 2005)에서 농산물 표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식품전반에 걸친 표시제도
의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등의 연구를 통해서 표시제도 연구가 본격화 되었다.
원산지표시제도 연구와 관련해서는 농산물가공품 원산지표시 연구를 시작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
(2009), 가공식품원료 원산지표시(2009)연구까지 확대되었으며, 원산지 표시의 효과를 분석하고 활용도
를 높이는 방안 연구(2011)를 수행하여 정책 효과를 검증하였다.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력관
리 표시 활성화 연구(2011)도 수행된 바 있다.
수요자 지향적인 농정 수립을 위해서는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될 필요가 있다.
식품안전, 표시, 식생활, 식품지원 등 식품관련 소비자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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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소비자정책의 추진방향과 정책과제』(2014)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이는 식품소비자정책을 종합
적으로 파악하고 추진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수립에 큰 기여를 하였다. 한편 소비자
와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2013)도 수행되었다.
소비자의 식품소비행태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식품관련 행정당국과 생산업체 등이 식품소비패턴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식품소비 통계 등 관련 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식품통계
와 관련하여 처음 수행된 연구는 『양곡 및 주요 식품 소비량 조사업무의 개선방향』(1988)으로 양곡 및
주요 식품 소비량 조사 표본의 대표성과 정확성에 대해 문제 제기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식품유통 및 소비통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1997년과 1998년에 걸쳐 식품유통 및 소비 통계조사의 체계
적인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통계조사의 표본을 설계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
나 현재까지 정책적으로 연계가 되지 못하고 있다.
『식품수급표』는 식품수급 상황과 1인 1일당 식품 및 영양 공급량 등을
제시하여 식품수급정책의 기초자료와 국민영양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연
구자료로써 1970년대부터 매년 작성되어 왔다. 식품수급표는 식품수급자
료를 근거로 산출되기 때문에 취사, 조리, 폐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량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영양섭취량과 개념상 구별된다.
식품폐기와 관련한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식품손실량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출한 연구(2006)와 국내 감모통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
에서 감모 및 폐기 통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2008)가 각각 수행되었다.
1999년 『식품수급표』부터 에너지 자급률 등 주요 영양소 자급률이 산정
되고 있는데, 에너지 자급률 산정방식은 『칼로리 자급률의 개념정립과 목
표설정』(2000)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칼로리 자급률 개념은 식량자
급률 목표치 설정 관련하여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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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정책 연구

산촌과 정주, 그리고 임업의 시작
산촌연구의 시작
1970년대 후반은 제2차 치산녹화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였다. 제2차 계획은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장기적 경제림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임업계에서는 치산녹화에 치중함으로써 조림사업
과 산림보호 위주의 임업경영을 이어가는 중이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연구원은 산림의 관리와 임업경영
에서 산촌이 지니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도적으로 산촌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1978년에 발간한 『지
리산지역 산촌사회경제조사』는 산촌연구에 대한 초석이자 시발점이 되는 보고서이다. 이 연구는 산촌에
대한 정의조차도 분명하지 않았던 당시에 지리산지역 산간마을의 사회경제적 실태를 조사하고 산촌의
실상을 밝힘으로써, 산촌지역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했다는 데에 의의를 가진다.
1980년대에 접어들고 치산녹화계획이 가속화되면서 노동력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주요
과제였던 산지의 초지 개발을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경제성장에 따른 농산촌 노동력 이출로
인해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수행된 연구가 『농
림가 육성과 산촌진흥에 관한 사례연구』(1985)이다. 이 연구는 강원도 횡성군의 인구이동 및 노동력 실
태, 산지 및 노동력 이용 등에 대한 현실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산촌은 농촌과 구별되지 못하고 오지농촌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산촌지역에 대한 연구도
농촌의 연장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농촌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주생활권 개
념이 등장하고, 농업부문에서 농어촌종합개발이 현안과제로 떠오르면서 개발과 정주와 같은 이슈에 대
한 정책수단을 찾기 위해 농촌의 지역적 범위 설정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산촌지역은 농촌지역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농촌개발 방식만으로는 산촌의 개발계획을 세울 수 없
으며 독립적으로 개발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에 산촌지역의 특수성을 이해
하고 산촌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가 『산촌의 문제 상황과 국토공간상의 위치: 산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1986)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산촌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산촌의 특성과 개발 잠재력을 규명하고자 하
는 일련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횡성지역 종합개발계획(1989~1993)』(1988)에서 산촌지역이 가지는 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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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의 특성과 산촌지역 사회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개발 계획을 만들었다. 즉, 이론적 연구에서
진일보하여 산촌지역이 가지는 잠재력과 지역사회 여건을 종합한 경제사회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
때 세운 계획은 그 후 농어촌종합개발 계획부문 중 산촌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90년 들어 우리의 농림업정책은 대외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이라는 개방화 물결과 대내적으로
노동력 부족에 기인한 노임상승 그리고 농업소득 저하 등으로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산촌에
서도 노동력 부족과 농업소득의 저하를 보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득원 개발과 노동력 및 개발주체
육성에 관한 요구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원에서의 산촌 연구는 농산
촌 소득증대 차원에서 시행된 목재생산 위주의 임업경영에서 탈피하여, 산림휴양과 산지농업 등 산지와
산림자원의 종합적인 이용개발모형 개발이라는 포괄적 방향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그 당시 전세계적으
로 유행하기 시작한 산림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산림의 다목적 경영’과도 의미를 같이 하였다. 구체
적으로는 산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산림자원을 관광·휴양과 연계한 『산촌휴
양지 개발방향과 휴양체계』(1991) 연구와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개발 모형
연구』(1991) 등이 이를 염두에 두고 수행한 과제였다. 1993년에는 산림청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한 산
림자원의 합리적 이용개발 모형』이라는 제목으로 5편의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 연구는 다목적 경
영이라는 경영목표에 중점을 두고 산지와 산촌에 존재하고 있는 산림 및 자연자원의 이용개발 모형을
수립하였다.
산촌개발정책연구 강화
이렇듯 1990년대 초반까지 연구원은 산촌과 산촌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련의 산촌 연구를 지속
적으로 시행했다. 다행히 산림청에서도 산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수립의 의지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산림청은 1995년부터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1994년에 전국 산
촌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기본으로 공청회 개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사업 등 산촌정
책을 시행하기 위한 정지 작업을 시작했다. 이 모든
사업들을 연구원에 의뢰함으로써, 연구원은 산촌종합
개발 정책의 입안에서 사업의 시행까지 주도적인 역할
을 하게 되었다.
연구원에서는 전국 산촌지역 실태조사표를 만들고
그 결과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지원하여, 산림청이 『전
국 산촌지역 실태조사표』(1994) 자료를 발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1994년 3월에는 연구원에서 ‘UR 이
후 산촌대책 방향 세미나’를 개최하여 산촌정책 수요
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산촌종합개발 정책의 필요
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1994년부터 1995년에 걸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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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까지 각 분야에서 논의된 산촌개발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산촌정
책 방향을 정립한 『산촌종합개발 정책방향과 추진체계』(1995)와 실제 사
례 산촌마을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산촌종합개발 모형과 개발
계획』(1995)이라는 2권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연구들은 지금까
지 논의된 산촌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나아가 산촌종합개발 정책
방향과 실제 개발계획 수립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촌정책 수립
및 추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1995년부터 산림청은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04년까지 150개
산촌마을을 조성하는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시작하였다. 실제 산촌종합개
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마을 선정과 사업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등에 깊
이 관여하면서 연구결과물이 정책시행으로 이어지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
였다. 그러나 당시 추진 중이었던 산촌종합개발사업은 공간단위가 마을이
기 때문에 사업규모가 작아 경제적인 성과를 내기 힘든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산촌종합개발 대상지역 범위를 마을단위에서 광역권으로 확대한 『지리산권 산림산촌종합개발계
획 연구』(1995)를 시도하여 최초로 광역단위 산촌종합개발 계획 수립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산촌 연구는 문제인식과 지역구분이라는 단순한 연구 수준에서 지역활성화와 산촌종합개발
대책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연구수준으로 발전해왔다. 과거의 산발적·분야적 접근방식에서 포괄적·다학
문적 접근방식으로, 그리고 문제지역으로서 협의의 산촌 개념에서 조건불리지역과 연계한 광의의 중산
간지역 개념으로 방향성을 갖게 된 것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하면 이러한
산촌 연구 수요는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질 것이다. 어쩌면 산촌은 연구원이 중점적으로 시행했던 연
구와는 확실히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전혀 다르게 변모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원은 그
간 산촌 연구를 통해 빚어낸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가 원하는 새로운 수요에 부응할 산촌연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임업연구의 시작
우리나라 임업은 산지의 경제적 이용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산
지개발에 관한 초기 연구의 중심을 당시 농정현안이었던 산지개발과 이용에 두었고, 이로 인해 산지의
농업적 이용에 목적을 둔 산지개발 연구가 시작되었다. 『산지농장 사례조사: 산지개발의 타당성 연구』
(1978)는 덴마크의 협동농장을 산지개발의 성공모델로 보고 이를 통해 고산지 산지농장 개발의 타당성
을 검토한 것이었다. 산지개발에 대한 경제성 분석도 그 당시 중요한 연구과제였는데 『산지개발의 경제
성 분석』(1979)에서 산지개발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그 후 산지개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초지 조성을 위한 산지농업 개발로 이어졌다. 1981년에 이루어진
『산지이용의 현황과 합리적 이용방안』에서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산지이용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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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80년대 농정의 기본구상』(1981)에서 산지의 초지 중심의 다목적 이용을 향후 산지개발 방향으
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산지의 타 용도 이용, 특히 초지로서의 이용을 위한 연구는 그 당시 임업계의 강
력한 불만과 반발을 부르는 부작용도 있었다. 천신만고 끝에 산림녹화에 성공하였는데, 이를 다시 비임
목지로 개발한다는 데 대한 우려와 걱정 때문이었다.
그 후에도 산지를 농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몇 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임지개발과 산지농업 발
전방향』(1983)에서 산지이용형태별 개발범위,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산지농업에 대한 새로운 발전방향
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지의 합리적 개발방향』(1982)에서는 입지요인과 경제적 비교우위성을 기준으로
과수, 초지, 산림 등 산지를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발방향을 다루었다.
1988년은 연구원의 산지, 산림, 임업연구에 큰 전환점이 되었던 해이다. 내무부 소관의 산림청이 농림
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임업은 단순히 산림 복원 차원에서 벗어나 산업
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닌 분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위한 입지 굳
히기가 필요한 시기였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도 기존의 산지이용 체계를 새
로운 수요에 맞게 재편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고, 이를 위해 이용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1980년대 중반부터 강조해 왔다. 즉 산지를 이용해
본격적인 임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21세기를 맞아 산림자원 개발과
산지이용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21세기
의 새로운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임업발전과 산지이용 방향을
제시하는 『21세기를 향한 임업발전과 산지이용 전략』(1989)이라는 연구가
추진되었다. 또한 임업의 산업화를 위해 산지의 자원화를 해야 한다는 논
리를 『산지자원화를 위한 지원정책 방향』(1988)에서 주장하였다. 한편 지
역주민들의 산지의 경제적인 활용도 중요한 이슈였는 데 『농산촌 소득증
대를 위한 산지의 합리적 이용방향』(1991)이 결과로 나타났다.
『21세기를 향한 임업발전과 산지이용 전략』(1989) 연구는 21세기에 시대
가 요구하는 임업과 이를 충족하기 위해 산지의 사회적 수요와 이에 따른 역할 등을 전망하고 이에 합
당한 산지이용 전략을 고민했다. 특히 산지 또는 산림, 산촌이라는 단편적 접근에서 벗어나 이를 통합하
여 시너지 효과를 노린 새로운 산지개발 전략을 제시하고, 산지의 이용구분을 수요에 따라 임업생산지,
공익 및 환경생산지, 산업용지 등 3개로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1996년 생산임
지, 공익임지, 산업임지 등으로 산지이용구분을 새롭게 분류하는 데에 기초가 되었다. 특히 『산지의 합
리적 이용개발 모형』(1991)에서 산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바탕으로 산림을 환경보전림, 목
재생산림, 산업임지 등으로 구별하여 구분하였고 이를 기본으로 기능별 산림관리와 이용방향을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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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산림자원 활용 방안 모색
산림자원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그에 따른 임산가공산업의 발전이
관심사였으므로, 이를 위한 원자재 확보 문제가 주요 연구 이슈였다. 이를 위해 1980년 산림정책연구센
터의 전신인 자원경제실에서 국내목재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토대로 장기 목재수급 연구가 이루어졌다.
산림자원에 관한 연구는 산림청이 내무부에서 농림수산부로 이관되는 시기인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산림정책연구센터의 전신인 산림경제연구실에서 산업으로의 임업과 이
를 위한 산림경영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1992년에는 조림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수립
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즉, 과거의 산림복원 위주의 조림정책에서 임산업에 원활한 원자재를 공
급하는 임업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조림정책은 목재에 대한 용도별 수요를 기반
으로 조림수종을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폄으로써 조림정책의 방향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개방화는 그 당시 우리 농림업에 엄창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었다. 이는 임업분야
가 산업으로 정립되지 않은 마당에 개방화는 우리 임업에게 엄청난 타격이 될 것으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방화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농업이나 임업은 경쟁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 이는
우리 임업의 사활을 결정하는 과제로 여겨졌다. 연구원은 개방화 시대에 우리 임업이 살아 남을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를 위한 다수의 연구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산림생산기반 조성과 임도
및 임업기계화』(1993) 연구는 임업에 있어서 대표적인 인프라인 임도개발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또한 경
쟁력 강화에 대한 대표적인 주제인 임업기계화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경
제임업의 창출과 임업경영계획 및 산림계획의 전산화』(1993) 연구는 법정
상태의 산림경영을 위한 경제적 투자규모 등을 추산하는 등 경쟁력을 높
이기 위한 경영모델을 개발하였다. 1994년에는 임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
한 조림단비의 지원비율과 금융조건 등을 중심으로 조림제도개선방안도
연구하였다.
산림자원과 관련된 연구는 그 후 약 10여 년이 지나 다시 시작되었는데,
2004년에 연구한 『중장기 산림자원 육성 전략수립 및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이 그 당시 다시 시작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 연구는 그 당시 세계적으로
산림관리의 패러다임으로 유행하였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SFM)’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산림에서 SFM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는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었
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SFM에 대한 개념조차 국내에 알려져 있지 않았
고,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그 당시 연구원이 수행하였던 이
연구는 이 같은 이슈에 대한 답을 주면서 SFM과 관련된 정책수립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 후로 10년 동안 산림정책연구센터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단기임산물과 더불어 전통 임업
의 근본을 다루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즉 산림자원 조성에서 이를 활용하는 방안과 WTO/DDR 등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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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시대에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유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과거 산림복원 중심의 조림사업정책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했다. 과거의 계획
조림에서는 산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나무와 같은 수종이 강제적으로 배정되었다. 그러나 조림사
업이 어느 정도 성공하면서, 산주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가 중심의 조림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산림사업용 묘목생산 및 묘목가격 산정체계에 관한 연구』(1999)에서는 묘목공
급 시스템을 계약재배에서 공매제로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완전 시장체제로 만들어, 산주는 자기가 원하
는 묘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양묘업자는 효율적으로 묘목을 생산하므로서 양묘시장이 시장기능
에 의해 움직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몇 년이 지난 후에 시범적으로 묘목 공매제를
시행하는 초석이 되었고, 양묘업계의 기술개발에 자극이 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사유림투자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연구』(2000)에서는 사유림투자에 있어서 정부지원에 대한 사회경
제적인 관점에서 투자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 사유림에 대한 투자지원이 연구대상인 모든 수종
에 대하여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향후 산림사업에 대한 지원 정도가 커지는 데에 일부
공헌을 하였다.
산림자원이 어느 정도 성숙되면서 이를 활용하는 방안 즉, 임업의 산업화에 대한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정책이 급선무라는 공론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임업의 산업화를 위한 노력
임업의 산업화를 위한 노력은 목재와 단기소득임산물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초기 연구는 당시 정부
정책의 주요 관심사였던 목재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원자재 확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80년 자원경제실에서 국내목재 공급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바탕으로 장기목재수급연구가 이루어졌
고, 그 후 단기예측이 중시되는 목재산업의 요구에 따라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목재수요를 예측하
였다. 또한 1992년에는 산림경제실에서 향후 목재수급동향과 용도별 목재수요를 전망하는 연구가 수행
되었다. 이러한 목재수급연구는 과거 조림정책을 되돌아보고 향후 전개될 용도별 목재수요를 전망하여
국내 목재공급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림수종과 조림량을 결정하는 장기 조림정책의 방향을 설정하
는데 일조하였다.
1970년대 초기에 목재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온 산업 가운데 하나였고, 그 중심에 합판산업
이 단일산업으로서는 가장 많은 외화를 획득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국가기반산업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 동남아시아 목재자원 보유국들의 원목수출금지 등을 통한 자국 임산업육성
을 시작하면서 해외로부터 원목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다음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국내 합판산
업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 합판산업의 생산구조를 분석하고 생존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가 1991년과 1994년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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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녹화 성공 이후 국내적으로는 산림자원이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접어들은 반면 UR이후 개방화시
대에 접어들면서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이어졌다. 1993년에는 기
계화에 의한 노동력 절감, 산림경영계획의 전산화 등을 통한 경제임업 창출연구들이 이루어졌고, 1994
년에는 임업수익성 확보와 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림제도개선방안 연구도 진행되었다. 2000
년에는 사유림투자에 있어서 정부지원의 타당성을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개방화시대에 있어서 국산재의 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국산재 전문 종합유통센터의 건립이 추
진되었고, 이에 대한 위치선정과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수행되었다. 즉 『제2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입지분석연구』, 『제2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의 타당성 분석 및 관리운영방안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들은 제2 임산물유통센터의 건립과 고급 국산 건축자재 시장에 대한 공급이 종합유통센터
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국산 고급재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산 간벌재 활용을 통한 산업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1999년에 간벌재를 목탄(숯)과 이것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목초액을 만드는 데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산업화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지구환경 문제의 대두와 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개발이 활발해지고 있
는 가운데 산림 폐재의 농업적·한방적 활용 외에도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
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2002~2005년까지 3년간 『열에너지 개발의 경제성
분석과 에너지용 산림 폐재의 지속적 확보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목질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바이오매
스는 운반거리가 최소화되도록 농가 또는 마을 공동난방 등 소형보일러
위주의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목질 바이오매스 연료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임도시설의 확대와 함께 유휴지에 연료용 조림을 위한 규제완
화 및 보조, 산물수집 보조금의 확대 지원을 제안하였다. 또한 2008년에
는 『산림바이오매스 확대보급과 산업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가장 유리한 에너지원인 산림바이오매스 자원을 육성하기 위
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숲 가꾸기사업을 실행하고 여기서 발생된 산
물을 바이오매스 고체연료인 펠릿으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산업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범지구적 차원에서의 시장개방화에 따라 목재부문에 대한 연구는 시장개
방에 따른 피해예측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차원에서 향후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목재수급전망
에 필요한 모형구축에 중심을 두고 이루어졌다. 2008년에 수행된 『목재의 수급모형 구축 및 전망』 연
구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목제품 시장의 원목수요량을 제품별 원목 투입비율을 적용하여 원목으로 환
산하고 모든 제품의 원목투입량을 합하여 도출하고, 국내 공급량과 비교하여 부족한 양을 수입하는 것
으로 가정한 다음 코호트모형을 통해 추정된 영급별 산림면적으로 국내재 공급가능성을 분석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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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2013년에 수행된 『임산물 수급모형 구축 및 전망』 연구에서는
다양한 내외부환경의 변화가 임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계량적으로 분
석하여 예측하는 수급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목재수급모형에
서는 제재목,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 등에 대해서, 그리고 단기소
득임산물은 밤, 떫은 감, 대추, 표고버섯, 산나물 등에 대해서 수급모형을
구축함으로서 향후 수급계획 및 산림자원관리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 있다. 2014년에 수행된 『해외산림개발 정책목표 설정을 위한 목재
자원 수급전망 분석 연구』에서는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를 위한 해
외산림개발의 목표를 변화한 환경에 맞추어 재설정이 필요한 시점임을 감
안하여 주요 산림자원의 세계시장과 국내 수급현황과 중장기 전망을 바탕
으로 해외 투자개발 산림자원의 생산과 반입현황 및 전망을 하고 해외 산
림자원개발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연구 수행
한편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다. 그 배경에는 당
시 WTO/DDA, FTA 등 개방화에 따른 국내 재배 임가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과 함께 미래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2001~2003년까지 2년에 걸쳐 수행한 『농산
촌소득증대를 위한 단기소득임산물관측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생산이 많고 임가 소득에 크게 영향을 주
는 단기소득임산물을 중심으로 생산-유통-가격-수출입 전반에 걸쳐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하였다. 이
러한 정보를 재배 임가들에게 제공하여 임업관측사업의 도입 필요성과 함께 이를 시스템화하여 제시하
였다. 2003년에는 가장 중요한 임가의 소득원이었던 밤에 대한 관측사업
이 시작되었고, 2004년에는 표고버섯, 2006년에는 떫은 감과 대추, 2010
년에는 산채류와 조경수 품목이 추가되는 등 재배 임가뿐만 아니라 정책
적인 수요도 계속 증가하면서 임업관측사업은 질적 양적 측면에서 모두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03년에는 밤 산업이 가장 중요한 단기임산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적인 실태조사 없이 정책이 마련되어왔음을 반성하면서, 전국 단위 밤 재배
실태조사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밤 보험제도 도입, 친환경인증제 도입, 수
출활성화방안 등 향후 밤 산업 활성화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후 정부의 밤 산업발전 10년 계획이 수립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004
년에는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산 표고에 대해 국내 표고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였고, 이 연구에
서는 배지 재배의 확대를 위해 전국에 배지 공급센터를 조성하자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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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2005년에는 밤, 표고버섯 등 주요 단기소득임산물의 산업화를 위해 새로운 시장을 중심으로
비관세장벽을 파악하고 수출활성화를 위한 전략품목의 개발을 제시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2006년에
추진한 『밤의 수급전망 모형구축』 연구는 관측사업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밤의 수급모형을 만
들어 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결정에 사용되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청정 임산물의 산지재배가 늘어나면서 이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2009년에는 『임산물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단기소득임산물을 중심으로 가공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식품산업과의 연계와 소규모 단기소득임
산물 영세업체의 통폐합을 통한 규모화가 필수적이다. 원료수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료생산자
와 가공업자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임산물산지유통센터의 가공기능 강화와 함께 자동화시스템구축, 소
비자와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품질관리 방안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
터 적정 수요예측 및 규모화 연구』(2012)에서는 2004년부터 임산물산지유통센터의 건립을 정부에서 지
원하고 있으나, 산지유통센터 설립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 규모나 품목별 수요량 등에 대해
서는 충분히 고려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임산물산지종합유
통센터의 적정규모 및 개소수를 제시하고, 효과적인 시설 확충 지원과 함께 경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체계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2012)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정부가 지원한 산
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생산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
였다. 이를 위해서는 산지이용의 규제완화와 함께 품목별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보교환 및 현장 애로사
항의 해결, 획일적인 사업비 운영을 유연하게 하여 창의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비의 부실집행
이 없도록 설계·감리제도의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2013년에 수행한 『산림복합경영의 실태조사 및 성과
분석』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목재생산의 장기성을 극복하고 투자의 회임기간을 단축하면서 임업소득
을 증대시키기 위한 산림복합경영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산림내
에 산채나 산양삼을 재배하는 임간재배가 일반적인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고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향후 산림복합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임간재배뿐만 아니라 축산, 관광·체
험과 융·복합하여 6차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의 마련이 요구되며, 산지재배 인증제도
의 도입 및 다양한 산림복합경영 모델의 개발과 자연력을 활용하는 재배기술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하
였다. 2014년에는 『주요 임산물 유통경로 분석 및 체계정립을 통한 다품목 거점 임산물 유통센터 조성』
연구를 수행하여 규모화·전문화된 종합임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는데 일조하였다.
『주요 임산물생산단지 평가 및 컨설팅을 통한 경영활성화연구』(2014)에서는 기술보급체계의 구축, 유
통구조 혁신 및 품질관리 강화, 사업비운영의 유연성 확대, 기술개발, 사후관리 철저 등이 필요함을 제
시하였다. 먹거리 이외에 야생화 및 조경수 등 관상용 단기소득임산물과 관련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2014년에 수행된 『야생화를 활용한 산업화 및 정원문화 활성화 기술개발 전략』 연구에서는 우리 야생
화를 문화·관광·산업자원으로 개발함으로써 외래 원예품종에 지불하는 로열티를 절약하고 임가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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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에 기여함을 주장하였다. 또 야생화는 절화로 이용되는 비율이 낮아 도시 조경용이나 정원용에 주
로 활용되고 있는데, 정원문화 확산을 통해 산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도 함께 제시하였다. 『조경산
업 선진화를 위한 조경수 생산·유통시스템 개발 및 유통센터 구축방안』(2014)에서는 규모가 영세하고
복잡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는 조경수 산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선진화된 조경수 생산기술과 유통시
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산주와 임가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되었다. 2003년에는 산림보험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가 추진되었다. 반면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밤나무 재배단지의 대규모 피해
가 속출하면서 밤을 포함한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재해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
라 밤의 농작물재해보험의 도입 필요성이 재배 임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2004년 밤의 농작물재해
보험의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농작물재해보험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피해율이나
표준 수확율 등 기초 자료의 부족과 재해보험상품을 누가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에 따라 2005년에는 『밤 표준수확량조사연구』가 수행되었고, 2006년에는 『밤 재해보험사업을 위한 표
준수확량 조사 및 손해평가방법 수립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 연구는 2008년에 전격적으로 시
행된 밤 재해보험의 시범사업을 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2008년에 『대추재해보험도입을 위한 조
사연구』를 수행하여 표준수확량, 운영방향 등을 제시함으로서 2010년에 대추재해보험의 시범사업을 도
입하는 데에 기여를 하였다. 임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이 단기소득임산물에 한정되어 있고 가입률도 높
지 않아 실질적인 임가 소득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취약함에 따라 2012~2014년 2년간에 걸쳐 『임산물
재해보험 확대·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2014)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상 품목을 임목으로 확대,
산림조합을 사업자로 하여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운영되고 있는 품목을 이전하여 판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임산물 재해보험의 구체적인 실
행을 위해 위험분산방안과 시범사업 운영방안, 보험제도의 정착화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외에 2012년
에는 『주요 단기임산물의 자연재해 복구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기법』 연구를 수행하여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복구비용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직접보상을 하기 위한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피
해율 산정 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였다.

임업경쟁력 강화 연구와 산림의 다원적 기능
시장개방과 임업경쟁력
농림산물의 시장개방화가 계속되는 실정 하에서 경쟁력 제고방안 중 하나로 차별화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의 연구도 수행되었다. 2011년에 수행된 『수출형 임산물 공동브랜드 관리를 위한 품
질 관리방안』 연구에서는 밤, 표고버섯, 떫은 감 등에 대해 성공적인 수출형 임산물 공동브랜드를 정립
하기 위해서 생산관리, 품질관리, 마케팅관리, 브랜드관리가 필요하며 공동브랜드를 관리하고 운영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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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품목별로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2009~2012년까지 3년간 『떫은감의 수출 상품화 및 시장개척 연구』
(2012)를 수행하여 떫은감의 탈삽감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주영농조합과 에버굿이 감 수출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첫 수출이 이루어졌다. 감가공제품(감말랭이)는 수출업체인 엘림무역과 생산자
조직인 도주영농조합법인이 수출전문조직을 구성하고 MOU를 체결, 말레이시아에 첫 국내산 감말랭이를
수출하고 현지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한 특판 행사를 열어 신규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효과를 이루었다.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연구로서 2008~2009년 2년에 걸쳐 수행된 『산림산
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와 2015년에 『1차 산업 활성화방안』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산림산업 경쟁
력 강화방안 연구』(2008~2009)는 1차 연도에서는 산림경영주체 육성문제, 2차 연도에서는 FTA체결관
련 임업부문 경쟁력 강화 방안, 품목별 산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이 다루어졌다.
1차 연도의 경영주체육성과 관련해서는 기존 산주중심에서 임업인 또는 임가 즉, 경영체 중심으로 임정
의 대상을 설정하고 이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업형 임가, 부업형 임가, 법인경영체, 대리경영
체로 하여 육성하고 임업경영체 육성을 위해서는 임업경영등록제 시행, 직접지불제 시행, 임업경영체 구
축 활성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개정 및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영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2차 연도의
FTA체결관련 임업부문 경쟁력 강화 방안연구에서는 협상대상국들과의 임산물 교역실태, 경쟁력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영향분석을 감안하여 단편적이고 분산적인 투자보다는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정부
투자가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단기소득임산물부문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1차 산업 활성화방안』(2015) 연구에서는 목재, 임산물, 산림복지서비스 분야별로 가치사슬의 관점에
서 병목이 되는 부분을 찾아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목재는 생산에, 임산물은 수출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최근까지 농림업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는 WTO/DDR, FTA 등 시장개방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임업·임산업부문에 있어서는 WTO체제의 출범과 FTA협상체결에 따른 임업·임산업의 피해 문제 및 경쟁
력 강화 대책에 대한 연구가 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00년에 수행된 『임업분야 WTO뉴라운
드 대응방안 연구』에서는 당시에 진행 중이던 WTO뉴라운드에 대비한 임업분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
였는데, 협상결과를 시나리오별로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후 2004년에 수행된
『WTO/DDA협상에 따른 임산물에 대한 영향분석』 연구에서는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협상결과를 바탕
으로 임산물에 대한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대응방안을 제
시하였다. WTO/DDA 협상이 정체되면서 양자간 협상인 FTA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임업분
야 FTA협상 대응방안 연구가 2006년에는 한·미, 한·캐나다, 2007년에는 한·EU, 한·중, 2008년에는 호
주, 뉴질랜드, 러시아, 걸프만협력체, 2011년에는 한·중·일, 2012년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을 대상으로 연속적으로 수행되었다. 일련의 국제협상과 관련된 임산물시장개방 연구는 국제협상에
따른 피해계측을 계량화하였고, 이를 토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는데 의
의가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임업·임산업의 민감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상방
향을 설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정책 수립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도 『RC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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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과 목재교역 규제제도 연구』, 2014년에는 『RCEP 및 TPP임산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2015년에는 『기체결된 FTA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를 수행함으로서 임업·임산업부문 국제
협상 및 영향분석, 그리고 대책마련에 연구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산림의 다원적 기능 연구
산림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정책연구는 외부경제를 어떻게 내부화하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그 첫 번째 단계는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이다.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기능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정책적용에 따른 효과 및 영향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치평가를 위한 수많은 방법론이 개
발되었지만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다음으로는 외부경제를 내부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장치와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원에서 수행한 산림의 다원적 기
능에 관한 연구는 산림 기능의 가치평가 보다는 외부경제 내부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원의 많은 과제들이 산림의 다양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된 내용은 대부
분 산림관리, 산림산업 활성화 등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산림의 다양성에 관한 내용을 도입했
을 뿐이었다. 2005년에 수행한 『임업부문 직접지불제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을 통하여 산림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직접지불제가 산림의 다원적 기능 제공에 대
한 대가로 지급될 경우 임가의 소득을 안정시키며 산림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으므
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06년 수행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환원방안에 관한 연
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추정하고, 그 가치를 산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방
안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2007년에 수행한 『수원함양 보안림 지불제 도입 연구』라는 과제는 수원
함양 기능을 담당하는 산림을 대상으로 그동안 적용되었던 규제정책 대신 효율적인 경제정책으로 전환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보안림으로 지정된 사유림의 제한된 재산권 행사를 보상하여 산주
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높아지면서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탄소흡수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심화되었다.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산림의 역할과 관리 최적화 방
안』(2010)은 산림관리를 통하여 탄소흡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 연구이다. 수령에 따른 탄소흡
수 능력뿐만 아니라 목재의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협약
REDD+ 메커니즘의 이해와 향후 전망』(2010) 연구의 경우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열대지역의 산림벌채를
억제하고 임업활동의 제약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인 REDD+의 기본
적인 구조, 그리고 국제적인 협상전망을 살펴보았다. 2011년에 수행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목재수급 정
책과제』 역시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과 관련한 연구이다. 목재의 탄소흡수 기능을 고려했을 때에 기후변
화에 대응하는 국내외 다양한 정책과 규제 등이 우리나라 목재의 수급 및 목재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칠 것인지를 살펴본 연구이다. 2013년에 수행한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에
서는 주요 선진국들의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및 해외조림, REDD+ 등을 대상으로 산림 탄소흡수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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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및 증대를 위한 전략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6년의 『파리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제산림
탄소 흡수원 증진방안』에서는 코스타리카에서 수행한 산림축산의 탄소흡수 효과에 대한 실험적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령구조에서 탄소흡수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실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밖에 산림관리를 통한 다원적 기능 증진에 관한 연구가 있다. 2006년의 『산림통합관리 시범권역 운
영계획 수립』이라는 연구는 목재 생산위주의 산림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산림의 생태적·경제적 특성을 바
탕으로 산림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들이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방식을 전환하기 위해 수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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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업관측 연구

농업관측의 시작과 확대 발전
농업관측 탄생과 제도화
우리나라 농업관측사업은 미맥류 수급과 가격안정이 중요한 국정과제였던 1962년에 시작되었다.
1962년 6월에 농업관측심의위원회 규정이 공포되어 농업경제의 예측, 농산물의 생산 및 수급 예측, 농
산물 가격 예측, 농업자재의 수급 및 가격 예측, 해외 농산물 시장의 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농림부는 1965년 농협중앙회에 농업관측 업무를 위촉하였다. 농협중앙회 조사부는 준비작업을
거쳐 1967년 2월에 처음으로 농림부 농가경제조사 조사원으로 하여금 미맥류와 채소류 등 15개 주요품
목에 대한 식부의향 조사를 실시하고, 7월에는 12개 품목에 대한 식부면적 조사를 하였다. 이후 1975년
까지 매년 조사결과가 농림부에 제출되었으나 통계 부정확, 민심 혼란 야기 가능성 등을 이유로 거의 공
표되지 않았다.
1976년에는 농업관측사업이 농협중앙회에서 국립농업경제연구소로 이관되어, 유통과에서 2년간 농업
관측사업을 실시하였다. 1978년에 국립농업경제연구소가 폐지되고 재단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설
립됨에 따라 농수산부 농업통계관실이 2년간 관측사업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16개 품목으로 하계
작물 7개(벼, 콩, 땅콩, 감자, 고구마, 참깨, 고추), 동계작물 7개(보리, 쌀보리, 밀, 맥주맥, 마늘, 양파,
유채), 김장 무, 배추였으며, 이들의 식부의향면적, 식부면적, 작황, 예상수확량을 연간 수 차례 조사하
였다.
1970년대 말 쌀 자급이 달성되고 정부가 미맥류에 대한 수매방출을 통해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킨 반면,
고추 파동, 고랭지배추 파동 등 채소류 공급과 가격 불안정이 사회문제화되었다. 1970년대까지의 미맥류
증산 농정이었다면 1980년대에는 채소류 수급안정, 청과물도매시장 건설 등 유통정책이 본격화되었다.
1980년부터 농수산부는 농업관측사업을 매년 정책과제로 연구원에 위촉하였다. 1981년의 관측품목
은 위의 16개 품목이었으며, 1983년에 옥수수가 추가되었고, 1984년에는 고랭지 무·배추가 추가되었고,
1989년에는 대파가 추가되었고, 1992년에는 밀, 유채가 제외되었다. 그 중 주요 관심대상은 고추, 마늘,
양파, 파, 배추, 무 등 가격불안정이 심한 채소류였다. 한편 농림부는 1980년부터 축협중앙회 조사부로
하여금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의 5개 축종에 대한 축산관측을 하도록 하였다.
1980년대까지 관측사업은 체계적인 조사, 분석,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도적인 뒷받침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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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우리 나라가 1989년에 GATT BOP 조항을 졸업하게 되고 개방화가 시작되면서, 정부는 1989년에
농업개방에 대비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0년에 「농
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서 농업관측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내용도 구
체화되었다.
농림수산부는 이 법에 근거하여 1994년에 농업관측협의회를 구성하고 11월에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협의회는 전문가 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위원장은 농림부 특작원예국장이 맡기로 하고,
관측품목은 고추, 마늘, 양파, 파, 고랭지 무, 고랭지 배추, 김장 무, 김장 배추 등 채소로 한정하였다. 그
리고 연구원이 품목별 농업관측소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연구원은 1995년부터 농업관측 전담팀을 구성하여 관측정보의 수집 및 분석, 수급 예측 및 전망, 관측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인물 제작 및 배포, 공중매체 정보 분산 등을 담당하였다. 1996년 9월부터 매월
농업관측협의회를 개최하여 품목별로 수급 및 가격동향과 전망을 분석하여 『관측월보』를 제작 배포하
고 공중망을 통해 전파하였다. 즉, 농업관측사업이 시작된 지 약 30년 만에야 비로소 체계적인 조사, 분
석, 공표의 틀을 갖춰 관측사업이 제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관측사업의 주관부서와 운영기관 간 업무협조 미흡, 책임한계 모호 등의 문제가 뒤따르게 되었
다. 농업관측협의회는 단순한 협의체가 아니라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 위원회
로서 기능 강화가 요구되면서 연구원을 관측 전담기구로 지정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관측사업 전담기관으로 연구원 지정
농림부는 농업관측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1998년 12월에 ‘농업관측 기능강화 방안’을 수립하였는데, 이
방안은 농업관측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첫째, 여러 기관에서 분산 수행되고 있는 관측업무를 일원화하여
농업관측정보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둘째, 합리적인 영농계획 수립과 농업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장단기 농업관측정보를 제공하며, 셋째, 농업관측을 통한 적정 생산으로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넷째, 공공성과 객관성이 보장되는 조사, 분석, 분산으로 관측정보의 신뢰성을 회복한다고 하
였다.
농림부는 농업관측조직체계의 형태로 4가지 대안을 검토하였는데, 제1안은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에 농업관측과를 설치하여 조사, 분석, 분산을 담당하는 방안, 제2안은 농업정보통계관실이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연구원에 분석을 전담하는 중앙농업관측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제3안은 당시 체제를 유지하며
연구원과 축협중앙회의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방안, 제4안은 중앙농업관측소를 신설하는 방안이었다.
당시 연구원의 박상우 원장은 연구원에서 수행하던 농업관측업무를 강화하려는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1998년 2월에 태스크포스(팀장 이정환 수석연구원)를 구성하여 자체사업으로 제1차 농업
전망대회를 개최하고, 농업관측사업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농림부에 강력히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제2안을 채택하였는데, 그것은 네 가지 대안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연
구원의 능력과 의욕을 감안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농림부가 수립한 농업관측센터 설치 및 사업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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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원, 농·축협,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기관별 농업관측 관련업무를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이
총괄 조정하되, 농림부는 관측정보의 조사기준 및 분산방법 설정, 예산 지원과 농업관측위원회 운영 등
을 담당하고, 기초자료 조사는 농업통계관실의 지휘를 받아 농산물검사소, 농촌진흥청, 농협, 축협, 농
수산물유통공사 등 각 기관이 담당한다.
둘째, 연구원에 농업관측센터를 설치 운영하되, 농업관측센터는 단기관측팀과 장기관측팀을 두고 각
기관에서 조사 생산한 기초자료를 가공 분석하여 농업관측정보를 생산 분산하며, 농업관측센터 업무와
예산에 대한 감독은 농업정보통계관실이 담당한다.
셋째, 농업관측협의회를 확대 개편하고 그 운영은 농업정보통계관실에서 담당하며, 농림부 기획관리실
장을 위원장으로 학계, 생산자, 소비자 대표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한다.
이 계획에 의거 1998년 12월 7일에 ‘농업관측 기능강화 추진방침’이 연구원에 시달되고, 연구원은 농업
관측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1999년 세부사업계획서를 수립하였다. 1999년 1월 1일부로 직제를 개편하여
농업관측센터(센터장 이정환)를 신설하고 품목관측팀(팀장 김명환), 농업전망팀(팀장 김경덕), 동향분석팀
(팀장 김정호)으로 구성하여 정규직 11명, 위촉직 9명, 총 20명 진용으로 농업관측센터가 출범하였다.
출범 초기의 품목관측팀은 단기관측 품목으로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파 등 6개 채소류에 사과, 배, 포도 등 3개 과실류를 추가하였으며, 매달 정
해진 일자에 『관측월보』를 발간하였다. 이를 위해 9개 품목의 2,600호 표본
농가를 선정하여 매월 전화조사를 통해 식부실태 및 의향을 조사하고, 주
산지의 유통 전문가 320명을 모니터로 위촉하여 지역별 지방자문회를 구
성하고 지역 동향을 파악하였다. 이 두 가지 조사결과와 가락동 도매시장
등 전국 주요 공영도매시장 반입량, 경락가격 분석결과의 일치성을 점검하
였다. 또한 품목별 유통인, 농협중앙회 및 주산지조합의 유통담당자, 품목
별 조직의 담당자, 수급 관련 공무원 및 관련기관, 기상청 등으로 중앙자
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달 관측분석결과를 심의한 후 발표하였다. 『관측
월보』는 3만 여부를 유인하여 전국 농협, 농업기술센터, 시·군, 도매시장에
배포하고, 연구원과 농림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또한 농업전문지들은
매월 관측결과를 상세히 게재하였다.
농업전망팀은 한국 농업부문 계량경제모형인 KREI-ASMO를 이용하여
농업부문 10년 예측치를 매년초 농업전망대회에서 발표하였다. KREI-ASMO는 1996년에 초기 모형이
개발되었던 것으로, 농업관측센터 설치와 농업전망대회 개최를 계기로 2000년부터 매년 업그레이드되었
고, 2001년에는 축산부문까지 확장되어 농업부문모형으로서의 완성도가 높아졌다. KREI-ASMO는 품
목군별 수요, 공급, 경지면적 배분, 농업부가가치 등을 추정하는 농업부문 모형이므로, 이와는 별도로
개별 관측품목 수급모형인 KREI-COMO를 구축하여, 두 모형간 상호 검증, 보완이 되도록 하였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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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동향분석팀은 분기보 『농업농촌경제동향』을 발간하여 품목별 동향을 비롯한 농업과 농촌경제, 농정
의 최근 동향을 분석·정리하였다.
2000년에는 축협중앙회의 축산관측사업을 인수하여,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5개 품목에 대
한 조사, 분석, 분산체계를 갖추는 한편, 감귤, 수박, 참외, 오이 등 과일과 과채류 품목을 추가하여, 총
18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표본농가와 모니터가 2배 이상으로 증가되었다. 또한 고랭지 무,
배추에 대해서는 주 출하기인 7~10월에, 마늘, 양파에 대해서는 파종기인 9~10월에 속보를 발간하여
정보의 신속성과 실용성을 높였다. 또한 중국 고추, 마늘, 양파 주산지인 산동성에 해외 모니터를 위촉
하여 중국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0년 6월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연구
원이 농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고, 7월에는 농림부 훈령 ‘농업관측실시요령’이 제정되어 농업관측
사업의 법적체계가 완성되었다.
농업관측사업의 확대
2001~2008년에 정부는 농산물수급안정과 효율적 유통체제구축을 세부시책의 1번 과제로 제시한 만큼
농업관측사업 강화와 고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맞추어 연구원의 관측업무도 확대하였다.
관측대상 품목 수는 1999년 9가지(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 파, 사과, 배, 포도)에서 계속 증가하
여, 2000년에는 18가지(오이, 감귤, 수박, 참외,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2001년 24가지(감자,
당근, 양배추, 호박, 토마토, 단감), 2002년 26가지(복숭아, 딸기), 2006년 27가지(풋고추)가 되었다.
2005년에 쌀의 WTO 관세화 유예기간이 연장되면서 밥쌀용 쌀이 수입되기 시작하고, 수매제도가 공공
비축제로 바뀌면서 가격이 불안정해지자 쌀을 관측품목으로 추가하였고, 2007년에는 벼 생산조정제 여파
로 콩 가격이 폭락하자 콩 관측이 시작되었다. 2010년에는 버섯, 오리가 추가되면서 31개로 확대되었다.
2012년에는 국제곡물(밀, 옥수수, 대두, 쌀)에 대한 관측이 추가되어 총 35개 품목에 대한 관측이 시행
되고 있다.
해외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중국, 미국,
칠레, 일본 등에 모니터 요원을 두고 주재국의 생산, 유
통, 가격 등 수집·분석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하여는 2004년에 중국 농업부 정보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2005년부터 중국 주요 도매시장의
농산물 가격정보 등을 수집·제공하고 있다.
2000년대에는 디지털화라는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였다. 그 전에는 종이 조사표와 전화조사에 의
존하였으나, 관측품목이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조사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였으며,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2004. 1. 29. 농업전망 2004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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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정보의 신속한 확산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2002년에 ‘농업관측정보센터’로 개칭하고
농업정보화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정보화팀’을 신설하였다. 농업관측정보센터 홈페이지는 관측정보
를 확산하기 위한 온라인 서비스로 품목관측정보, 농업농촌경제동향, 농업전망, 도매시장 반입량 및 가
격 등을 제공하였다.
2004년에 농업관측조사 및 조사결과 관리를 위해 농업관측웹조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20
00년에 구축된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을 개선한 것으로, 전화조사원조사, 메일조사, 온라인 FAX 조사
등을 웹 환경에서 제공하였다.
2006년에는 농업관측통계정보시스템(OASIS)를 완성하였다. OASIS는 2001년에 구축한 농축산물 생
산 및 수급분석 시스템을 개선한 것으로, 유관기관 통계 및 가격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
록 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다. 2007년부터는 인공위성 정보의 농업관측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
여, 2009년에 논벼 재배면적 조사 시범사업, 2010년에는 논벼 작황조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009년에는 농산물소비관측사업을 착수하였다. 농산물소비관측은 주요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가격동향을 분석하고, 소비의향 등을 조사, 제공함
으로써 소비자의 농산물소비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생산자에게 소비자
가 원하는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다.
소비자 모니터 1,500명을 확충하고 그중 490명을 패널로 지정하여 매월
소비의향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분기별 음식점 소비실태 조사
결과 등 소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관측정보 제공 면에서 기존의 소극적인 배포 방식 이외에 찾아가는 관측
정보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2004년부터는 ‘e-농업관측’ 이메일을 발송하고,
2006년부터는 ‘농업관측알림’ SNS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13년에는 관측
센터 카카오스토리를 개설하여 회원들에게 관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1998년 연구원 강당에서 150명으로 시작한 농업전망대회는 매년
참석자가 늘어 2001년 제4회 때에는 1천 명을 돌파하였고, 2004년부터는
농업전망과 아울러 주요 농정이슈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도 발표하였다.

농업관측본부 카카오스토리

2011년에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전망대회가 치루어지
지 않기도 하였다. 2012년까지는 서울에서만 전망대회를 실시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등으로 나누어 개최함으로써 지방 참가자들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매년 3천 명 이상이 참석하고
있다.
관측사업의 고도화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52개 생필품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물가관리를 하였다. 이를 위해 농식
품부는 채소류, 축산물 등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축산물수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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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위원회를 운영하였다. 위원들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이다.
채소류, 축산물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측센터는 2010년부터는 배추, 무, 양파, 파, 육계, 돼
지 등 6개 품목에 대하여 중기선행관측을 시작하였다. 기존의 품목 관측이 2개월 정도의 단기적인 출하
량과 가격 예측에 그쳐 출하 조절과 수급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어 중기관측도 실시하게 되었다. 중기관
측은 차기 작형의 생산규모를 조절하고 수급대책 마련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3~6개월 전에 출
하기 수급과 가격을 예측하는 것이다. 또한 예측된 가격 수준에 대하여 ‘경계’, ‘주의’와 같은 조기예보지
수도 산출하여 수급조절정책에 활용토록 하였다.
2013년에야 비로소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근거가 농안법 시행규칙으로 법제화되었고,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 5개 품목에 대한 수급조절매뉴얼이 제정되어 매월 가격대별로 위기구간을 설정하고
위기구간별 정부대책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2013년부터 농업관측 고도화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측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작황예측 모형에 생물학적 요인을 반영하고, 축산 분기모형을 월
별 모형으로 개선하여 조기예측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표본농가와 모니터 요원을 확대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체제 강화와 품목단체를 활용한 정보수집 등을 통해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또
한, 지리정보시스템(GIS)를 이용한 관측정보 제공시스템을 개발, 주산지 정보를 그래픽 위주의 지리정보
와 연동하여 현행 텍스트 양식보다 쉽고 직관적인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여, 관측정보의 활용범위를 확
대하였다.
한편, 기상변화가 심한 6~9월에 고랭지 배추, 무의 작황, 생산, 출하동향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2011년부터 ‘관측기동반’을 운영하여 주산지 생육상황, 병충해 상황 등 GPS 기반 정기적 영상을 상황실
에 실시간 공유하여 수급조절 담당자, 농진청 전문가 등과 수급조절, 방제 등의 대처방안과 대책을 마
련하고 있다. 농업관측상황실은 2013년 대전에 개설하여 2015년에 오송으로 확장 이전하였다. 2017년
에는 배추 주산지동향, 가격동향, 기상상황에 대한 일보, 주보도 공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실 운영체제는 물가안정 측면의 단기 정책수요에 의한 것으로, 관측 담당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급작스런 기상 이변으로 가격폭등이 일어날 경우, 농업관측의 적시성과 정확성 부족을
탓하는 언론 보도가 종종 나온다. 정부의 물가안전대책 구조가 관측 결과에 따라 수급안정매뉴얼이 작
동되는 한 이 문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물가정책 수요에 의한 단기 시
황 점검은 가급적 최소한에 그치고,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 등 시장참여자들에게 중장기 수급정보를 공
급하는 중장기 관측을 강화하는 것이 민간주도의 시장경제체제와 합치하는 발전방향일 것으로 보인다.
농업관측 품목 확대
1999년 농업관측 전담기관으로서 농업관측센터가 출범한 이후 2017년까지 관측품목은 9개에서 35개
로 증가하였고, 인력은 20명에서 60명으로 증가하는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품목별로 농가, 유통인,
소비자, 정책담당자 등의 정보 수요에 차이가 크며, 그에 따라 업무량과 근무평가 차이가 크다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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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도 야기된다. 따라서 관측품목수를 줄이고, 주요 품목에 자원을 집중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관측센터와 연구부서간의 잦은 인력 교류, 위촉직 운용 등에 따른 관측인력의 비전문성 문제가 타
기관으로 업무이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농업관측의 발전
연도

주관부서

운영기관

1967~1975

농림부

농협중앙회

1976~1977

농수산부

국립농업경제연구소

1978~1979

농수산부

농업통계담당관실

1980~1994

1995~1998

관측 품목

벼, 콩, 땅콩, 감자,
고구마, 참깨, 고추,
보리, 쌀보리, 밀,
맥주맥, 마늘, 양파,
유채, 김장 무,
김장 배추

조사주기

식부의향면적,
식부면적

연 1~2회

식부의향면적,
식부면적,
작황, 예상수확량

연 4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등

식부의향면적,
식부면적, 작황,
예상수확량, 가격

수시

축협중앙회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사육, 수급

분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팀)

고추, 마늘, 양파,
파, 배추, 무

식부의향면적,
식부면적, 작황,
예상수확량, 가격

매월

농수산부

농림부

주요 동향/
전망 관측내용

채소 8
과일 7
과채 7
1999~2017

농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임산물 6
버섯 2

매월, 수시
식부의향면적,
식부면적, 작황,
예상수확량, 가격,
수출입, 해외시장,
중기전망

쌀, 콩,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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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매월
매월
매월
격월

국제곡물 4

수급, 가격

매월

축산 6

사육, 수급,
가격, 중기전망

매월,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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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측 자원체계 구축과 모형연구
농업관측 정보의 수집·분석·분산 체계 정립
농업관측사업은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신속하게 정보수요자에게 전달되어 정보수요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 일환으로 정보수집체계 및 분산체계를 강화하였다. 정보수집체계는 1999년에
현 농업관측센터 설립 초기에 표본농가 조사는 우편으로 지역의 관측 모
니터에게 팩스로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조사 자료를 이용하
여 생산 및 수급분석을 위해 2000년에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국전산원 용역과제)과 2001년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분석 시스템 구축사
업을 통해 농업관측정보 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분석된 정보의 분산
은 관측월보를 통해 이루어졌다. 관측월보는 농협, 농업기술센터, 광역시·
도·시·군, 작목반, 표본농가 및 모니터에게 우편으로 전달하였으며, 농업전
문지(농민신문, 농수축산신문, 한국농어민신문 등)에 게재하였고, 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 정보생산 즉시 연구원 홈페이지, KBS 라디오를 통해
서 익일에 방송되었다.
2002년에는 농업관측전담기관으로서의 위상확립을 위해 우편조사에서
전화조사방식으로 전환되었고, 디지털화라는 새로운 요구에 직면하게되어
농업정보화팀을 신설하였다. 정보화팀에서는 유관기관(농진청, 농협, 농산
농업관측본부 모바일 웹

물 유통공사, 도매시장) 자료를 농업관측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농업관측 업무가 한층 신속성을 갖게 되었다.

2004년 이후 농업관측 정보화사업으로는 ‘PDA를 활용한 산지정보 수집체계 개선사업’, ‘GIS를 이용한
관측정보제공시스템 구축사업’, ‘ 물류 및 저장정보 수집을 위한 연구사업’ 등이 있었다.
농업관측웹조사시스템은 2000년 구축된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DB)을 개선한 시스템으로 농업관측
조사와 관련 조사표 및 조사결과 관리를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전화조사원 조사, 메일조사, PDA
조사, 온라인 FAX 조사방식을 웹 환경에서 제공하고 있다. 본 시스템은 이전까지 서면조사에 의존하던
형태를 웹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업무효율과 신속성을 향상시켰다. 특히 조사 중 실시간으로 조사결
과를 확인함으로써 품목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조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농업관측통계정보시스템은 2001년도에 구축된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분석시스템을 개선한 시스템으
로 농업관측을 위한 유관기관 통계 및 가격자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2005년 이후 농림수산정보
센터(AFFIS), 중국농업부 정보중심 등과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2007년 현재 기초 자료(가락시장가격
외 24개 콘텐츠), 관측통계정보(가락시장 가격 및 반입량 외 11개 콘텐츠), 지리 분석정보(생산정보 GIS
외 2개 콘텐츠) 등 3개 방식으로 총 40개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유관 기관자료는 농림수산정보센
터(AFFIS)의 자료공유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30대 도매시장 가격· 반입량 자료 및 농업통계, 소매상

243

연구사업의 전개

POS자료 등이 있다. 관측센터의 정보확산 방법으로 모바일 웹(web)을 통해 농업관측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품목동향에 도매시장가격 및 반입량 정보, 소비관측 웹을 통해 소비의향지수, 소비패턴, 농산
물 구매요령 등을 제공하고, 알림광장 웹에서는 관측정보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2009년에는 관측사업의 고도화를 위해 농업관측업무에 원격탐사 도입을 위해 벼 재배지역에 대해 위
성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벼 재배면적을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 벼 재배면적이 비교적 넓은 당진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자료 확보가 가능한 아리랑 2호 위성 영상을 활용하
여 시범연구를 수행하였다.
2013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정보 교류 및 신속한 수급 대책수립을 위해 농업관측상황실을 설치 운
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고랭지지역에 각종 센서에서 수집된 기상정보는 무선
으로 전달되는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작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기상자료를
직접 수집하고, 축적된 기상 정보와 산지기동반 생육조사결과(3.3㎡당 포기수, 키, 엽수)를 활용하여 보
다 현실적인 단수모형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드론을 이용한 생육 영상분석 및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농산물 단수예측모형개발을 추진 계획 중에 있다.

USN 5기 운영 중(강원도 안반덕 3기, 귀네미 1기, 매봉산 1기)

농업총량모형 KREI-ASMO
1978년 연구원 설립 이후 연구원은 농림경제 및 농어촌 사회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농
림정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중장기 농림경제계획 및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담당해왔다. 이러한 목
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우리나라 농업의 장단기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결정자들이 제안할 수 있
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의 결과를 거시적,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일
환으로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MSU)과 공동연구를 통해 한국농업부문모형(Korea Agricultural Sector
Model; KASM)을 개발하였으나, 충분한 시계열 데이터 부족과 모형운영 미숙으로 모형개발 및 운영은
잘 진행될지 못했으며 모형의 초기 발전 단계였다.
1990년대 이후 한국농업은 시장개방과 보조금 감축 등 시장경제 원리가 강화되었고, IMF 위기 등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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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제여건도 급격히 변화하였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분석
및 전망이 필요하게 되어 과거보다 모형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KASM 모형을 근간으로
1995년 연구원은 KREI-ASMO(Agricultural Simulation Model)를 개발하였다. 모형의 주요 특성인 균
형가격 도출방식은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균형을 이룰 때 균형가격을 도출하는 방식이 아닌 축차모형
(recursive)방식으로 설계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수요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역수요함수를 이용하여
균형가격을 도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KREI-ASMO는 우리나라 농업부문 연간 전망모형으로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보다 견고
한 모형으로 유지·발전시키면서 그 신뢰도와 활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매년 각 변수를 갱신·수정하였으
며, 농업전망 발표대회를 통해 장기 전망치를 제시하였다. 조재환 외(1995)는 농업성장율 결정모형과 농
가 인구 결정모형을 구축하여 농업부문 총량지표 전망을 시도하였고, 이정환 외(1998)는 개발 초기에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남은 KREI-ASMO 모형을 전반적으로 개량하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재작성
하여 장단기 예측에 활용하였다. 김경덕 외(1999)는 KREI-ASMO의 전체 구조, 개별행태방정식 추정결
과, 경지배분모형 구조 등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KREI-ASMO 전체구조를 처음으로 소개하였다는 데 의
의가 있으며 국제 쌀 부문모형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이후 지속되지 못했다. 김배성 외(2003)는 KREIASMO 모형을 전체적으로 검토·보완하였으며 운영기반을 연구자들이 널리 이용하고 있는 Eviews로 전
환하였고, 조성열 외(2004), 김배성 외(2005), 김명환 외(2006, 2007), 조영수 외(2008)는 기존에 개발된
KREI-ASMO를 바탕으로 ASMO DB 자료갱신과 이에 따른 개별행태방정식 추정, 모형 구조조정 등의
결과를 소개하고 향후 연구과제들을 제시하였다. 김명환 외(2007)는 KREI-ASMO의 18개 분석 품목을
53개로 세분화하여 모형의 현실 설명력과 전망능력을 높이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ASMO에도 근본적인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전체 경지면적을 하나의 행태방정식으로 추정
한 후, 품목별로 면적을 배분하는 top-down 방식의 경지배분모형으로 품목별 재배면적 전망치의
up&down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축산부문 및 낙농 모듈은 동물학적 생태방정식
을 반영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다. 또한 FTA 등 통상부분 사전 영향분석에 있어서
주도가격모형을 사용하였는데, 자유무역효과분석에 한계점을 나타냈다. 주도가격모형이란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중 낮은 가격이 국내 균형가격으로 결정되는 구조인데, 우리나라가 타 국가와 FTA를 체결할
경우, 매년 국내 균형가격은 수입가격이 된다는 것으로,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고, 과대추정결과를 초래
할 소지가 많았다.
농업총량모형 KREI-KASMO
국내외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분석 및 전망이 필요하게 되었고 ASMO
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2008년 연구
원은 미국 미주리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였고, 미주리대학교 내에 위치한 미국 식품농업정책연구소
(FAPRI)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 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기존의 관측모형(KREI-COMO)와 K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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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O를 비교 분석 후, 통합하여 KREI-KASMO(Korea Agriculture Simulation Model)를 새로 개발하
였으며, 축산 분기모형 중 낙농과 산란계 품목을 추가 개발하였다.
KASMO는 한국 농업부문에 국한된 동태부분균형(dynamic partial equilibrium)모형으로 국제시장
및 비농업부문 시장은 모형에서 외생 취급된다. KASMO는 주요 거시변수 전망부문, 투입재 가격 전망부
문, 재배업부문 전망부문, 축산부문 전망부문, 농가인구 전망부문, 총량부문 전망부문으로 크게 6개 부
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문은 상호 연계되어있다(생산 및 소비대체, 무역창출·전환 효과분석).
KREI-KASMO는 경종부문모형에서의 재배면적 전망치 추정은 기존의 top-down 방식에서 bottomup방식으로 변환하여 품목별 재배면적반응함수를 사용하였고, 기상변수를 고려한 단수함수, 수요와 공
급이 동시에 균형을 이룰 때 균형가격을 도출하는 방식의 simultaneous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FTA 분
석을 대비하여 수입수요함수는 품목별/용도별/국가별로 구분하여 구축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에
연구원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함수형태를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KREI-ASMO에서의 취약점이
었던 축산모형을 생태학적 접근을 통해서 새롭게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망 및 정책시뮬레이션에
서 모형운영자의 편의를 위해 모형을 엑셀모형으로 개발하였다. KREI-KASMO는 연구원에서 매년 개최
하는 ‘농업전망대회’의 품목별, 농업부문 및 농가경제의 전망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책 시뮬레이션
을 통해 정부의 농정방향설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여건 변화에 대
한 사전(ex-ante)·사후(ex-post) 영향분석, 동식물검역(SPS)영향분석, Brexit 등 국내외 거시경제변화에
대한 농업부문 영향분석, 쌀 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송아지 생산가격안정제, 잉여원유 쿼터제도,
기후변화, 채소류 생산조정제 등 농업정책 연구보고서에 활용되었다. 또한 한국은행 조사국에게 분기별
또는 반기별 농업분야 전망치를 제공하고 있다.
KASMO는 연구원 연구관련사업으로 2009년부터는 매년 수정·보완하고 있다. 한석호 외(2010)는 조
사료 모듈과 오리 품목을 추가하고, 농촌·농가인구모형인 KAP(Korea
Agricultural Population Model)를 개발하여 KREI-KASMO와 연계시켜
전망능력을 향상시켰으며, 데이터베이스 갱신 및 모형 내 개별형태 방정식
과 품목 모듈 및 총량 모듈을 재조정함으로써 모형의 설명력을 향상시키
고자 하였다.
특히, 농촌·농가인구모형(KAP)은 코호트별 농가인구, 호당인구, 농가호수
를 전망한 후 호당 농가소득 등 농가경제지표들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농촌·농가인구모형은 계량경제모형과 코호트모형을 혼합하여 인구의 생태
적 특징을 반영하여 코호트별로의 인구전망이 가능하게 하며 경제적 쇼크
에 대한 인구전망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농업인구
의 특징인 이농률을 반영하기 위해, 경제적 쇼크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
능하도록 KREI-KASMO와 연결되어 있다. 우선적으로 이농이 없을 경우
의 코호트모형을 구성하고 경제적 쇼크에 대한 이농률 추정은 도시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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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의 상대소득을 이용하여 회귀한 후 이 이농률을 코호트에 투여하여 경제쇼크에 대해 농업인구
가 동태적으로 움직이도록 구성하였다.
한석호 외(2011)는 생강, 시금치, 상추, 약용작물, 벌꿀 수급방정식을 추가하여 품목을 확대 하였다. 김
명환 외(2012)는 밭농업직불제를 반영하기 위해 밭농업직불제 모듈을 추가하였고, 김명환 외(2013)는
국제협력, 통상 등 FTA 시나리오 연구 시에 보다 쉽게 파급효과 분석을 할 수 있도록 FTA 모듈을 따로
구성하였다. 박지연 외(2014)는 쌀 수급모형에서 쌀 관세화 전환에 따라 향후 관세, 수입단가, 관세할당
물량(Tariff Rate Quota; TRQ)등에 관한 시나리오 분석 등을 위한 모듈 수정을 완료하였다. 한석호 외
(2015)는 모형 반영률을 개선하기 위해 9개(녹두, 팥, 연초, 양잠, 카위, 파프리카, 자두, 매실, 혼합조미
료 및 기타소스)의 품목 수급모형을 신규 개발하였으며 농산물 시장 개방이 우리나라 농업 분야에 미치
는 영향 분석을 위해 FTA 대상 국가의 주요 수출입 품목에 대한 세분화 및 수출입 함수의 신규 구축 및
추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 체결 FTA 이행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사후영향평가를 위해 동태적
사후 경제적 영향평가 시뮬레이션 모듈을 개발하였다.
2016년 기준, KASMO는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생산액 기준(87개 품목), 재배업 62개, 축
산업 11개 총 73개 품목(방정식 및 항등식 6,500개)으로 구성되었으며, 2014년 생산액 기준으로 재배업
의 98.0% 축산업의 98.8% 등 전체 농업의 98.3%를 포함하고 있다. 나머지 1.7%는 품목군으로 포함하
여 분석하며, 또한 가공·반가공 농산물의 수입량 영향평가 모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내 생산이 없
으나 국내에서 소비에 영향을 주는 농산물(오렌지, 열대과일 등)도 포함되어 있다.
연구원의 농업총량모형 운영 및 개발과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통해 예측
력 및 영향분석 등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모형의 현실 설명력과 전망능력을 높이기 위한 모형
구조 검토 및 개선 작업의 지속적 수행이 필요하며, 품목 및 정부정책을 세분화하고, 추가적인 축적을
통해 꾸준히 분석 모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행태방정식의 지속적인 검토를 위해서 품목별
추정 재배면적, 품목 간 면적 경합성 및 결과적으로 도출되는 전체면적의 현실적 합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국제 농업무역모형 개발은 기존 KREI-KASMO의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한 환류
효과(feedback effects)를 모형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한 환류효과를 모형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
국 FAPRI 및 USDA/ERS와 OECD/FAO와 같이 국제농업모형 개발을 통해 모형개발 프로젝트를 시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중장기적으로 농업에 국한된 경제효과를 넘어서 국가산업 전체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산업연관분석과 일반 균형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국제모형 AGLINK
2000년대 이후에는 시장경제 원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낮은 식량 자급율로 인해 식량 안보 측면
에서 세계 농산물 수급에 대한 분석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보다 객관적인 분석
을 위해 모형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개발한 국내 농업 모형과 품목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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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다 발전시켜 안정시키는 동시에 세계 농업 질서 재편에 큰 역할을 하는 OECD의 세계농산물 수급
모형인 AGLINK 모형을 도입하게 되었다. 윤호섭 외(2000)는 OECD 농업전망보고를 위한 예측과 농업
위원회 산하 품목그룹회의를 위한 정책실험 결과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AGLINK 모형 운영과
분석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였다. 모형 운용방식과 프로그램 구조를 파악하고 다양한 정책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였으나 이후 김배성 외(2003) 연구까지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김배성 외
(2003, 2004, 2005, 2006)는 OECD AGLINK 모형을 이용하여 세계 농산물 수급전망, 세계 쌀 농업 현
황 및 전망, 광우병 발생에 따른 국내시장 파급영향, 한국 쌀 모듈 구조 검토 및 개선점 제안, 한·중·일
주요 농산물 수급 비교·검토 등의 다양한 응용분석을 시도하였다. 성명환 외(2006)는 OECD 정책평가모
형(Policy Evaluation Model; PEM)에 한국모듈을 추가하기에 앞서 사전적 검토 과정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고, OECD 회원국이 실시하고 있는 시장가격지지, 직접지불, 투입재보조 등의 농업정책이 해당 품목
의 생산량, 소비량, 무역량, 농가소득,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정책평가모형의 기본 구
조에 대해 소개하였다. 정책평가모형은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농업 정책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아직까지 여건이 형성되지 않아 연구원에서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조영수 외
(2007, 2008, 2009)는 세계 바이오연료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들의 바이오연료 도입확대 등에 따른 향
후 세계 곡물시장의 변화, 이상기후 발생에 따른 세계 곡물시장 수급전망 및 국내 파급영향에 대한 분
석, 세계 경제회복 속도와 국제 유가 변동 정도에 따른 세계 농산물시장의 수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현재 연구원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세계 농산물 수급 및 전망 모형이 없어 AGLINK-COSIMO 모형을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최근 모형담당 연구진의 교체 및 인력 부족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AGLINK-COSIMO 모형의 한계도 존재하여 향후 이를 보완하기 위해 OECD 사무국
과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연구원의 성장에 발맞추어 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자
체적인 세계 농산물 수급 및 전망 모형 개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품목별 관측모형 KREI-COMO
연구원의 농업관측본부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35개의 품목별로 생산량 및 가격 정보를 담은 관측보를
발간하고 있고, 월별 또는 분기별 품목의 전망치 산출을 위해 좀 더 특성화된 모형이 필요하게 되었는
데 이것이 농업관측 품목모형인 KREI-COMO(Commodity Model)이다. KREI-COMO는 관측사업 대상
품목의 수급분석을 위해 개발된 이후 지속적으로 갱신, 운용되고 있는데, 예측의 객관성과 일관성 유지
를 위해서 자료의 정리에서부터 모형의 수정·변경, 예측결과의 평가가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KREI-COMO는 매년 자료가 갱신되었으며 모수들이 재추정되고 있다. 이는 모형의 예측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수형태를 수정함으로써 경제이론과 생산·소비 실태를 반영할 수 있는 변수를 산출하기 위함이
다. 또한 시계열모형, 구조함수모형(SEM) 등 다양한 형태의 모형을 추가 개발함으로써 품목별로 다수
의 다양한 모형을 이용하여 관측에 활용되고 있다. 2010년대 이후에는 기상변화에 대응한 단수모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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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및 국제곡물모형 등이 새로 개발되었다.
연구원은 2012년 국제곡물관측사업과 더불어 세계 곡물시장에 대한 수급예측과 정책분석을 위한 국제
곡물 수급전망모형개발을 결정하고 미국 미주리대학교의 FAPRI와 공동연구를 추진하였다. 공동연구로
개발된 연구원 국제곡물 계량모형(World Grains Econometric Model including Livestock, Oilseeds,
Cotton and Sugar; GEM-LOCS)은 품목 상호간에 생산, 소비 대체로 연결되어 있는 계량경제학적 연립
방정식체계(simultaneous equation system)로 구성되어있다. 17개 국가와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계의 나머지 지역(ROW) 요소도 포함시켰다. 품목범위는
14개 품목으로 곡물류(밀, 옥수수, 보리, 수수, 쌀), 유지류(콩, 유채, 해바라기), 축산물(육우, 양돈, 육
계, 낙농), 면화, 설탕이다. 데이터는 미국 농무성 해외농업국(USDA/FAS)의 생산, 공급, 소비(PSD)데이
터베이스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생산자가격 데이터를 사용한다. 또한, HIS Global Insight가 제
공하는 거시경제 데이터 및 예측치를 사용하며, 모형에서 사용된 기타 데이터는 미국농업성의 각종 출판
물에 제공된 국제상품가격, 미국 에너지정보국이 제공한 석유가격 예측 및 여러 나라로부터의 관련농업
정책 등을 포함한다.
GEM-LOCS 모형설계의 목표는 세계 농산물시장 특히, 곡물시장의 정확한 수급예측 및 정책시뮬레
이션을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동시에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정보의 월별 갱신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
는 것이며, 이러한 2가지의 목적은 종종 서로 상충될 수 있으나 GEM-LOCS 모형이 매년 운영·개발되면
서 미래 연구수요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과 복잡성이 추가될 계획이다. GEM-LOCS은 현재 미주리대학
교 FAPRI 모형과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사용하기 쉽게 주요 모듈을 제외하여 연구에 불필요한 모듈
은 제거된 상태이나 새롭고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의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연구원의 직원이 필요에 따
라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며 구조적인 모델을 구축하였다.
기상변화에 의한 단수 변동폭이 커짐에 따라 정확한 생산량 전망은 시장참여자들의 바람직한 의사결
정과 수급 안정을 위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 따라서 생산량 전망은 기상여건을 반영한 정
확한 단수 예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업관측본부에서는 기상요인을 고려한 단수 및 생산
량 예측과 관련된 상관관계분석 연구가 진행되었고, 기상요인이 농산물의 공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집중되었다. 단수모형 대부분은 기상 요인이 농작물 단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수단
으로 패널자료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으나 기상요인과 농작물 단수간의 선형회귀방식을 이용하는 데에
그쳐 기상여건이 작물의 생육조건에 미치는 효과분석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2010년대 후반에는 제한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군 또는 읍·면 단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패널분석을
하되, 작물이 기상요인과 상관관계분석을 단순한 선형방정식이 아니라 비선형방정식 중 2차 함수형태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단수의 최적점(Optimal Point)을 추정하여 최적점을 기준으로 최적점 이전까지는
단수가 증가하나 최적점 이후에는 단수가 감소하는 형태의 방정식으로 구축하였다. 또한 점추정(Point
Estimation)방식에서 벗어난 확률추정(Stochastic Estimation)기법으로 기상청의 기상예보를 반영한 여
러 개의 기상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예측단수를 추정하여 단수분포를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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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농업 연구

농업의 국제화와 WTO 체제의 출범
우리나라는 1967년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에 가입하면서 국내 무
역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정비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수출입자유화를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당시 수출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했고, 만성적인 무역적자 하에서 수입개방을 적극 추진할 여건이 마련되지 못
하였으므로 GATT 규정 제18조의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BOP)가 적자일 경우 수입제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원용하여 사실상 농산물 수입은 규제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들어
오면서 무역규모가 커지고 국제수지도 점차 개선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자
를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해 농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추, 마늘, 쇠고기, 돼지고기 등 농산물에 대
해 수입확대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1986년부터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어 1989년 GATT에서 BOP 조
항을 졸업하게 됨에 따라 농산물 수입자유화 3개년 예시계획을 발표하게 되었다. 1986년에 시작된 UR
협상에서 농산물은 명실상부하게 GATT 체제 내로 편입되었으며 1993년 12월 UR 협상타결로 농산물
무역은 본격적인 자유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아울러 1995년 1월부터 WTO 체제가 출범하고 2001년부터
DDA 협상이 시작함에 따라 국내 농업은 또 다시 추가적인 개방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연구원의 통상관련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회적인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수행
되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소위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개방농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농산물 수
출입 및 교역관련 제도를 다루었으며 1980년대 후반
UR 협상이 출범하면서부터는 UR 협상대책, 시장개방
영향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1990년대에는 UR 협상 타
결에 따른 영향과 대책, 관세제도의 개편, 품목별 대책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2000년대에 들어
와서는 새로 출범한 DDA 협상의 진전 상황에 따른 대
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1996년 OECD
가입 후에는 환경문제, AgLink 모형 등에 대한 단편
적인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
는 농업위원회와 산하 3개 작업반에서의 구체적인 의
1999. 10. 29. 차기 WTO 농업협상의 전망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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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가 매년 수행되었다. 아울러 2004년의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 2000
년대 후반의 쌀 조기 관세화 논의, 2014년의 쌀 관세화 전환에 대한 논의에서도 연구원이 중심에서 연
구를 기획하고 논의를 이끌었다. 이하에서는 연구원 개원 이래 1980년대 중반까지의 시장개방에 대응한
초기 연구,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의 UR 협상 및 영향에 대한 연구, 2000년대 이후의 DDA
협상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소개하고, 아울러 쌀 관세화와 OECD에 관한 연구도 기술하고자 한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초기 대응
1980년대 중반까지의 농산물 무역관련 연구는 많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의 상황이 국내 농업구조조
정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었고 국제적으로도 농산물 무역 협상은 별로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70
년대 말부터 경제기획원을 주축으로 한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정책에 대해 이를 비판하고 농업계의 입장
을 반영하여 농산물 수입은 선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농산물 수입정책 방향, 수입확대
에 대응한 효율적인 수입관리 방안, 수입개방시대를 맞이한 농업의 과제 등에 대한 정책협의회시리즈가
발간되었다. 『무역정책과 농업발전』(1983)은 농산물 무역정책 방향, 향후 수입수요 예측 등을 다루었
고, GATT에서의 뉴라운드협상 출범 논의에 대비하여 『개방체제에 대비한 한국농업의 대응방안』(1983)
은 1980년대 들어와 미국과 EC 등의 수출보조금 급증으로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의 수출경쟁이 심화되
는 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대응방안을 다루었다. 또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압력에 대비한 관
세 등 농산물 수입관련 제도의 정비방안, 농어촌지역개발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농수산물 수입액의 일정
비율 범위내 부과하는 수입부과금제도의 도입상 문제점과 그 영향분석도 이루어졌다. 한편 『농림수산
물무역 기본통계』(1981)는 우리나라 농산물 무역관련 통계를 정비하여 무역관련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
였다.
UR 협상의 대책과 영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1986년부터 시작된 UR 협상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협
상과 대책에 관한 연구』(1988)는 각국의 협상제안서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제안서 작성방향 등 협상
대책을 제시하였다. 협상이 장기간 진행되면서 『UR 농산물협상 및 수입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1991)를
비롯하여 다수의 연구에서 협상 논의동향과 전망, 협상전략에 대한 분석들이 수시로 제시되었다. 한편,
UR 협상이 우리나라 농업에 미칠 영향과 국내 대책에 대한 사전 분석들도 추진되었고, 1990년 이후에
는 UR 협상의 농기계, 농약, 비료 등 농자재와 대두, 식량작물, 그리고 수산물 분야 수입개방대책도 제
시되었다. 『세계농산물 교역질서 변화와 한국농업』(1991)에서는 UR 협상타결과 EC 통합으로 인하여 국
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수입비용이 증가하므로 식량자급을 위한 생산과 저장의 확대, 수출증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UR 이후 농산물 무역정책의 방향』(1991)과 『UR 이후 농산물 가격정책 조정방
향 연구』(1992)는 농산물 무역정책과 가격정책의 조정방향을 제시하였고, UR 협상 타결로 수입이 증가
하여 농가 소득이 감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생산중립적인 직접소득 보조방안도 제시되었다. UR 협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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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결된 후에는 『UR협상백서』(1994)를 발간하였다.
UR 협상의 타결은 국내 농업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고 따라서 UR 협상 결과에 따른 영향과 대책에
대한 연구가 쏟아졌다. UR 타결이 국내 농업에 미칠 파급영향은 『UR 타결에 따른 농축산물시장개방의
파급영향 분석』(1993)에서 계측하였다. UR 이후의 무역정책과 관련하여 『WTO 체제하의 농산물수입관
리 방안에 관한 연구』(1994)는 관세화 이행에 따른 효율적인 수입관리제도 운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한, 시장개방으로 인한 수입량의 증가에 대비하여 동식물 검역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로 『동식물검역의
대내외 여건변화와 대응방안』(1993)이 수행되었고, 수산물 수입검사 및 검역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UR 협상이 부문별로 콩, 식량작물, 축산물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었고, 『농산
물 시장개방 영향 및 대책의 지역별 유형화』(1994)는 시장개방의 피해를 지역별로 유형화하여 지역단위
대책을 제시하였다.
한편, UR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낙후된 관세제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되었는데, 『농산물 및 식품관련 관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1998)는 농산물 관세품목
분류체계 개편방안으로 누진관세체계, 관세단계의 확대, 과세방법의 다양화 등을 제시하였다.
DDA 협상과 비관세조치에 대비
UR 협상은 농산물 교역에 대해서도 GATT 규범내로 편입시킨 최초의 다자간 협상이었지만 협상 결과
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인식아래 UR농업협정문 제20조에서는 이미 후속협상을 UR 협상 이행기간 종료로
부터 1년 전에 개시할 것을 명시(기설정의제, built in agenda)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WTO에서는 1997
년부터 후속 협상을 위한 분석 및 정보교환이라는 명목으로 사전협상 준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에 따라 연구원에서도 뉴라운드를 대비하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는데, 『WTO 차기 농산물 협상의
전망과 대책』(1999)은 차기협상의 전망과 대책에 대하여, 그리고 『WTO 뉴라운드 대응 공동연구』(20
00)는 관세구조, 수입물량 관리, 국내보조 이행상황 등을 외국사례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뉴라운드 협상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
으며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이 공식 출범하였다. 이에 따
라 DDA 협상의 농업분야 협상 동향과 분야별 쟁점분
석, 국내 대책에 대한 연구가 활기차게 추진되었다. 우
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나라가 DDA 농업협상의 추
진방향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주요국의
WTO 농산물 협상 제안서 분석 및 대책수립』(2002)은
주요국의 제안서를 분석하고 쟁점을 정리하였다.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 각료
회의에서는 농업협상의 기본골격을 합의하기 위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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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였으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으로 실패하였고, 그 이후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여 2004년 8
월 WTO 이사회에서 기본골격이 채택되었다. 『WTO/DDA 농업협상 모댈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2003), 『DDA 농업분야 모댈리티 협상결과 분석 및 C/S 작성방향에 관한 연구』(2004)는 기본골격을 분
야별로 평가하고, 모댈리티 협상 전략과 이행 계획서(C/S)작성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국내보조
에 관한 DDA 협상 전략, 협상대상국별 양자협상 전략에 관한 후속연구들도 추진되었다. 한편, 관세나
보조금 이외에도 검역문제, TRQ 관리제도 등이 협상에서도 중요 의제가 되고 무역 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UR 협상이 주로 미국, EU 등 선진국들의 주도하에 선진국에 유리하게 농업협정문이 만들어 졌다는 인
식아래 DDA 협상은 이름부터 『도하개발어젠다』라고 명명하고 개도국들을 더 많이 배려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WTO 농업협상과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2002)는 국제기구의 개도국 분류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고 통계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가 개도국임을 입증할 수 있는 대응논리를 제시하였고,『OECD회
원국 농업농정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유지 논리개발』(2005)은 OECD 회원국 농정
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지표와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개도국 지위 유지 방안을 추가하였다.
DDA 모댈리티 기본 골격 합의 이후에는 2005년의 홍콩각료회의에서 모댈리티를 타결한다는 목표로
협상이 밀도 있게 진행되었으며, 관세와 보조금의 대폭 감축이 예상되면서 국내에서도 그동안 진전된 모
댈리티 수정안을 토대로 과거와 유사한 제목 하에 분야별로 많은 연구가 추진되었다. 『DDA 농업분야
모댈리티 협상 쟁점분석과 협상대책』(2005)은 민감품목 선정의 설정기준과 농업협상 3대 분야별로 핵
심쟁점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DDA 농업협상 국내보조 분야 협상전략』(2005) 은 주요국의 국내보조와 농정변화를 검토하여 국내보
조 분야의 쟁점분석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WTO 농업협상의 전개과정과 평가』(2005)는 2005년까
지의 WTO 농업협상의 전개과정과 각종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홍콩각료회의에서 모댈
리티가 타결되지 못하고 이후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던켈 WTO 총장은 협상 중단을 선언하였고, 이에 대
해 협상중단의 의미와 향후 전망, 그때까지의 모댈리티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분석과 파급영
향, C/S 작성방안에 관한 후속 연구들이 추진되었다.
DDA 협상은 2006년 11월 재개되었고 2007년 7월 세부원칙(모댈리티)초안 배포, 2008년 2월 1차 수정
안, 5월 2차 수정안, 7월 3차 수정안이 제시되는 등 협상이 급박하게 진전되었다. 2008년 7월의 제네바
소규모 각료회의에서는 모댈리티가 잠정합의 되는 듯 하였으나 농업분야의 SSM 발동요건과 일부 쟁점
을 놓고 미국과 인도, 중국의 대치로 결국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 채 결렬되고 말았다. 2008년에
DDA 협상의 타결에 대한 긴박감이 높아지면서 『DDA 농업협상 시나리오별 영향분석 및 국내대책방향』
(2009)은 협상 타결 기대 속에 계속 수정안이 제시되는 모댈리티의 영향과 대책을 분석하는 연구를 추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모댈리티가 4차 수정안까지 구체화되면서 특히,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이 전체 세
번별 대비 한도가 설정되고 세번별 소비량 배정방법이 합의된 것을 계기로 동일 실품목내에서도 세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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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를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세번별로 배정함으로써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
은 품목이 포함되도록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시장접근 분야와 국내보조 분야의 이행계획서 작성
시안을 제시하였으며, 시나리오별로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품목별 생산액 감소를 추정하였다.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2008년 12월에는 모댈리티 4차 수정안이 회람되었지만 그 이후 2013년까
지 협상은 답보 상태를 보였다. 이에 따라 DDA에 대한 연구도 2010년 이후에는 협상에서 중요 쟁점으
로 남아 있는 SSM과 국내보조에 대한 연구 위주로 추진되었다. 『DDA 농업협상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SSM)쟁점분석』(2010)은 SSM 관련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 주요국 수입 또는 수출통계를 활용하여 시
뮬레이션 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G33회의에서 발표하였다. 이 외에도 SSM 발동조건과 prorating, spill-over, cross-check 등 추가 제약조건의 영향에 대한 사례분석도 추진되었다. 국내보조에
대해서는 WTO/AMS와 OECD/PSE의 농업보조금 산출방식과 감축 논의동향을 비교 분석한 연구도 있
고, 『WTO 농업보조금 분쟁사례분석과 시사점』(2013)은 EU와 호주 등의 설탕분쟁, 미국과 브라질의 면
화분쟁 등 농업보조와 관련된 WTO의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DDA 협상에 대비
한편, 『DDA 농업협상 중간점검』(2011)은 DDA 농업협상 중간점검을 통해 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
합의 과정에서 쟁점별로 주요 그룹의 입장이 어떻게 조정·반영되었는지를 시점별로 분석하고 향후 협상
단계에서의 대응방향을 모색하였다. 2011년 WTO는 각료회의 대신 일반이사회를 개최하여 일괄타결 원
칙을 포기하고 쟁점이 적은 분야들만 우선 조기에 타결하기로 합의하지만, 2012년에는 조기 수확 대상
에 포함시킬 분야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요 협상 그룹간 입장차이가 두드러지면서 협상이 답보상태
에 머물렀다. DDA 협상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될 2013년 제9차 WTO 각료회의가 만약 일정수준
의 성과 도출에 실패한 채 종료된다면 WTO 중심의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는 물론 DDA
협상 역시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파국에 빠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WTO 회원국들 사이에서 일정한 공
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협상에서 조기수확의제로 거론되었던 무역원활화와 농업
분야 일부, 그리고 개발이슈인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조기타결 대상 분야로 지정하여 이를 집
중적으로 논의하였고, 『2013 DDA 협상과 향후 대응방안』(2014)은 이러한 2013년의 DDA 협상의 진전
사항과 발리 각료회의의 성과에 대해 정리하였다. 2014년에는 발리 각료회의에서의 결정사항에 따라 식
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 영구해법에 관한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활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2015년에는 12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제10차 WTO 각료회의를 대비하여 협상은 성과도출을
위한 수출경쟁에 집중되었고 결국 수출보조의 철폐와 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 식량원조 등에 관한 새
로운 규범 마련 등 수출경쟁부문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DDA 협상 대응시나리오 구상』(2016)은 2015
년도의 협상 진전내용과 쟁점,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마련을 연구하였다. 특히 그동안의 FTA체결 결과
를 고려하여 민감품목을 새롭게 선정하고 SSM 발동가능품목을 검토하였으며, 보조금 논의에 따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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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직불제 보완방안을 제시하였고, 수출경쟁의 합의에 따른 국내 영향과 대책을 제시하였다. 2015년 나
이로비 각료회의에서는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와 SSM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DDA 협상의 지속여부를 두고 이제 DDA 협상은 죽었다면서 새로운 협상을 하자는 미국 등 선진국과
DDA 협상을 지속하자는 중국, 인도 등 개도국들의 의견 불일치로 DDA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2010년 이후에는 DDA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협상 초중반의 왕성한 연구와 다르게 후속 연구가 간
헐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비관세 조치, 식품산업에 대한 통상정책 등으로 연구주제가 확대
되고 있다.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통상정책방향』(2012)은 그동안의 무역자유화 정책이 식품산업의
관세구조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 품목별로 명목보호율과 실효보호율을 비교하였으며, 기초농산물과
가공품간의 관세격차 및 부조화 현상 개선, 식품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비관세조치 개선 등 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통상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DDA, FTA 등의 무역자유화 협상이 진전
되어 관세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농식품분야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평가』(2010)는 GM 식품 표시제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지역화를 인
정할 경우의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효과 등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쌀 관세화에 대한 논리개발
UR의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에 대한 특별대우로 우리나라는 쌀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 관세화 유예
를 인정받았고, 그 대가로 TRQ 물량을 국내 소비량의 1%부터 시작하여 10년차에 4%까지 늘리도록 합
의하였다. 2004년도에는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할지 혹은 관세로 전환할지 결정해야 했다. 그 당시에는
DDA 협상이 조기 타결을 목표로 한창 진행 중이었고, 관세를 대폭 감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도록 협상을 해보고 만일 그 대가를 너무 많이 치러야 한다면
차라리 관세로 전환하자는 전략이 채택되었다. 하지만 DDA 협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
에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 사이의 동등성 분석은 불확실한 상황 아래 여러 대안들을 비교분석하는 방식
으로 추진되었다.
쌀 협상과 관련한 사전 준비연구로서 『WTO 쌀 재
협상의 시나리오별 영향분석과 대응방안』(2003)은 쌀
재협상의 시나리오별 영향분석을 통해 국내 쌀 시장
에 대한 파급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
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세화로 이미 전환한 일본과 대
만의 사례를 조사하고 수입쌀 관리와 정책변화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쌀
관세화 유예협상 시나리오 분석과 협상전략』(2004)
은 국제가격, 환율, 관세 감축폭 등에 대한 다양한 확
2003. 12. 10. 2004년 쌀 협상을 위한 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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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TRQ 증량을 8% 이내로 억제할 수 있다면 수입 급증의 우려가 있는 관세화보다 합리적인 선택이라
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쌀 협상 타결 이후 그 결과를 반영할 농업협정 부속서 5의 수정 및 C/
S 작성방안 등 법적 쟁점 파악 등도 연구주제로 추진되었다.
2004년의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까지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되 쌀 TRQ를 7.96%까지 증
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DDA 농업분야 모댈리티의 윤곽이 들어나면서 개도국에 대해서는 민감품
목, 특별품목 등 관세 감축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새로 소개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쌀을 조기
에 관세화 하면 TRQ 증량을 멈출 수 있고 또 DDA가 타결되더라도 관세율을 높게 유지할 수 있다는 주
장이 제기되면서 쌀 조기관세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쌀 관세화유예 3년의 평가 및 관세화대비
보완방안에 대한 연구』(2009)와 『쌀 관세화 전환의 필요성과 통상관련 검토』(2010) 연구에서는 다른 나
라의 사례와 최근까지의 DDA 모댈리티 전개과정을 감안할 때에 조기관세화가 유리함을 주장하였다. 하
지만 당시에는 한·미 FTA 비준 문제가 걸려 있어서 쌀 조기관세화가 거론될 경우 큰 사회적 혼란이 불
가피할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조기관세화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였다.
2014년 말로 예정된 쌀 관세화 유예종료를 앞두고 관세화로의 전환을 위한 논리와 관세상당치 계산,
그리고 관세화시 TRQ 이상 물량이 수입될 가능성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해외 쌀 산업연구』(2013)라는
제목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관세상당치를 계산하기 위해 국내 가격은 상품과 중품의 평균가격
을 사용하고, 국제가격으로는 중국의 수입가격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종전의 연구들에서는 일
본이 사용한 수입가격(쇄미)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주류였는데, 처음으로 중국의 수입가격을 제시하였다
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당시까지의 DDA 농업협상의 모댈리티를 감안할 때에 대부분의 시나리
오 상으로는 쌀을 관세화하여도 외국 쌀이 TRQ 이상으로 수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관세화로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보다 먼저 관세화로 전환한 일본과 대만의 TRQ 초
과수입 실태를 조사하여 관세화 전환 이후 TRQ 이상으로 쌀이 수입된 것은 수백 톤 이내의 소량에 불
과하여 관세화하여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연구보고서도 있다. 2014년 9월 우리나라는 관세화 계획을
발표하고 정식으로 WTO에 쌀 관세화 전환을 통보하였으며 이후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및 베트남 등
5개 나라가 이의제기를 하여 검증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쌀 검증협상에 대한 논리와 전략개발을
위한 『쌀 관세화 검증협상 대응방안』(2015)의 연구가 있다.
OECD 가입과 관련 연구
1996년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 경제와 농업부문에 새로운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가입 준비 단계에서부터 가입 이후의
영향 등에 대한 『OECD 가입과 한국농업』(1993)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OECD 농업위원회에는 산하 작업반으로 농업정책 및 시장작업반(APM), 농업-무역합동작업반, 농업환경합동작업반이 있으며 이들은 각기 매년 2~3차례씩 회의를 갖고 각종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또한
각 회원국에 대해 약 10년의 주기로 농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1998년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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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평가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07년에는 『OECD 정책평가모형 운영체계구축과 한국농정평가 대응방
안』 연구를 통해 OECD에서의 연도별 논의내용을 정리하고 OECD 사무국이 작성한 한국농정보고서 초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OECD의 정책평가모형(PEM)의 우리나라 모듈중 쌀과 낙농모형의
기본구조 및 시나리오별 정책실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이후 OECD에서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연구원이 적극적으로 의제 분석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연구원 자체적으로 『2008 OECD 농업분
야 논의 대응』(2008)을 수행하여 농업위원회와 시장작업반 회의에서의 의제들을 검토하였으며, 2010년
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뢰로 매년 『OECD 농업분야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후속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농업-환경합동작업반에서의 농업환경지표개발 논의에 대응하기 위하여 『OECD 농업환경지
표 개발』(2004, 2006) 연구가 별도로 수행된 바 있다. 아울러 OECD에서 사용하는 중장기 관측모형인
AgLink 모형에서의 우리나라 부문 모듈개발을 위한 연구도 추진되었다.

FTA 시대의 도래와 농산물 무역
세계 통상환경 변화와 FTA 확산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과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농산물 무역사에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관세 등 농산물 무역 관련 규범이 최초로 전체 회원
국들이 참가하는 회의에 의제로 상정되어 타결되었기 때문이다. UR 협상을 계기로 연구원의 농업통상
관련 연구 결과에 국내외 관련 당국은 물론 국민 전체적인 관심이 집중되면서 국책연구원으로서의 위상
을 크게 제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WTO 출범과 함께 추진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진행되면서 다자간 협상과 이론적으로
상충되는 성격인 지역무역협정(RTA)도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관세동맹(CU)으로
분류되는 RTA는 소수의 역내 회원국간에만 배타적인 특혜관세(Preferential Tariff)를 적용하므로 역외
국들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WTO 출범 이전에 이미 관세동맹인
아세안(ASEAN)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이 결성된 바 있다. 또한 1950년대 발족한 유럽경제공동
체(EEC)는 1993년 유럽연합(EU)으로 진화되었으며 최근 회원국이 28개국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WTO
협상 타결 이후인 1994년에는 세계 최대의 FTA 협정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되었다. 주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RTA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자유무역협정(FTA)과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기조 변화
이와 같이 WTO 출범에도 불구하고 FTA가 확산되는 배경에는 비교적 단기간에 가시적인 무역자유화
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회원국들의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UR 협상에서 타결된 농업협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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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농산물 관세를 개발도상회원국은 10년간 평균 24%, 선진국들은 6년간 평균 36% 각각 인하하는 데
에 비해 FTA는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에 대해 합리적인 기간내(within a
resonable length of time)에 자유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GATT 1994, 제24조). 많은 전문가들은 “실
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전체 품목의 약 90%, “합리적인 기간”을 약 10년으로 유권 해석하고 있다. 실제
로 대부분의 FTA 협정이 10년 내 관세철폐 품목 비율
을 자유화율로 간주하고 있다.
1990년대 말까지 WTO 등 다자간 협상에 치중하던
우리나라는 1998년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FTA 역
외국이 직면하게 되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에 따른 상대적 피해에 주목하고 세계적인 추
세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DDA 참여와 별개로 FTA를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통상정책을 전환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책실험적 성격을 지닌 최초의 FTA 상대국으
로 칠레를 선정하였다. 제조업이 약한 반면 농업이 강
한 칠레는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이라는

2000. 5. 26. 아시아지역 농산물 무역자유화의 영향과 평가

점에서 FTA를 통한 무역 증대로 호혜적인 결과를 얻
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남반구에 위치하여 거리가 멀어 운송비가 높고 계절이 반
대이므로 농산물 출하시기가 다를 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입비중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FTA 체결 후에도
농산물 수입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 방안』(1999)은 우리나라
농업부문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연구이다. 이 용역연구보고서는 자유무역협
정의 이론적 근거와 효과, 그리고 칠레의 농업 현황과 경쟁력 비교 분석 및
FTA 체결시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추정하였다. 또
한 계절관세 도입과 농산물소위원회 설립 및 FTA 발효에 따른 국가간, 산
업간 이득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자조금 성격의 ‘FTA 협력기금’ 설치를 제
안하였다. 이후 연구원에서 발간된 FTA 협상 관련 연구보고서는 대부분
상대국의 농업 현황과 경쟁력, 우리나라와의 보완 또는 경합관계 분석, 계
량 모형과 데이터에 의한 파급효과 추정, 농업분야의 대응방안과 피해보
전대책 등으로 구성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농업계의 격렬한 반발로 협상 타결 2년 후인 2004년 4월 한·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나라는 주로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 아세안(ASEAN) 10개국 등과 후
속 FTA 협정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통상정책 기조가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적 FTA’로 전환되면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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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인도, 캐나다, 유럽연합(EU) 등과 연이어 FTA 협상을 시작하게 되었다. 2006년 공식협상을 시작한 한·
미 FTA는 우리나라 FTA 협상의 절정판으로 볼 수 있다. 교역은 물론 안보와 정치외교 등 모든 면에서
긴밀한 관계에 있는 미국과의 FTA는 역설적이게도 미국에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노무현
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다. 정부간 공식협상 이전부터 스크린 쿼터 축소와 쇠고기 수입 재개, 약가 재조정
중지 및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등 소위 “4대 선결조건”의 수용에 대한 관련 업계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 등 이념단체와 농민단체들이 결성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주도
의 반대 시위에 직면하였다. 또한 2007년 협상 타결 이후에도 미국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투자자정
부소송제도(ISD)와 국내 의료비 급등 가능성 등에 대한 괴담에 가까운 우려가 확산되면서 국회 비준이
지연되었다. 결국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0월 재협상을 거쳐 2012년 3월 발효되었다. 연구원에서는
『한·미 FTA 영향분석』(2006)을 비롯하여 『한·미 FTA 품목별 영향분석 및 국내대책 수립과 D/B 보완 연
구』(2006) 등으로 정부의 협상을 지원하였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가운데 농산물 양허수준이 가장 높은 협정으로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최장 20년 이내에 관세 철폐하기로 되어 있다. 미국보다 늦게 협상에 착수하였지만 협
상 타결과 발효는 더 빠른 한·EU FTA도 축산물 관세 철폐와 함께 국내 농업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될 것
으로 우려되었다. 이런 와중에 추진된 한·중 FTA 협상은 농업부문만이 아닌 전국적인 불안감을 조성하
여 지역별, 품목별로 강력한 저항을 초래하였다. 그에 따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원예 및 축
산, 임업 등 품목단체의 한·중 FTA 대비 연구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연구원에서는 『한·중 자
유무역협정 체결시 농업부문 대응방안』(2002)을 필두로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한 농산물 양허전략 연
구』(2008)와 『한·중 FTA가 농림업 분야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추가분석』(2012)을 통해 중국과
의 FTA 협상전략과 민감품목 보호방안 및 국내대책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약 7년에 걸친 산관학 공동
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정부간 공식협상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국산 농산물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2015년 12월 발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FTA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FTA 협상 전략과 국내 대책 개발
우리나라 농업은 대부분의 FTA 협상 상대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다. 농업의 핵심 생산요소인 토지가 협
소하고 가격이 높은 것은 물론 인건비까지 비싸서 농산물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
FTA 협상때마다 취약산업인 농업 보호 논리와 농산물 관세 철폐를 제한하는 논리를 개발하여야 했다.
FTA 추진의 근거 논리는 비교우위론이다. 양국이 각자 비교우위(경쟁력)를 가진 분야에 전문화되어
생산한 뒤 무역을 자유화하면 양국 모두 자유화 이전에 비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우리나
라의 경우 지금까지 체결한 대부분의 FTA 협상에서 상대국은 물론 국내 제조업 부문까지도 비교우위론
에 입각하여 무역자유화를 주장하였다. 자본주의 경제학의 기초 이론에 바탕을 둔 자유무역 옹호론은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만큼 농업분야의 보호주의는 이론적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연구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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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UR협상 이후에도 OECD에서의 생산자보조(PSE)나 APEC의 식품공급망(FSC), 방콕협정(이후 아
태무역협정) 협상을 통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정부의 농산물 시장개입 불가피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
하여 이에 대응하였다.
UR이 다자간 농업통상연구 분야에서 연구원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제고한 계기가 되었듯이 양자간 통
상에서 연구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사건은 한·칠레 FTA라고 볼 수 있다. 무역창
출 효과와 무역전환 효과로 나누어지는 FTA의 기능은 물론 생산요소시장의 왜곡과 생산물 시장의 시
장구조에 대한 고찰까지 포함하여 최신 국제무역이론에 대한 연구 결과 등에 근거하여 농산물 무역자
유화에 대응하는 논리를 개발 및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16년까지 “FTA”와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검색어로 찾아 본 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141건에 달한다.
그 가운데 한·칠레 FTA가 4건, 한·미 FTA 관련이 8건, 한·중 FTA 관련 연구가 22건에 달했으며 일본,
동아시아, EU, 아세안 등 다른 국가들과의 FTA에 대한 연구가 32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FTA에 따른
품목별 및 지역별 국내대책 연구가 43건이었으며 기타 FTA 전반에 대한 연구가 32건이었다.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의 국내대책에 관한 연구는 『한·칠레 FTA 농업부문 영향평가』(2006)와 『한·
칠레 FTA 국내대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2012) 등 연구보고서와 농정연구 속보 등을 통해 칠레와의
FTA 체결 전후 칠레산 과일류의 수입액 변화를 계측하고 폐업지원 등 국내대책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만큼 국민적 관심속에 그 파급효과를 주기적으로 추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FTA 대책에 관해서는 『한·미 FTA 영향분석 및 국내대책 연구』(2007) 등 연구보고서와 농정연구
속보 등을 통해 다양한 연구가 있다. 또한 한·중 FTA 대책 관련 연구인 『품목별 기술수준 분석과 대응
방안』(2013) 등 분야별, 품목별 연구가 수행되었다. 하지만 FTA 파급효과 분석은 항상 농업분야 피해
계측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으며 피해대책은 농업분야의 피해보전직불제로 귀착되었다.
FTA 관련 다양한 연구 수행
우리나라의 FTA 협상이 칠레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이어 미국과 EU 등 거대경제권
과의 동시다발적 협상으로 확산됨에 따라 관련 연구내용과 주제도 다양화되고 있다. 종전의 협상 개시
이전 및 협상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보와 전략뿐만 아니라 각각의 FTA 협상 개별적인 분석이 아닌 국가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FTA에 대한 연구와 평가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FTA 협상을 체결
할 때마다 영향을 분석하고 협상전략과 피해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정부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국민경제자
문회의의 용역연구인 『농업구조조정과 FTA 추진 전략』(2006)은 그러한 연구수요를 반영하여 FTA 시
대에 지속가능한 국내 농업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중 FTA 대비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
조 변화 전망』(2011)은 농업부문의 FTA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농업정책시뮬레이션 모형개발을 시
도하였다.
이러한 종합적인 연구 결과는 관련 입법으로 이어져 2013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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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약칭 통상조약법)」이 발효됨으로써 연구원을 포함한 국책연구기관의 FTA 사전 영향 평가와 이행실
태 조사 및 보고 의무를 부여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연구원내에 FTA이행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타결
FTA의 이행실태와 농업분야에 미친 영향, 새로운 FTA 협상에 대비한 영향 분석 및 보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양자간 FTA 체결이 확산되고 있는 동안 국제 통상질서에는 또 한번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특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자간 FTA, 이른바 메가(Mega) FTA가 결성되기 시작
하였다. 주로 선진국간 FTA인 메가 FTA가 출현한 배경은 선진국 자체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양자간
FTA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소위 “스파게티 볼” 문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된다.
미국이 주도하여 2015년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미국과 유럽연합간 범대서양무역투
자동반자협정(TTIP), 그리고 중국 주도로 협상중인 역내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이 그것이다. 그에 따
라 메가 FTA가 통상분야의 새로운 연구주제로 부상하였다. TPP는 미국의 트럼프대통령 당선 이후 좌
초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연구원에서는 일찍이 2011년부터 RCEP과 TPP 관련 연구가 추진되었다. 『환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사례와 논의 동향 분석』(2011)과 『TPP 심층연구: 농업부문』(2014)을 통해
TPP 타결 이전에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FTA 확산에 따른 농산물 무역연구 심화
FTA 확산에 따라 농산물 무역에서 FTA 대상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017년 상반
기 현재 우리나라의 농산물 무역에서 FTA 회원국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81.4%에 달하고 있다.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2017)에 따르면, 농산물 수입에서 FTA 회원국 비중은 86.9%나 되
며 수출에서의 비중은 54.2%로 나타났다.
연구원에 농산물 무역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국제농업실이 설치된 것은 1985년이지만 농산물 무역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UR 협상이 한창 진행되면서 주요 수출국들의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이 가중되기 시작한 이후부터였다. 따라서 농산물 무역 연구는 주로 수입 중심이었으며 수입관리
방안과 수입량 증가에 대응한 품목별 수급정책과 더불어 관세체계 개편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 FTA 확산에 따른 농산물 수입 관련 연구는 『FTA 체결 이후 주요 수입농산물 유통실태와 경제
주체별 후생효과 분석』(2013)과 『FTA 수입농산물 유통마진 조사』(2016)와 같이 수입 농산물의 유통실
태와 유통마진의 분배 등에 관한 연구로 귀결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생활과 직결
되는 수입 농식품 검역제도나 식품안전 확보 방안 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동식물 검역
효율화 방안 및 WTO/SPS 협상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2004)는 우리나라 동식물 검역제도 효율화 방
안을 제시하였으며 『한·중 FTA 시대 양국 농식품 안전분야 협력방안』(2015)은 중국산 농식품 수입 보
다는 국산 농식품 중국 수출시 양국의 검사검역 체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과 EU,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농축산물 수입 증대로 인한 피해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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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증대 전략 연구』(2014, 2015)는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FTA 특혜관세를 활
용한 수출 확대 전략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최초의 연구보고서로 볼 수 있다. 이후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품목단체 등에서 “FTA 활용”이라는 개념이 급속하게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
는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COO)이 필요하며 품목별 원산지규정(PSR)을 충족
시키지 못할 경우 특혜관세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지적하였다.
그 밖에 농식품 수출에 관한 연구는 주요 외국의 수출지원제도와 우리나라의 수출증대 전략 또는 수
출지원제도 관련 연구, 그리고 해외시장 조사에 관한 연구가 있다. FTA 시대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서는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의 필요성과 수출물류비 보조 등 직접지원제도를 원산지 증
명 발급 지원과 수출인프라 지원 등 간접적 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남북 농업 교류협력과 통일대비 연구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경제위기와 개방, 한국의 김대중 정부 출범을 계기로 북한과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변화하였다. 이 변화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각 분야의 관심을 촉발시켰다. 우리 연구원도 그 변
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였다. 1994년부터 설치되어 있던 북한농업연구실을 확대·개편하면서 북한과 통
일농업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연구원의 북한농업 연구는 북한농업 실상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 연구, 남북 간 농
업부문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 남북통일에 대비한 정책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 등
세 방향으로 수행돼 왔으며, 해당 분야의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해왔다.
북한 농업 수행
남북 간 교류협력과 통일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북한 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1994년 연구원에 북한농업실이 설치된 직후 북한의 농림수산업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우선
추진되어 『북한의 농업 개황』과 『북한의 임업과 수산업 개황』을 발간하였다. 이들 보고서는 북한 농림
수산부문의 실상을 개략적으로나마 처음으로 소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1990년대 중후반은 북한에 경제위기와 식량난이 발생하고 심화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북한의 식량
난 실태와 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전에도 북한의 식량생산량을 간간히 추
정해 왔으나, 보다 정례적인 통계치 추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곡물생산량 추정(1996, 1999, 2000)
과 농자재 공급 추정(1995, 1999, 2000) 작업이 연이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기초연구로서 농산물 유
통과 농민시장 실태, 북한의 농업 관련 법령에 관한 연구도 수행하여 북한 농업과 제도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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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연구 수행을 바탕으로 2000년대 들어 북한 농업에 관한 기초정보와 자료가 축적되기 시작하였
다. 이에 힘입어 전문성이 강화된 연구를 추진할 수 있었다. 『북한 집단농장의 분배제도에 관한 연구』
(2001)를 시작으로 북한의 농업기반과 북한의 축산 등 각론적 연구도 수행할 수 있었다. 한편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유엔개발계획(UNDP)의 북한 농업 관련 자료를 토대로 경제위기 시기 북한 농업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연구도 수행한 바 있다. 2004년에 수행된 『북한의 농업부문 개혁·개방정책과 남북
협력』 연구를 통해서는 2000년대 초반까지 북한이 추구해 온 농업부문의 개혁·개방 정책과 개발 전략을
정리할 수 있었다. 2006년에는 10년간 북한농업의 변화를 정리한 연구로서 『식량난 이후 북한의 농업과
농정변화 분석』을 수행하여 북한 농업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였다. 이후에도 북한의 농업·
농촌 실태를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11년에는 농업조직과 농지관
리에 관한 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법을 수집해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편 연구원은 1999년 북한농업 전반의 동향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KREI 북한농업동향』에 담아 발
간한 이래 지금까지 매년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발간 초기부터 『북한농업동향』은 북한농업 관련 이
슈를 정리한 논설과 자료, 북한의 미디어에 나타나는 농업관련 기사, 대북 교류협력정책의 해설과 자
료 등을 제공해 왔으며, 최근에는 북한지역 시장의 주요 농식품 가격 동향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북한농업동향』은 북한 전문가와 대북정책 입안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와 정보를 일관되게 제공함
으로써 꾸준하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남북 농업 교류협력연구 활성화
1990년대 후반 남북관계 개선이 가시화 되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 농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
도로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 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연구원의 관련 연구도 활성화되었다. 연
구는 전반적인 전략과 정책에 관한 부분과 개별 분야의 협력방안에 관한 부분 등 두 갈래로 수행되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 중 가장 먼저 수행된 것은 『남북 농업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1999)이다.
이 연구는 남북 간 농업교류협력을 개념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중요한 접근 전략의 하나로서 대북 협력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정책화되어 민간지원단체의 대북 농
업지원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2년부터는 민간의 협력과 함께 당국 간 농
업협력에 관한 연구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5년 8월에는 남북한 당국이 ‘남북 농업협력위원회’
를 처음으로 개최해 5개 분야의 농업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연구원은 관련 연구를 미리
수행함으로써 회담 의제 개발을 지원하였다.
각론적인 연구도 수행하였다. 농기자재 분야의 현황과 협력 연구는 1998년과 2004년 두 번에 걸쳐 수
행하였다.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2000)는 민간의 남북 협력사업에 남북협
력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2001년에 수행된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제도 개선방안』 연
구는 상업적인 교역과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제도 구축을 제안하였다. 2002년과
2003년에는 국제협력을 통한 대북 농업협력 추진에 관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263

연구사업의 전개

한편 실질적인 남북 농업협력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해 특구와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남북 농
업협력 추진에 관한 연구(2002, 2003, 2005, 2006)를 연이어 수행하였다. 특구를 대상으로 한 이들 농
업협력 연구는 금강산과 개성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거나 장차 추진되어야 할 농업협력사업의 기초 모델
을 제시한 것이었으며, 이들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금강산지역에서의 대북 농업지원사업을 본원에서 직
접 추진하기도 하였다.
2007년에는 그간 추진된 농업부문의 교류협력을 회고하고 정리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남북한 농업
개발협력 추진방안 연구』는 국제사회의 지원사업을 개발협력사업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북한의 요구에
조응하여 농업교류협력의 개발협력 전환 가능성과 방안을 타진한 연구사업이다. 또 『대북 농업교류협
력사업 10년, 평가와 과제』를 수행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7년까지 민간의 대북
농업지원과 인도지원, 지자체의 농업협력, 상업적 차원의 교역과 경협, 당국 차원의 식량 및 비료지원과
남북 농업협력 합의 등 농업부문에서 수행된 교류협력사업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후 향후 발전 과제를
제시하였다. 한편 2014년에는 남북 당국 간 농업협력 추진에 관한 연구도 수행하여 당국 간 농업협력의
개선과제도 제시하였다.
이 시기에 대북 농업협력의 효과성과 지속성 증진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었다. 연구원은 『맞춤형 대북
농업협력사업 추진방안 연구』(2012)를 통해 효과적인 협력사업 분야를 제시하였으며, 『패키지형 남북 농
업협력 프로그램 개발과 추진방안』(2012) 연구를 통해서는 효과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농업부문 협
력사업 형태를 제안하였다. 이는 후에 복합농촌단지 협력사업 추진을 북한에게 제안하는 기초가 되었다.
2015년에는 대북 식량지원 프로그램 구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향후 대북지원이 재개될 경우 질서
있는 지원이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통일대비 연구를 착실히 수행
연구원의 초기 통일대비 연구는 소련·동구권 체제전환과 독일 통일 직후부터 비중 있게 수행되었다. 가
장 먼저 착수한 통일대비 연구는 1991년부터 2년간 수행된 『통합대비 농림수산부문 계획수립을 위한 기
초연구』(1992)이다. 이 연구는 북한의 농업 현황을 정리하는 한편 급변 통일을 가정하여 농업부문의 단
기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 수행 과정에서 체제전환국의 농업, 통일 후 발생한 독일의 농업문제, 통일 후 동독지역 농업에
대한 특별시책, 동독지역 농민에 대한 홍보·교육 등 여러 보완자료들을 수집해 정리할 수 있었다. 이들
자료들은 사회주의 국가의 농업개혁, 구동독 농업의 구조개편, 독일통일 과정의 각종 농정시책과 지원정
책 등으로 엮어 발행되었으며, 관련 연구자와 정책담당자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었다.
초기의 통일대비 연구에 대해서는 다소 성급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통일대비 연구는 급
격한 변화에 대한 정부와 국책연구원의 필요한 대응이었으며, 이를 통해 농업부문의 통일 준비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데에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0년 들어 북한 경제위기와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 급변통일에 대비한 연구의 필요성은 감소되었다. 이후 통일 대비 연구가 재개된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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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이다. 이 때 수행된 통일대비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이전 연구에
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이고, 둘째는 통합대비 연구의 총론적인 연구로서 이후 각론적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후 수행된 각론적 연구로는 통일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제기
될 사유화와 민영화, 농업조직의 통합과 새로운 농업경영체의 육성 등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2010년 들
어 수행한 통일준비 연구 중 중요한 것은 『동독지역 농업재편과정 분석과 남북한 농업통합대책 연구』
(2010, 2011)이다.
그 후 최근까지 본원의 농업분야 통일대비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것은 대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수행된 단기 작업의 결과로 특징지을 수 있다. 2000년 이후 본원이 축적한 통일대
비 및 농업협력 연구 성과들은 2014년 출범하여 3년간 존속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활동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우리 연구원의 김영훈 선임연구위원이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으로서 3년간
활동하는 동안 2개의 농업부문 보고서뿐 아니라 다수의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였다. 또한 전체회의에서
『북한 농촌지역 자립기반 지원 방안』(2014)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국가별 농업·농정 및 개발 협력 연구
글로벌화의 진전과 영향
우리나라에서 세계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1995년 WTO 체제의 출범이 계기가 되었다. 세계
각국의 농정이 WTO 농업협정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단행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EU의 1992년 공
동농업정책(CAP) 개혁, 미국의 농정개혁인 1996년 농업법(farm bill) 제정, 일본의 1999년 식료·농업·농
촌기본법 제정과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등과 같은 정책개혁이다.
개혁의 공통점은 선진국의 경우 과잉문제의 발생 등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지지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정부가 생산자에게 직접 소득을 지지하는 직접지불제도로의 전환이다. 즉 선진국 농정은 대체로 시장
원리를 도입하면서 소득 하락에 대해서는 직접지불제도로서 보전하는 방식이 하나의 글로벌 스탠더드
(Global standard)로 정착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직접지불제도 각국의 여건변화
에 따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글로벌화가 진전되는 가운데서도 각국은 글로벌 스
탠더드의 방향 유지와 각국의 역사성이나 특수성이 반영된 국가별 고유 정책이 양립하는 형국이다.
이 외에도 주요 농산물의 생산국이면서 수출국·소비국인 중국·인도 등 개도국도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
응하여 정책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개혁은 세계무역기구(WTO)나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농산물무역이나 국제협력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
로도 영향을 준다.
글로벌화는 WTO 협상과 FTA 협상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전자는 현재 정체 상태인 반면에 후자는 활
발하게 확산되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칠레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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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EU 등과 같은 양자간 협정 체결을 기본으로 하여, 지역단위의 광역적 FTA 체결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광역적 FTA는 한·중·일을 비롯하여, 아세안과 6개국의 역내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글로벌화는 농업 협상이나 농산물 무역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농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이나 일본, 또한 미국·캐나다·EU 등의 선진국, 나아가 아세안·
인도·브라질·남아공 등 주요 개도국의 농업정책이나 농산물 무역, 세계곡물수급, 국제농업협력 등에 관
한 연구와 정보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세계 농업·농정에 관한 정보 제공
세계 각국의 농업·정책·농산물 무역 등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증대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농업관련 정보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 세계 주요국가의 농업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기관·연구자·생산자·소비자·관련 업계 등에게 제공하고, 동시에 국내외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할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정책 입안, 국제동향 파악, 협상전략 수립, 농산물 수출 확대, 그리고 농업경영 및
기업 활동 개선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문과 연구는 20세기에는 전문화와 세분화가 중심이었
지만, 21세기는 융합화와 학제화(學際化)가 중요시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여, 연구원은 세계의 농업·농정·식품산업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여
학문·연구·산업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연구 결과와 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 주요 국가의 농업과 관련산업 개황, 농업정책과 국제협력, 세계 곡물수급 현황과 전망, 농산물
무역 동향, WTO·OECD·APEC·FAO 등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동향 등에 관한 연구 결과나 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 수요자는 정책입안자, 연구자, 생산자와 소비자, 관련 기업 등이다.
대상 국가 또는 지역으로는 미국·중국·일본·EU, 주요 농산물 무역국 등이며, 국제기구 논의동향이나
농업에 관한 협상동향 등도 연구대상이다. 연구결과는 개별 보고서와 정기간행물,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한다. 국별 연구는 미국에 대해서는 대체로 5년 간격으로 제정되는 농업법의 내용과 특징, 일본에
대해서는 쌀 문제, 식량안보, 6차산업화, 성장산업화 등을 둘러싼 정책 개혁, 중국에 대해서는 농산물
무역 동향, 중앙1호 문건을 둘러싼 정책 동향 등에 관한 연구결과를 개별 보고서나 세계농업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기간행물로는 월간 『세계농업』(2000년 9월 이후), 계간 『북한농업동향』(1999년 4월 이후),
계간 『중국농업동향』(2008년 5월 이후), 월간 『해외곡물시장동향』(2012년 6월 이후), 계간 『농축산물수
출입동향』(2013년 4월 이후) 등이 있다. 정기간행물을 통해서도 주요 국가의 농업개황이나 농정 동향,
세계곡물 수급동향, 농산물 무역동향, 국제기구의 논의나 협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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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농정 연구
일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WTO 체제의 출범과 함께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주요 국가 중에
서 일본 농업은 많은 점에서 한국과 유사점과 상이점을 가지고 있다. 서구 농업에 비해서는 영세규모의
농업구조 속에서, 1인당 소비량 감소에 따른 쌀 과잉문제와 소득문제의 심화, 세계 곡물수급의 불안 속
에서 식량안보에 대한 논의,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 중시, 농산물 수입 증가와 무역적자 확대 등의
면에서 유사한 특징과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 이러한 유사한 문제가 공존하는 속에서도 로컬 푸드에 대한 높은 평가와 확산, 영세·고령 농가
의 조직화와 법인화, 농업부문 규제완화와 농업구조 개선, 일반기업의 농업진입과 농업비즈니스 활성화,
그리고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향한 규제완화와 구조개혁 등과 같은 동향도 주목된다. 이러한 점들은 한
국의 현실과는 상이한 점이다.
문제의 유사성으로 인해 일본 농업이나 정책에 대한 연구는 다른 외국에 비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
어 왔다. 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등에서 나타나는 일본 연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대부분의 국내 문제에 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유사성이나 상이성이라는 관점
에서 일본 사례를 참고하는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개별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둘째, 특정 분야에서 일본과 한국 또는 일본과 제3국 등 양국간 비교연구가 다수 있다. 『한·일 자유무
역협정 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2001)은 한·일 FTA 체결이 양국의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특
히, 농업 및 농산물 무역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한·일 FTA 체결 논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
공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농업소득안정정책』(2002)은 미국과 일본의 농업소득정책을 비교하여 경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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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소득안정정책 도입을 검토하였다. 생산자 소득비중이 큰 품목을 비교한 연구로는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과 시사점』(2004)과 『일본 및 중국의 차(茶) 산업 동향과 시사점』(2014) 연구가 있다. 먼저, 쌀
시장을 완전 개방하고 있는 양국의 쌀 시장개방 과정, 시장개방 이후의 국내 쌀시장에 대한 영향, 그리
고 수입 쌀 관리방식과 국내 쌀 정책의 문제점 등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차 소비량이 많은 일본 및 중국
의 차 산업 현황을 살펴본 후 벤치마킹이 가능한 부분을 도출함으로써 국내 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을 제시하였다.
셋째, 순수한 일본 지역 연구가 있다. 한·일간 농업의 유사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본의 대응 사례는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WTO
체제에 대응한 일본의 농정개혁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농지제도, 쌀 정책, 직접지불제, 지역 활성화, 6
차산업화, 기업의 농업참여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순수한 일본 농정에 관한 연구는 정책 개혁에 관한 것이 다수 있다. 『WTO 체제에 대응한 일본의 농정
전환에 관한 연구』(1996)는 UR이 타결된 이후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일본이 WTO 농업협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단행한 농정개혁을 연구하였다. 국가와 지방 등 농정추진 체제 전환에
대한 연구로는 오이타현의 농정 추진실태를 다룬 『일본의 농정 추진체제에 관한 연구』(1996)가 있다.
이후 기본법 제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농정개혁은 반복되고 있고, 농지정책
이나 쌀 정책 등 분야별 개혁은 지속적으로 단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 획기적인 것은 2013년 농업의 성
장산업화로의 전환이다. 규제 개혁을 통하여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농업 진입을 촉진하여 지금
까지 축소산업화하는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반전한다는 시도이다. 특히 『일본 농정개혁 연구』(2015)는
일본 농정 개혁에 관한 전 분야에 걸친 구체적인 내용과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농업예산이 축소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평가를
중시하고 있다. 『일본의 정책평가제도와 농정추진의 시사점』(2014)에서 일본이 정책평가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정책의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에서 정책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주장
하였다.
일본의 농지제도는 농지법과 농업진흥지역법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농지법은 전후 실시된 농지개혁
이후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농지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일본의 농지제도에 관
한 연구는 초기에 많이 수행되었다. 한국의 농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또는 농지임대차의 증가, 농지전용
의 확산 등에 대응하여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높았기 때문이다.
1986년 일본 농지법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농지보전제도와 농업진흥지역제도(1988, 1989, 1998),
그리고 농지제도와 연계한 농업인연금제도(1986, 1987)등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농지법이 제정된 1994년까지 계속되었다. 그 이후 농지법 연구는 부분적으로 계속되었고, 『일본 농지제
도의 변천과 최근 동향』(2013)에서 일본 농지개혁 이후의 변화 과정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현행 농지제도와 정책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일본의 쌀 문제는 소비감소에 따른 쌀 과잉문제가 핵심이다. 쌀 과잉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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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생산조정제도를 실시해왔다. 또한 WTO 농업협상에서 쌀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 전환에 따른 쌀
농업의 경영불안에 대한 대책과 농업구조개선, 가격변동에 따른 소득불안에 대하여 직접지불제도 도입
등이 핵심대책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쌀 농업과도 매우 유사한 점이어서 시사점이 매우 많다.
일본의 쌀 문제와 관련한 연구는 국내 쌀 농업 연구보고서에서 부분적으로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다.
쌀 정책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쌀 직불제 개혁과 쌀 생산조정제도에 관한 것이 있다(2016). 쌀 생산조
정제도는 2018년부터 폐지된다. 쌀 과잉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사료용 쌀 증산에 관한 연구로 『논농업
활성화를 위한 쌀 사료화 방안』(2011)이 있다. 기존 선행연구는 쌀 재고 처리방안으로서 재고미의 사료
화를 제안한 것이 대부분이나 이 연구는 주식용 쌀이 과잉생산되는 상황에서 사료용 쌀 생산의 의의와
가능성을 제시하는 점에서 차별성을 두었다.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는 일본 농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쌀 직
불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직불제가 과잉문제 유발 등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국하고 제도 개선
이 행해지지 않는 점과는 대조적이다. 일본의 직불제는 쌀 농업을 비롯하여, 논농업, 밭농업, 환경농업,
다원적 기능, 조건불리지역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추진되는 동시에 여건 변화에 따라 제도 개선이 행해
지고 있다. 예산 제약이나 농산물 가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은 EU와 미국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쌀 직불제는 초기에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에서 호별 소득보상제도로 개편되었고, 다시 논
농업경영안정대책으로 개선되었다. 그리고 2013년 농정개혁에서는 쌀 고정직불제의 2014년 단가를 반
감하되 2018년 폐지하고, 쌀 변동직제는 2014년 폐지하였다. 대신에 논에 쌀 이외의 전략작물 육성이나
밭농업직불제, 다원적 기능 직불제 등이 강화되고 있다(2000, 2005, 2006, 2013, 2014). 그리고 직접적
인 직불제 연구는 아니지만, 국내 또는 선진국의 경영안정정책이나 관련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일본의 직불제를 검토한 연구도 다수 있다(2007, 2012, 2014).
일본의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서는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다원적 기능의 발휘,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농촌 진흥 등을 4대 이념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에 각종 정책수단과 관련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로서는 농업경영의 조직화와 법인화, 여성농업인의 사회 참여와 역할, 농업의 6차산
업화와 지역단위 농공상연대, 일반기업의 농업 진입과 지역농가와의 상생협력, 농업구조 개혁을 가속화
하기 위한 정책추진 등이 있다(2004, 2012, 2016).
일본 농업은 그동안 글로벌화의 진전 속에서 1984년 이후 축소산업화의 과정을 걸어오고 있었다. 그
러나 최근 구조개혁과 성장산업화의 동력을 받아서는 쌀 농업의 소득 증가, 지산지소와 6차산업화에 의
한 부가가치 확대, 일반기업의 농업진입 확산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화는 농업을 성장하는 지역과 축소하는 지역으로 양극화하고, 통상정책에 대해서는 낡은 제도
를 개선하는 외압으로 작용한다. 세계 곡물수급에 관해서는 긴박성과 안정성이 반복되면서 국내 생산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농산물 무역은 소수의 수출국과 다수의 수입국으로 분화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북미·남미·오세아니
아주가 주로 수출 지역이다. 북미의 수출 점유율이 감소하는 대신, 남미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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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프리카 지역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특히 동북아의 일본과 한국, 중국은 대량 수입국으로 정착
하는 경향이 있다. WTO 출범 이후 농산물 무역수지는 남미·북미·오세아니아의 흑자가 확대되고, 아시
아·아프리카의 적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중·일 3국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화는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을 가속화함으로써 리스크와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
부문의 이러한 변화는 이제 구조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한 일본 사례를 통하여 한국 농업
에 있어서 핵심 과제를 찾아내는 것이 일본 연구의 목적이기도 하다.
중장기적으로 글로벌화에 어떻게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느냐가 과제
이다. 세계 곡물수급의 긴박과 안정의 반복 속에서 안정적인 국내생산의 확보와 수급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농지자원과 수자원의 제약, 지구온난화 등의 기상이변이 증폭되는 속에서 농업생산의 안정과 소득
확보를 중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급격한 글로벌화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와 구조개혁 가속화, 쌀 과잉과 공급이 부족한
다른 곡물간(또는 논밭간)의 생산 균형, 영세·고령·조건불리지역의 농업 유지와 소득 대책, 지역간·계층
간 격차 확대 대응방안, 식량위기에 대비한 안정적인 확보 대책(일정한 국내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과 농산물 수입 등을 포함한 안정적인 공급체제 구축), 수출을 포함한 새로운 수요의 적극적인 개발, 바
이오연료 생산 확대를 통한 농업활성화 방안,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농업생산 체제 구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축소하는 농업을 성장동력화하여 농업과 농촌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
자리를 창출하는 대안이다.
중국농업·농정 연구
우리 연구원의 역사는 중국의 개혁 개방과 궤를 같이한다. 연구원이 개원한 1978년은 중국 현대사에서
최대 전환점이 된 개혁 개방의 원년이다. 연구원의 중국농업 연구의 역사는 연구원의 역사에 상응한다.
최초의 중국농업 연구는 개원 이듬해인 1979년에 수행되었다. 하지만 중국 농업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
으로 이루어진 것은 1992년의 한·중 수교 이후라 할 수 있다. 그 후에도 몇 차례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
을 맞으면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중국농업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지금까지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한 중국농업 연구는 매우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연구 주제에
따라 분류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카테고리가 형성될 뿐 아니라 명확한 구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
라서 여기서는 연구원이 지난 40년 동안 수행해 온 중국농업 연구를 중국 또는 한·중 양국간의 역사적
관점에서 큰 전환점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대적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한·중 수교 이전의 연구, 둘
째, 한·중 수교부터 중국의 WTO 가입 시기까지의 연구, 셋째, 중국의 WTO 가입부터 한·중 FTA 체결시
기까지의 연구, 넷째, 한·중 FTA 체결 이후 현재까지의 연구이다.
한·중 수교 이전(1978~1991): 이 시기의 중국농업 연구는 1979년부터 1981년까지 3년간 매년 1편의 연구가
이루어진 이후 1982~1987년까지는 중단되었다가 1988년부터 재개되었다. 우리 연구원 최초의 중국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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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연구는 해외농업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중공(中共)』(1979)으로 중국의 농업 개황, 주요 농산물 생
산과 무역, 주요 농업 정책 및 농업개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 연구자와 정책입안자에게 새
로운 외국의 농업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1980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한 “해외농업자료”의 일환으로 『중공
농업의 현황과 전망』(1980)과 『중공 작물육종의 근황』(1981)이 연이어 발간되었다. 전자는 중국의 식량
수급과 농업 문제를, 후자는 중국의 작물 육종기술 수준 등을 다룬 것으로, 수집한 해외자료를 번역 정
리한 자료집이라 볼 수 있다.
이후 중단되었던 중국농업 연구는 1980년대 후반에 재개되었는데 이때부터 실질적인 중국농업 연구
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중국의 농림수산물 생산 및 무역현황 분석』(1988)으로 중국
의 농업자원과 농촌경제 현황, 농업체제 개혁과 농업정책, 농림수산물 생산 및 무역 현황을 분석하였다.
1989년에는 한·중간 농산물 무역을 주제로 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양국간 농산물 수출 경합을 타진
하고 교역을 전망하였다. 한·중 수교 이전에 우리 연구원이 수행한 중국농업 연구는 총 5건이며, 대부분
자료 및 정보 수집의 제약으로 제한된 원문 자료를 번역·정리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WTO 가입 이전(1992~2000): 연구원에서 본격적인 중국농업 연구가 추진된 것은 한·
중 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 이후라 할 수 있다. 1992년 8월에 한·중 국교 수립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직후 그해 11월부터 이듬해인 1993년 말까지 수탁 연구보고서 2편, 기타 연구보고서 1편, 그리고 중국
농업시리즈로 연구자료 6편이 발간되었다.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중국농업 연구가 이루어 진 것은 한·중
수교가 급격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연구원이나 정부 정책당국 입장에서 공히 다양한 중국농업 정보가 시
급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 중 대한무역진흥공사로부터 수탁연구로 시행한 『중국 농축산업의 현황
과 전망』(1993)에서는 중국의 농업·농촌 현황,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현황과 전망, 그리고 한·중간 농산
물 교역 현황 및 전망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중국농업시리즈에서는 중국이 수산업과 임업 현황, 농촌
경제체제 변천, 연변지역의 농림수산업, 농업 법규 및 농림수산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 등의 주제를 다루
었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는 거의 매년 1~2편씩 총 18건의 중국농업 연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중
국 향진기업, 수산업, 식량, 쌀, 농업·농정, 그리고 동북아 농업협력까지 다양한 주제의 중국농업 관련 연
구가 추진되었다. 특히 한·중간의 농업협력을 주제로 다룬 연구가 4건으로 이는 한·중 수교를 계기로 농
업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컸음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의 사례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의 농업개혁을 분석하여 북한농업의 변화 전망을 타진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중국의 WTO 가입부터 한·중 FTA 체결 이전(2001~2014): 중국은 2001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의 WTO 가입은 1978년의 개혁개방 정책 도입에 이은 제2의 개혁개방이라고 일컬
을 만큼 획기적인 전환점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중대한 의미
를 갖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무역 대상국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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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연구원은 중국의 WTO 가입 관련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중국의 WTO 가입 직전인 2001년 6
월, 연구원에서 “중국의 WTO 가입과 한·중 농업협력”이란 주제로 제2회 한·중 국제공동학술대회를 개
최하여 양국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다각적인 의견을 청취하였고 그 결과를 자료집으로 발간하
였다. 또한 『중국의 WTO 가입과 시장개방에 따른 채소·과수·화훼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2001) 등도
수행되었다. 이 밖에 한·중·일 농업협력이나 동북아 농업협력 방안 연구도 이루어졌다.
중국의 WTO 가입 관련 연구는 2002년부터 더욱 활발히 추진되었다. 우
선 농림부의 농림기술개발사업으로 2년간 수행한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한·중 농산물 교역 및 농업협력 방안 연구』(2002)가 있다. 이 연구
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이라는 농산물 교역의 여건 변화에 따른 쌀, 옥
수수 등 곡물류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의 주요 품목별 영향 평가
및 대책 수립, 중국산 농산물의 효율적인 수입관리 방안과 한·중 농업협
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중국 임업부문의 연구도 수행되었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임산물 교역과 대응방안 연구』(2002)를 통해 우리나라
임업분야의 영향과 대응방안, 한·중 통상마찰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또한 중국 밤 산업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이 밖에 중국
의 농산물 유통체계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2002년 10월에는 연구원
과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WTO 체제하 한국과 중
국의 농산물 무역 및 농정과제’를 주제로 한 제3회 한·중 국제공동학술대
회를 개최하고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2003년에는 『중국농업의 경쟁력 분석과 한국농업의 중장기 비전』 연구를 통해 WTO 체제하에 한·중
양국간 본격적인 농산물 교역에 대비하여 농업경쟁력의 상호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농업의 중장기
전망을 타진하였다. 2004년에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한국 농업·농촌의 새로운 기회: 대중국 농산물 수
출 확대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중국의 경제성장이 한국 농업과 농촌에 미치는 기회요인을 발굴·제시하
였다.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대중 농산물 수출 확대가 가능한가?”, “수출 유망품목들을 중국에 수
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모색하였다. 한편 쌀 시장 개방 관련 양자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중국 쌀 산업 연구가 수행되었다. 2004년 정책과제로 추진된 『중국의 중단립종 쌀 생산·
수출 잠재력』 연구에서 중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단립종 쌀 생산 현황과 잠재력을 파악하고, 중
국 중단립종 쌀의 국제경쟁력과 수출잠재력을 분석하였다. 이 밖에도 중국 산동성의 채소산업, 한·중·일
FTA에 관한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2005년에도 다양한 중국농업연구가 추진되었다. 중국의 농산물 수급에 대한 중장기 전망 연구에 착
수하였고, 동북아경제협력체 구상과 농업부문의 과제가 완료되었으며 중국산 수입 농식품의 안전성 연
구도 수행되었다. 농림부 수탁연구과제로 수행한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의 의미와 우리 농업
에 미치는 영향』(2005) 연구에서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중국에 시장경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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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부여했을 경우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반덤핑제도와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기존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대외주의로 분류되었으며 정부의
정책 의사결정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었다.
2006년에는 전년도에 착수하여 2년간 수행된 『중국의 농산물 수급 중장기 전망』 연구가 완료되었다.
이 연구는 중국의 농산물 수급 동향을 파악하고 중장기 수급 상황을 전망하였다. 특히 전망 모형은 중
국농업과학원의 중국농업전망모형(CAPSiM)을 기본으로 하고 OECD의 AgLink 모형에 의한 전망 결과
와 미국농무부 경제연구소(USDA/ERS)의 전망결과를 참고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의 인삼산업
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중국 삼농문제, 중국 김치와 당근의 생산, 유통, 수출 관련 자료집이 발간되
었다.
2007년에는 중국 원예산업과 과수산업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때부터 한·중 FTA 대비 관련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7
년에는 연구원 중국사무소가 개설되어 중국연구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
행함으로써 연구원의 중국농업 연구가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8년에도 한·중 FTA 농업부문 예상 쟁점과 대책, 한·중 FTA 협
상에 대비한 전략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이 밖에도 중국의 주요 농산물
주산지 변동, 한·중·일 청소년의 식품소비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특히 2008년에는 『중국농업동향』이 정기간행물로 발간되기 시작하였는
데, 이를 통해 중국의 농업·농정 동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에는 『한·중 FTA 대비 관련 연구』 등 7개 연구과제가 수행되었다.
수탁 연구보고서인 『한·중 FTA 농업분야 품목별 세부 영향분석 및 대응
방안』에서는 한·중 FTA 협상 추진에 대비하여 중국농업의 현황과 문제점,
경쟁력 분석을 통해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관세 철폐에 따른 품목별 영향
을 추정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친환경 농식품시장 현
황과 전망』에서는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산업 및 시장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위협과 기
회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나라 친환경 농식품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011년에도 한·중 FTA 관련 연구가 중국농업 연구의 중심이었다. 연구보고서 『한·중 FTA 대비 양국
간 농산물 교역구조 변화 전망: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에서는 한·중 양국
농업의 성장 특성과 구조변화의 방향성을 비교 분석하고, 양국간 농산물 교역 현황 및 장애요인, 중국
의 농산물 수급 현황 및 중장기 전망 등 한·중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향후 교역구조의 변화를 전망하고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 한·중
FTA 추진에 따른 제주 감귤산업 대응방안 연구, 중국농업의 지역별·품목별 특성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
되었다.
2012년 이후 한·중 FTA 관련 연구는 더욱 본격화 되었다. 연구 주제도 더욱 세밀화 되어 한·중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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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특정 품목이나 특정 지역의 농축산물 또는 농축산업 대응방안 연구, 한·중 FTA 협상 시나
리오 분석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2013년에는 2년간 연구원과 농촌진흥청이 협동으로 수행한 『한·중
FTA 대비 품목별 기술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에서는 식량과 특용작물, 채소, 과수, 축산과 축산가공품,
화훼로 분류하여 각각의 기술 수준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2014년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
회 협동연구 총서 『한·중 FTA시대 농수산식품 분야 스타수출품목 발굴 조사연구』가 발간되었다. 이 연
구는 국내 4개 기관과 중국농업대학이 협동연구 형태로 수행한 것으로 한·중 FTA 이행을 전제로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농수산식품분야의 수출유망품목(스타수출품목)을 발굴하여 본격적인
중국시장 공략을 위한 단초 마련을 목적으로 삼았다. 연구 결과 신선농산물 3개, 고유식품 3개, 가공식
품 2개, 수산식품 2개 등을 최종 10대 스타수출품목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
합연구로 연구원과 중국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이 공동으로 수행한 『중국의 곡물산업 동향과 한·중
식량안보 협력방안』(2014) 연구에서는 중국의 곡물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세계곡물시장 구조 변화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며, 중장기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 중국의
인삼산업, 차산업 등의 연구와 한·중·일 농업의 6차산업화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결국 이 기간의 중국농업 연구는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안 모색, 한·중 FTA 체결
에 대한 사전 대비책 마련을 위한 연구가 주류를 형성하였고 그 밖에 농산물 품목 연구 등도 활발히 이
루어졌다. 2000년대 초반의 중국연구는 중국의 WTO 가입 관련 주제의 연구가 중점적으로 추진되었고,
2007년부터 한·중 FTA가 체결되기까지 한·중 FTA의 협상 쟁점과 전략 및 체결 이후 각 산업별 대응 전
략 등의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우리 농식품 산업 및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의
주요 농작물이나 농식품 품목(쌀, 채소, 인삼, 김치 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한·중 FTA 체결 이후 시기(2015~2017): 2015년 6월 1일, 한·중 양국은 3년간 진행한 협상을 타결하고 한·중
FTA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한·중 FTA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한·중 FTA 시대 양국 농식품 안전분야
협력방안』(2015)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농식품의 대중 수출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식품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 농식품의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한 식품안전 분야의 한·중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로 연구원과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가 공동으로 수행
한 『중국의 농산물 수급구조 변화와 대한국 수출 확대 가능성 분석』(2015)에서는 중국의 농산물 수급
실태와 구조 변화 및 무역 동향을 파악하고, 중국 주요농산물의 수출경쟁력 분석을 통해 한국으로의
수출 확대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범정부 정책연구로 수행된 『한·중 FTA 농업분야 경제적 영향 평
가』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간 농산물 교역 현황 및 FTA 체결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국
내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2016년에는 『농식품 가공 및 유통산업분야의 한·중 협력방안 연구: 중국의 일대일로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한·중 양국 농업의 중장기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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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전략지역을 대상으로 농식품 가공 및 유통 분야의 양국간 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2017년부터 수행중인 『중국 농업과 농정』으로 중국농업의 발전과정, 주요 농업정책, 농산물 수급 및
무역을 파악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해보고, 우리 농업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우리 연구원 개원 40주년이 되는 2018년에 연구총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한·중 FTA 체결 이후의 중국농업 연구는 한·중 FTA 시대에 즈음하여 한편으로는 중국 농식품의 수입
에 대한 대처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농식품의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한 연구를 한
층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농업은 중국농업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속해 있고, 그 영향력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국농
업과 농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원의 중국
농업 연구는 계속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수행되어 나가야 할 것
이다.

국제농업 개발협력연구
ODA 사업추진과 관련 연구 시작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1995년에는 세계은행의 특혜차관 공여 대상국 리스트에서 제외
되었다. 10년 뒤인 2005년부터 농식품부는 개도국 담당자를 위한 워크숍, 세미나를 비롯하여 시범농촌
개발 등 국제농업협력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연구원은 이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개발도상국
농업, 농촌의 현황과 발전전략,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개발협력 및 민간의 해외진출 방향에 관하여 연구
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인 1990년대 후반에는 해외농장 개발을 포함하여 농업자원 개발에 관련
한 주제에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졌다. 특히 노태우 정부시절 추진한 북방정책과 1990년 한·소련 수교,
1992년 한·중 수교,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 등에
영향을 받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우리와 지리적으
로 가까운 중국 동북지역, 연해주를 비롯해서 카자흐
스탄 등 구 소련권 등 북방지역에의 농업진출 방안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이를 테면 『동북아역내
농산물무역 및 농업개발 협력의 현황과 과제-중국 동
북지역 러시아 극동지역 및 북한을 중심으로』(1995)가
그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 연구원은 베트남 경제관리중앙
연구소(CIEM)의 직원 10명에게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
2001. 10. 8. 캄보디아 농업개발경험연수

에 관한 연수를 시작한 이래 캄보디아, 몽골 등 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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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아프가니스탄 등 서아시아, 그리고 나이지리아와 에콰도르와 같은 아프리카, 남미 등 국가
와 UNESCAP 등 국제기구의 공무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매년 2~3건의 국제 농촌개발 연수 프로그램
을 수행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연구원의 국제농업개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연구도 본격화하였다.
이 분야에서의 초기 연구는 주로 새마을운동을 포함한 농촌개발 모델을 대상국의 여건에 맞추어 개
발하고 대상국 관련 담당자를 교육, 훈련시키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의 지원으로 베트남의 국립농업발전계획연구소(NIAPP)와 베트남 2개 농촌지역에 대한 농촌개
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그 뒤 우리나라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베트남 시범농촌마을 컨설팅사업
(2006~2008)으로 이어져 연구원의 ODA 사업추진과 연구에 기초가 되었다. 유엔기구인 아·태지역 경제
사회이사회(UNESCAP)는 우리나라의 농촌 새마을운동 모델을 도입하여 아시아 최빈국의 농촌빈곤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에 실시하기로 하고 연구원에게 해당국가의 공무원
에 대한 새마을운동 방법론 연수와 사업 추진에 따른 현지 자문을 담당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농촌개발 관련 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KOICA의 요청에 따라 『대 개도국 농촌개발 경험 전수
방안 연구』(2007)가 이루어지면서, 개도국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종합개발 방식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확립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한편, 농촌개발과 관련한 개도국 개발협력 전략의
연구원 자체 과제로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를 대상으로 한 『아세안 지역의 농업·농촌 실태와 발
전 전략』(2005)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ODA 사업 평가와 개도국 협력 전략 수립
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추진하던 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의 예산을 해마다 크게 확대하여 2011년에는
100억 원을 넘게 되었다. 이에 ODA협력사업의 숫자도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객관적 시각에서의 평가
를 통한 성과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연구원은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평가』(2010,
2011)를 수행하였다. 2010년에는 농식품부 국제농업협력사업의 기획과 추진업무를 연구원이 담당함으
로써 이후 사업의 발굴과 기획, 관리 업무의 기초를 닦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부의 ODA사업에 대한
평가에 연구원은 꾸준히 참여하였다. 국가 전체의 ODA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국무총리실이 산업부문
별로 ODA사업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농림수산 분야 ODA평가를 우리 연구원이 담당하였다. 농식품부를
위해서는 농업분야 ODA사업 평가 지침을 작성하여 제시하고, 산림청이 2006년부터 몽골에서 시행해 온
그린벨트 조림사업 ODA를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연구원은 농식품부의
ODA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전담할 예정이다.
한편,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연구원의 장점을 살리고 농식품부 등 정부부처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중점을 두고 추진한 분야는 개도국 협력관련 전략수립 연구이다. 2000년대 중반에는 FTA
확산, OECD/DAC 가입 등의 국내 정책변화를 반영한 농업분야 협력사업 추진체계와 기술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한편으로는 농식품부 등 정부의 국제농업협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방향을 제

27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시하고자 하는 일련의 연구가 주로 ‘전략 수립’이라고 하는 목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원의 국제
농업협력 연구자를 중심으로 수행한 『농업부문 국별협력전략(CPS) 수립』(2011) 연구는 이후 산업 부문
별로 국별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일련의 연구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전략수립 연구는 임업, 산림분야
에서 중장기 산림협력방안, 임업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략 연구 등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경제 및 사회발전의 성과를 둘러보고 벤치마킹하려
는 연수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농업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성
과를 정리하여 모델화하고 연수생들을 위한 교육교재로 활용하기 위한 연
구도 진행되었다. 2012년에 이른바 ‘한국형 ODA모델’을 정립하고 분야별
개발협력 경험을 정리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부응하여, 농림업 분야에서는
우리 연구원이 20개의 협력 프로그램을 선정, 발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3년 뒤에는 그 내용을 국문 및 영문 교재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여 ‘농업
기술 개발 및 현장지도 지원시스템,’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등 15종에 걸친
분야별 심화 교육교재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2016년에는 『Post-2015 대
응 중장기 국제농업개발협력 추진 전략 수립』을 통해 변화하는 국내외 동
향을 반영한 농업분야 개발협력의 과제와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중장기 전
략연구의 중심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갔다.
연구원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남아시아에 대해서는 특히 농업 세부분야
에 대한 집중연구와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연구보고서와 사업보고
서로 발간되었는데, 연구결과로는 소액금융과 농촌개발 관련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컨설팅, 베트남 농
업기계화 등과 더불어, 메콩강 유역의 생태환경 보전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전략 등에 관한 연구
가 있다. 아울러 2015년에는 캄보디아에 관개 인프라, 미곡종합처리장과 더불어 새마을운동 방식의 농촌
개발을 접목시키는 농촌종합개발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아프리카, 중남미
농업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하였는데, 2015년에 KOICA의 후원으로 추진한 중남미지역 농촌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중심 통합관리에 관한 연구가 유일하다.
해외농업개발연구와 KAPEX 사업 추진
해외농업개발과 관련한 연구는 1990년대 말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관심이
늘었고,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해외농장개발을 통해 보완하려는 정책이 시도되는 2000년대 말에 또다
시 늘어났다. 이 시기에는 해외농업개발 관련 전략의 방향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제안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많이 나왔다. 이러한 정책연구의 성과는 정부가 2012년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이
후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으로 변경)을 제정하여 해외진출 민간업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
으로 연결되었다. 해외농업개발과 관련한 연구는 국제농업개발협력과는 달리 극동러시아, 중앙아시아에
집중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2010년대 중반에는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TCR/TMR, 중국의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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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러시아의 극동개발 정책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연해주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농업 진출 및 협력방안에 관한 일련의 연구가 수행하였다. 이들 지역은 광활한 경지면적을
활용하여 밀 이외에, 옥수수, 콩과 같은 사료 혹은 가공을 위한 곡물 위주의 농장개발에 민간업체들의
관심이 많으며, 따라서 연구내용의 초점도 곡물생산과 국내로의 반입을 위한 유통, 물류시설의 설치 가
능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최근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체리 등 대상국이 관심을 갖는 품목에 대한 무역
의 가능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수출입은
행 등이 추진하는 지식공유사업(KSP) 컨설팅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적도기니(2012), 파라과이(2014), 아제
르바이잔(2015)의 농업 및 농촌개발을 위한 우리나라
의 경험 전수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한편, 2013년부터 연구원은 농식품부가 의뢰한 개도
국 컨설팅 사업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
정성과 확산(Korea Agricultural Policy Experience
for Food Security; KAPEX)’을 수행하고 있다. 식량
안보가 개도국 농업, 농촌개발을 위한 화두로 등장

지식공유사업(KSP) 컨설팅 사업 - 아제르바이잔

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정성과를 바탕으로 해마다
2~4개의 개도국을 선정하여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까지 라오스, 캄보디
아,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에티오피아, 우간다, 르완다, 모잠비크, 파라과이 등 12개
국과 여러 가지 세부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가운데 핵심 세부사업인 양국 공동연구는 개도국 요청에 따
라 특정한 주제(가령 축산물 수출 증대)를 설정하여 우리나라 전문가와 대상국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현
지조사와 진단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경험을 전수하며, 정책적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방식
으로 진행한다. 공동연구의 성과는 우리나라 농식품부의 ODA를 위한 사업 제안서로 발전시키도록 하
였고, 이밖에 국내 및 현지연수, 국내 및 현지워크숍, 3~6개월의 장기연수 등을 수행하여 개도국 담당자
역량 개발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현지 워크숍에는 UNDP, FAO, ADB 등과 국제 NGO의 관계자를 초청
하는 등 네트워킹에도 주력함으로써 연구원의 역량과 이름을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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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활동의 변화

1. 연구 인력과 조직의 변천

개원 당시 국립농업경제연구소 인력과 조직
농수산부 국립농업경제연구소 창립 10주년 약사(1977)에 따르면 재단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환을
앞둔 연구소의 직제(대통령령 제7346호, 국립농업경제연구소 공무원 정원표)상 조직과 인력은 6개 과에
정규직 정원 44명이었다. 현원은 100명으로 연구요원 37명, 행정관리 4명, 비정규 연구 및 행정보조 59
명으로 구성되었다. 직원의 신분은 연구직 공무원으로 직급체계에 의한 현원 구성은 농업연구관 2급 1
명(소장), 농업연구관 3급 (갑, 을) 15명, 농업연구사(4급 갑) 13명, 농업연구사보(4급 을) 8명, 연구보조
및 집계원 50명, 행정직 4명, 행정보조 및 잡부 9명이다. 연구요원 37명의 학력은 박사학위 소지자 6명,
석사 14명, 학사 16명, 고졸 1명(전산통계분야 특수기술직)이다.
당시와 현재 연구직 공무원 직급: 농업연구관(현재 5급공무원 이상으로
3급 갑,을. 2급 갑,을로 차등), 농업연구사(6급), 농업연구사보(7급), 농업연구원(8급), 농업연구원보(9급)

조직은 6과로 관리과(현 경영지원실 업무), 농업개발과, 농촌경제과, 농산경제과, 농업유통과, 농업계
량분석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농업개발과에서 도서자료 업무를, 농업계량분석과에서 전산처리 업무를
함께 관리했다.
1977년도 연간 총 예산은 213백만 원으로 정부 일반회계 181백만 원, 경제기획원 특별자금 32백만 원
이었다. 연구실적은 9월 말 기준으로 13건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예산사정이 어려워 농촌현지조사 출
장비 지원도 원활하지 않았다. 출장비 통제를 위해 관리과에서 분기별로 현지조사 계획을 사전에 제출
받아 여비 예산배정 상황을 감안하여 연구소 전체 당해 분기 출장계획을 일괄 조정하여 승인하고, 승인
된 출장계획에 대해서만 때가 되면 조사출장 결재를 올려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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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관리 변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원과 정원 관리
1978년 4월 1일 연구원은 전신인 국립농업경제연구소 현원보다 11명 많은 111명(정규직 87명, 잡급직
원 24명)의 정원과 10개 연구부서, 3개 지원부서, 예산 508백만 원으로 출범하였다. 정규직 87명은 원
장, 연구직 50명, 관리직 36명으로 연구소 당시 41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잡급직원(“집계원”이란 직
명으로 발령)은 정규직은 아니지만 상용잡급으로 예산정원이 책정돼 있었다.
연구원 개원 이후 전환기 농정 대응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정책 연구과제가 증가하면서 해외 우수인
력이 영입되고 석사급 연구인력의 충원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1978년에는 4월과 11월 두 차례 나눠 신
입연구원 18명을 채용했다. 기관장의 인력증원 노력으로 정원도 빠르게 늘어났다. 개원 당시 정원은 87
명이었으나, 1979년 22명, 1980년 26명을 증원시켜 1980년 말에는 135명으로 3년만에 55%나 늘어났다.
1984년 취임한 김영진 원장은 인력 확보에 특히 욕심이 많았다. 계속되는 증원 노력으로 1987년 163명,
1988년에는 개원 10주년을 맞아 상용잡급직 3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정원을 195명까지 늘려놓았다.
이때가 본원 기준 최대 정원이었다. 이후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김영삼 정부(1993~1998)의 공공개혁 추
진으로 1995년 7명을 감축하고, 정권말기 IMF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으로 정
원은 63명(33.5%)이 감축된 125명으로 조정되었다. 2001년 연구원에 농업관측사업이 추가되면서 16명
의 증원을 인정받아 정원은 141명으로 늘어났지만 IMF이후에도 공공개혁은 그 기조가 이어졌다. 2008
년 이명박 정부(2008~2013)는 공공개혁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핵심적으로 추진했다. 공공개혁은 기본
적으로 인력감축을 포함하고 있다. 기관 입장에서는 인력감축 실적을 위해 정규직을 줄이고 대신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이를 두고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공공기관은 개
혁의 대상이 되면서 감독부처에서도 조직 및 정원관리가 강화되었다. 2001년 정해진 141명이 2017년까
지 17년 동안 동결된 것을 보면 그 정도를 알 수 있다.
직제정원 현황
연도

1978

1979

1980

1987

1988

1995

1998

1999

2000

2001

2010

2017

정원

87

109

135

163

195

188

188

125

125

141

141

141

정규직 정원기준

연구인력 중심으로 인력구조 변화
초창기 연구원 정원의 연구직과 비연구직 인력구조는 정규직 87명 중 연구원급 이상 순수 연구인력이
42명으로 48.3%를 차지한다. 1978년 말 현원 또한 정규직 78명 중 순수 연구인력은 35명으로 44.9%
를 차지한다. 국립농업경제연구소 당시 비효율적인 인력관리의 결과가 그대로 승계된 영향이 크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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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재단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인력구조의 연구인력 중심 개편을 위해 연구인력의 증원과 비연구인력
의 감축노력을 병행하였다.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수요증가와 전문연구기관으로써 위상이 강화되
면서 연구인력은 늘리는 반면 지원인력은 정보화 및 성과확산 업무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운용했다. 개
원이후 10년 동안 인력구조 변화를 보면 1987년 연구인력은 108명으로 1978년 대비 두 배 이상 크게
늘어난 반면 비연구인력은 25% 증원에 그쳤다. 그리고 IMF 당시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경비, 청
소, 교환 등 시설관리 업무의 아웃소싱을 계기로 지원업무 인력은 대폭 줄어들었다. 2017년도 연구원의
수행 과제수는 174개, 예산총액은 37,971백만 원으로 40년 전과 비교하면 사업량과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영정보화 및 업무혁신을 통해 직제정원 141명 중 연구인력이
103명(73%), 지원인력은 13.6% 줄어든 38명(27%)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원상으로도 연구인력 106명
(25.7%), 지원인력 34명(24.3%)으로 그동안 인력구조가 연구인력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된 모습을 보이
고 있다.
인력 및 사업량 현황
구분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2016

2017

연구직

43

60

75

80

81

80

79

79

94

108

103

103

비연구직

44

49

60

55

54

55

56

56

55

55

38

38

정규인원

87

109

135

135

135

135

135

135

149

163

141

141

과제 수

23

24

34

47

45

42

43

38

51

44

188

174

총결산액
(백만 원)

579

1,827

2,266

1,946

1,681

2,121

1,925

1,995

2,585

2,934

40,361

37,971

직제규정, 정규직 정원

박사 중심으로 연구인력 변화
1978년 연구인력의 학위별 구성을 보면 전체 42명 중 박사학위 소지자가 7명(16.7%),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가 35명(83.3%)이었다. 박사인력은 1980년까지만 해도 15명으로 연구인력의 36% 선에 머물렀다.
연구기관의 경쟁력은 우수한 연구성과물로 평가되고 좋은 연구결과는 우수한 연구인력에서 나온다. 설
립 취지에 부응하는 전문 연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우수인력 확보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박사급 중심으로 연구 인력을 증원하고 국내외 우수한 학위소지자 영입을 늘려 나갔다.
정부가 공무원 조직인 연구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한 것도 공무원 급여수준으로는 우수인력을 확보하
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우수두뇌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당시로서 공무원과 대학교수를 넘어서는 파격적인 연봉과 다양한 복지혜
택이 필요했다. 해외영입 인력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택(아파트)을 제공하고 출퇴근용 승용차도 제공했다.
1980년 5월 방배동에 35평형(소라아파트) 아파트 6동을 구입했고, 1987년에도 도봉구 방학동에 35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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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아파트) 2동을 추가로 구입하여 사택으로 지원했다. 초기에는 아파트 수선비와 관리비까지 지원
했다. 지금은 방만 경영 항목에 해당되지만 당시는 자체 재정능력만 있으면 이사회 의결로 가능한 일이
었다. 이러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초창기에는 대학교수도 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겨올 정도로 연구원의 위
상이나 대우가 좋았다.
외부 두뇌의 영입 뿐만아니라 내부인재 육성에도 힘을 쏟았다. 해외유학 장기 휴직제도를 운영하여 연
구원들의 박사학위 취득을 적극 지원했다. 한때는 학비일부를 지원하기도 했다. 신입 연구원들은 2~3
년의 연구경험을 쌓은 후 해외유학을 떠났고 학위취득 후 진로 걱정 없이 안심하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박사학위 취득 후 속속 연구원으로 복귀하였다. 이후 장기휴직과 학비보조는 정부의 방
만경영에 지적되어 중단되었으나 휴직은 2년 단기간에 한하여 다시 부활하였다. 학위취득을 위한 휴직
을 다시 허용하면서 전문연구원의 부연구위원 승진제도가 폐지되었다. 이제는 재직중 학위를 취득한 경
우도 외부지원자와 동등한 전형절차를 거쳐야만 부연구위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이렇게 연구원은 외부로부터 영입과 유학 휴직자 복귀가 늘어나면서 박사학위 소지 인력은 빠르게 증
가했다. 물론 그동안 복직자들이 2~3년 근무 후 다시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도 많지만 2002년 초
청연구원 제도 신설 등으로 석사연구자가 충원되면서 정규인력은 박사학위 소지자 중심으로 재편되어
2017년 말 현원은 79명에 이른다.
연구인력 학위소지 현황
구분

1978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7

박사

7

15

42

47

57

57

61

77

79

석사이하

35

41

30

35

31

26

32

18

27

계

42

56

72

82

88

83

93

95

106

정규직 현원

급격한 연구인력 세대교체
개원 초기 연구인력 증원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외부의 우수인력 영입과 함께 신입연구원 공개채용도
활발했다. 석사급 이하 신입직원 채용은 기수개념이 있을 정도로 정기적으로 진행되었다. 1978년에 5월,
11월 두 차례 공개채용이 있었고 이후에도 매년 5~10명씩 합격자를 선발했다. 따라서 전체 직원수도 빠
르게 늘어났다. 당시 빠르게 늘어났던 신입직원은 30년이 지난 이제 한꺼번에 정년퇴직을 맞고 있다. 특
히 이 시기(2013~2017)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연구원 청사 나주 이전까지 겹쳐 젊은 박사들도 9
명이나 연구원을 떠났다. 연구원 나주 이전 시점 2015년을 앞둔 2014년에는 정년퇴직자 포함 11명이 연
구원을 떠나는 등 5년 동안 총 32명의 이직자가 발생했다.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퇴직자가 몰려 박사
엑소더스라 할 만하다. 연구원도 이같은 문제를 예상하여 수년 전부터 인력충원 대책을 마련해 왔다. 지
금은 없어졌지만 한때 학비보조 제도를 운영했는가 하면 감사에 지적받았던 휴직제도도 재정비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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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운용하고 있다. 인건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보수조정도 몇 차례 했다. 해마다 원장이 직접 미국
농업경제학회 등 해외 학술행사를 통한 구인활동도 계속하고 있다. 현재는 해외거주자가 박사급 채용
응시를 위해 논문발표와 면접참가시에는 발표수당을 지급하고, 최종합격자가 귀국 시에는 이사비와 항
공료를 지원한다. 특히 최세균 원장은 나주 이전과 함께 박사 초임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보수 측면에
서 어느 정도 인력 유치의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와 같은 우수인력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보아 최근 연구
원에는 퇴직자만큼 빠르게 신입박사 인력이 충원되고 있다. 2015년에 9명을 충원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32명의 신규 박사인력을 확보하여 연구인력의 세대교체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3~2017 박사 퇴직·임용 현황
연도

퇴직자

신규 임용

2013

권대흠(대), 김용택(정), 김정호(정),
박현태(정), 이규천(정), 최세균(임)

김종진, 박성진, 박지연, 심재헌, 이요환, 지성태

2014

김명환(정), 권태진(정), 박성재(정),
박석두(정), 어명근(정), 최경환(정),
김윤형(대), 정원호(대), 한재환(대),
조재성(대), 이요한(대)

구자춘, 엄진영, 유찬희, 최종우, 최용호

2015

김경덕(이), 김태곤(정), 송주호(정),
이병훈(대)

김상효, 김종인, 서홍석, 손학기, 이상현, 임소영, 임영아, 정도채,
허정회

2016

김창길(임), 박동규(정), 박문호(정),
오내원(정), 장철수(정)

김상현, 성재훈, 안현진, 안석, 정문수, 조성주

2017

강창용(정), 성명환(정), 전창곤(정),
최지현(정), 이상현(대), 이은희(대)

김선웅, 김현중, 윤종렬, 이두영, 이은희, 조원주

퇴직사유: 대학(대), 정년(정), 임원(임), 이전(이)

초청연구원 제도 도입
초청연구원 제도는 2002년 12월 도입되었다. 정원상 T/O를 차지하고 있는 정규직 연구원의 장기 유학
휴직으로 발생하는 석사급 연구인력 대체 충원이 주된 목적이었다. 우수한 인력선발을 위해 비정규직이
지만 정규직과 동일한 전형절차를 거치고 당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차등이 일반적인 사회구조에
서 보수도 동등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초기에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였다. 그동안 석사인력 운용결과
대부분 입사 2~3년 내 휴직하고 해외유학을 떠난 사례를 감안할 때에, 우수인력을 선발하여 2년 동안
연구경험을 쌓은 후 해외유학을 간다면 한편으로는 본인의 학업에도 도움이 되리란 생각에서다. 그리고
연구원은 2013년부터 매년 5~6명씩 박사인력의 정년이 예정되어 있기에 앞으로 많은 박사인력 수요가
대기하고 있다. 그때를 대비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많이 확보한다는 것도 주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러나 2년을 운영해 본 결과 유학준비 기간으로서는 다소 부족하였고, 석사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계
약을 종료하고 다시 신입직원을 선발하기는 현실적인 문제가 많았다. 그럴 바에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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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활용하고 유학준비 기간도 조금 더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유에서 1년 간 연장하는 방안이 나왔고 다
음에 4년으로 연장되어 한동안 운영되었다.
그렇게 운영하는 동안에 2007년 정부의 「기간제법」이 시행되면서 이미 많은 초청연구원이 2년 이상 근
무하여 무기계약 대상자가 되었고, 2008년 1월 1일부터는 우수인력의 고용안정과 석사연구원의 안정적
확보차원에서 초청연구원 중에서 정규직을 선발하는 제도도 도입되었다. 그 결과 연차적으로 3~4명씩
정규직 연구원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연구원은 정규·비정규직을 불문하고 석사연구원들에게 조속한
박사학위 취득을 권장하였다. 한때 인사위원들은 정규직 전환 신청서에 본인의 유학계획을 적어 내도록
하였고 평가 결과가 좋고 유학계획이 구체적일수록 우선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2005년
12월 23일 연구원과 초청연구원 구분없이 퇴직하고 국내외 박사학위 수학을 가게 되면 학비 일부를 지
원하는 제도도 마련하였다. 이 예산은 실행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편법적인 집행으로 다소 무리가 따랐
지만 연구원은 우수인력 확보를 그만큼 중요시 하였다. 학비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는 학위 취득 후 연
구원 우선 근무 의무를 부여하여 우수인력 선점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 역할도 기대했다. 지원학비는 초
기 등록금과 항공료 등 필요경비를 감안하여 국내와 미국, 일본 등 차등 적용하였으며 2010년 국무총
리실 기관운영 종합감사시 “박사학위 수학위한 퇴직자에게 학비를 지원토록 불합리한 지침 제정”이라
는 건으로 지적되어 2010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었다.
연구원은 정규직과 동등한 전형으로 채용한 초청연구원의 신분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입사한 초청연구원은 계속 근무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연구원이 되었다. 연구원이 된 후에
전문연구원으로 승진한 직원도 많다. 4명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공개경쟁을 거쳐 부연구위원으로 임
용되었다. 연구원의 사업이 늘어나면서 석사연구자의 수요도 점차 늘어났다. 농업관측사업, FTA이행지
원사업 등 농식품부의 위탁사업이 신규로 부여되면서, 전담인력 수요가 많이 발생되었다. 2016년 말 기
준 초청연구원은 43명이 재직중이며, 연구원 주요 연구 인력의 한 축으로 기여하고 있다. 고용계약기간
도 최대 10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초청연구원 현황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6년

2017년

10

20

27

21

20

36

46

56

43

연말 기준

무기계약직(주무원) 제도 도입
정부는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 1월 1일 약칭 「기간제법」을 시행하여 무기계약직 제도
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상시·지속성 업무에 대해 2년 이상 계속 고용했을 경우 사업주가 기간종료를 사
유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실상 정규직과 같이 고용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엄격한 정규직 정원관리하에서 사업량이 늘어나면 비정규 인력 수요가 늘어나고 사업종

287

연구지원활동의 변화

료와 함께 계약이 종료되는 불안정한 고용이 반복되어 왔다. 연구원도 2014년까지는 연구지원분야 상
시지속업무에 대해서 위촉직으로 계약을 반복해 왔다. 그러다 2015년 1월 12일 “무기계약 근로자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주무원이라는 직명을 부여하고 채용과 승진제도도 마련하였다. 정부도 비정규직 고용
안정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점차 고용안정 기반이 구축되고
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함에 따라 앞
으로 위촉직 뿐만 아니라 외주용역지원 중에서도 무기계약직을 선발하고 있다.
연구지원분야 무기계약직 현황
연도

2008

2010

2012

2015

2016

2017

인원

6

6

6

11

14

15

연말 기준

공무직 기술관리원과 환경관리원 신설
공무직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의거 2017년 말 연구원에 파견·용역직 근로
자로 근무중인 직원중 별정직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직원을 말한다. 연구원은 2017년 말 전환심의
를 거쳐 공무직을 업무성격에 따라(고용부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방재센터 운영과 조경관리, 시설관리,
식당지원은 기술관리원으로, 환경미화 및 경비업무는 환경관리원으로 직명을 부여하고 2018년 1월 1일
자로 15명(기술관리자 3명, 환경관리원 12명)을 임용하였다.

조직의 변천
농어촌종합개발연구단
1985년 9월 2일 경제기획원에 설치된 범부처 차원의 농어촌지역종합개발지원단 제1차 회의에서 연구
원에 농어촌지역종합개발연구단을 상설기구로 설치키로 함에 따라 1985년 9월 12일 농수산부의 설치
지시에 따라 1985년 9월 14일 연구원내 기존 농어촌개발연구위원실을 확대 개편하여 “농어촌지역종합
개발연구단”을 설치하였다. 연구단은 정책개발연구, 교육훈련, 계획수립 지원 등을 기본임무로 수행하
여,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방식과 정책방향(1986) 등의 정책보고서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종합개
발 계획·수립, 도·시·군의 관계공무원 및 단체 임직원 현지교육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
훈련을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수립 지원은 1994년 아산군 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마지막
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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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발전위원회 사무국
UR 협상 타결에 따른 농어촌의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고 중장기 농어촌 대책수립을 위한 대통령 자문
기구 설치를 위하여 “농어촌발전위원회(약칭 농발위)”규정이 1994년 1월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
통령령 제14151호로 공포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1994년 2월 1일 김영삼 대통령은 30명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정영일 연구원장을 위원 겸 사무국장에 임명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 사무국이 연
구원에 설치되고 4명의 연구진이 전문위원으로, 4명의 행정인력이 지원업무를 위해 참여하였다. 1994년
2월 1일 발족한 농발위 활동 최종결과는 1994년 5월 24일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으며, 최종보고서는 『농
정개혁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11권의 부속자료와 함께 발간하고 1994년 7월 31일 활동을 종
료하였다.
수산경제연구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이관
1978년 3월 3일 제정된 개원당시 연구원의 정관 제2조(목적)는 “연구원은 농수산경제 및 농어촌사회
발전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함으로써…”였다. 따라서 연구부서 조직에 수산경제연구실을 두고
어업생산·경영연구, 수산물 유통·무역 연구, 어촌개발 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후 수산경제연
구실은 1994년 3월 7일 연구조직이 실에서 부제로 개편되면서 ‘산림경제연구실’과 통합하여 산림·수산경
제연구부가 되었다. 연구원의 수산분야 연구는 1993년 들어선 김영삼 정부의 해양수산부 신설로 수산청
과 각 부처에 산재된 해양·수산관련 업무가 이관되면서 변화를 맞았다. 1996년 8월 8일 중앙부처로 독
립한 해양수산부는 산하 정책연구기관 설립 작업에 나섰고, 해운산업연구원, 연구원의 수산경제연구, 수
협중앙회의 수산경제연구실, 한국해양연구원의 해양정책연구부를 통합하여 1997년 4월 18일 한국해양
수산개발원을 발족시켰다. 이어서 20년 이상 연구원에서 수행한 수산연구기능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
로 이관되었다. 연구 인력과 함께 관련예산 인건비, 연구사업비, 경상운영비까지 124백만 원을 예산당국
에서 이관·조정하였다.
부설조직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설치와 독립법인화
WTO 출범으로 농산물 시장이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정부는 농업의 국제경쟁력
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농업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필요했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조직도 필요했다. 정부는 재원마련을 위해 농특
세를 신설하였고 이를 재원으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5,650억 원을 기술개발사업에 투입하기
로 하였다. 그리고 연구과제 발굴, 선정, 평가, 성과활용 등 관리 전담조직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에 근거를 마련하여 1995년 8월 연구원 부설조직으로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를 설치하기로 방침이 정해
졌다. 센터는 이를 근거로 1995년 9월 22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9월 27일 발족하였으며 조직 명칭은 농
림수산부의 수산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1998년 4월 6일 농림기술관리센터(ARPC)로 변경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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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당시 정규직 정원은 10명이었으며, 본원 지원 6명,
산림청 등 기관파견 4명, 계약직 8명을 더해 총 28명
으로 시작하였다. 2005년에 정규인력 8명이 증원되는
등 2009년 9월 해산 시까지 정원은 22명으로 늘어났
다. 사무실은 강남구 양재동 5-6번지(옥토빌딩) 일부
를 임차하여 개소식을 가졌다. 이후 2000년 9월 27일
강동구 길동 318번지(동화빌딩 5층)로 이전하였다가
마지막으로 2006년 9월 12일 강남구 도곡동 943번지
(대신증권 빌딩 4층)로 이사 하였다.
출범시 조직은 연구원 부원장 출신 성배영 소장과 2실

1995. 10. 12. 농림기술관리센터(ARPC) 개소식

(기획평가실, 관리운영실), 2팀(기획팀, 평가팀) 2과(조
성과, 운영과)를 두었다. 기획평가실은 연구과제의 발굴, 선정, 평가, 성과활용을 담당하고, 관리운영실은
자금관리와 집행, 서무를 담당하였다. 기획연구과제, 농업인 개발과제 등 사업의 하위 R&D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인원과 조직도 확대되어 독립법인으로 출범하는 2009년(김정호 소장)에는 2실 6팀(기획예산
팀, 사업관리팀, 성과확산팀, 관리팀, 운영팀, 정책지원팀)으로 운영하다 2009년 9월 17일 독립하였다.
부설센터의 독립은 2009년 4월 1일 정부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을 제정하여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2009년
9월 17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하면서 농림기술관리센터는 해체되었다. 또한, 관련 재산
과 인력도 육성법 부칙 제3조에 의거 평가원으로 모두 이관되었다.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사무국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WTO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출범을 위한 ‘도하개발어젠다
(DDA)’가 채택됨에 따라 시장개방 확대가 불가피하게 되고 이에 대비한 새로운 농어업 대책마련이 필요
하게 되었다. 2001년 11월 20일 김대중 대통령은 조속한 대책 수립을 지시하고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를 근거로 2002년 2
월 23일 위원장(한갑수 전 농림부 장관)을 포함한 30명의 위원이 위촉되었으며 3월 6일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약칭 농특위)’가 3월 6일 발족되었다. 당시 이정환 원장은 위원 겸 사무국장으로 임명되
었다. 농특위 활동결과인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는 2002년 12월 13일 대통령에게 보고되어 12
월 최종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2003년 1월 13일 제235회 임시국회에도 보고되었다.
부설조직 농촌정보문화센터 설치와 독립법인화
‘농촌정보문화센터(CRIC)’는 우리 농업·농촌의 희망메세지 전파와 농업의 다원적 가치확산을 위해
2005년 4월 28일 연구원 부설조직으로 설치되어 2005년 7월 1일 문을 열었다. 센터는 농업·농촌정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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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도 민간수준의 전문 홍보기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칭)농촌홍보재단’ 또는 ‘농촌
홍보센터’의 명칭이 검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 기조하에서 공공기관 신설에 대
한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일단 연구원 부설 조직으로 두게 되었다. 부설기관의 명칭은 최종적으로 ‘농촌정
보문화센터’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정부출연을 받는 정책연구기관이 정책 홍보기관을 부설기관으로 두
는 데에 적절성 문제가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규직 정원은 16명으로 출범하였으나 출범초기 인건비 부담으로 한동안 정원을 충원하지 못했
으나(2005년 말 7명) 2006년부터 정상적인 인력운영을 시작했으며 사업이 확대되면서 2012년 해산 시에
는 20명으로 늘어났다. 사무실은 창립시 양재동 외교센터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다 이후 서초구 방배
동 474-15번지(화산빌딩 5층)로 이전하였다.
2005년 7월 언론인 출신 진재학 소장과 3팀(혁신기획팀, 정보문화팀, 관리운영팀)으로 출범하였으나
2007년 7월 16일 방송PD 출신 신동헌 소장이 취임하며 미디어분야를 보강하여 조직을 1실(기획조정실)
5팀(혁신기획팀, 정보문화팀, 전략지원팀, 미디어홍보팀, 관리운영팀)으로 확대하였다. 2009년 8월 3일
취임한 이상곤 소장은 농업 농촌의 가치확산과 정책홍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팀 조직을 6팀(전략기획팀,
정책홍보팀, 가치홍보팀, 소비홍보팀, 온라인지원팀, 경영지원팀)으로 개편·운영하다 2012년 5월 신설법
인에 이관 통합하였다.
신설법인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2011년 정부가 농업인적자원의 육성, 농식품·농촌정보화
의 촉진, 농촌문화의 가치확산 및 홍보 등을 목적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설립 근거
를 마련하였다. 이를 근거로 2012년 5월 23일 농림수산부 소속 ‘농림수산정보센터(AFFIS)’와 부설 ‘농업
인재개발원’, 그리고 연구원의 ‘농촌정보문화센터’ 등 3기관이 통폐합하여 독립된 기관이 되었으며 재산
과 인력도 신설기관으로 승계되었다.
농업관측센터
농림수산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1994년 11월 18일 농
업관측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문연구기관에서 안정적으로 관측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별 소
위원회를 연구원에 두고 운영토록 하였다. 이에 연구원은 1995년 농림수산부로부터 보조금 예산을 지
원받아 농업관측사업 실행을 위한 기초연구와 농업관측 소위원회를 운영하였다. 1999년 2월 5일 제정
된 「농업·농촌 기본법」 제30조(2007년 12월 12일 전문 개정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42조)는 정책적으로 농업관측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어서 2000년 1월 28일 개정된 「농산물 유
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농업관련 연구기관을 농업관측사업 실시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하여 연구원이 농림수산부의 농업관측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연구원은 농업관측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1일 농업관측전담 조직으로 ‘농업
관측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장에 이정환 박사를 임명하였다. 센터에는 품목관측팀, 농업전망팀, 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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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을 편성하고 인력 17명을 배치하였다. 조직 명칭과 팀 구성은 업무환경과 품목확대를 반영하여 지금
까지 몇 차례 조정되었다. 예산지원 방식도 처음에는 민간경상보조금이었으나 중간에 정부출연금으로
변경되었다. 2002년에는 업무체계의 디지털화를 통한 정보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농업관측정보센터’로
변경되었다가 2013년 다시 연구조직 개편에 따라 ‘농업관측센터’가 되었다. 2016년 취임한 김창길 원장이
연구조직을 본부체제로 개편하면서 농업관측센터도 2016년 9월 1일자로 ‘농업관측본부’로 승격하였다.
농업관측사업을 위한 2017년도 농식품부 출연금은 8,292백만 원이며 3실(원예실, 축산실, 곡물실) 6팀
(모형정책지원팀, 엽근채소관측팀, 양념채소관측팀, 과일·과채관측팀, 축산관측팀, 국제곡물관측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벤처농기업창업센터
1998년 들어선 국민의 정부는 국가경제 발전과 일자
리 창출을 위해 벤처창업과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농업부문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지식 벤처형 농정이 추진되
었다. 연구원도 전문인력과 정보를 활용하여 지식기반
벤처 농기업 육성정책 지원에 적극 참여키로 하였다.
이것은 정책지원 사업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연구
자들이 현장의 수요자 중심 연구감각을 키울 수 있는
기회도 되었다. 또한 잘 활용하면 연구원에 새로운 수
익사업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았다. 연구원이

2002. 2. 6.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 개소식

보육센터를 설치하여 업무공간과 컨설팅,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입주기업이 졸업(퇴거)시 감사의 표시로 조금이라도 비상장 주식을 기부한다면, 그 기업이 성
공할 경우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수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00년 12월 19일 3개 업체로 처음 벤처 육성사업을 시작하였다. 2002년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정
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울지역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로 인정을 받았다.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지
원받아 서울 홍릉청사 별관 1층 전부를 보육공간으로 조성하고 2002년 2월 6일 정식 개소식을 가졌다.
매년 공개심사를 거쳐 신규업체를 입주시키고 기간이 종료되는 업체는 운영규정에 의거 졸업시켰다. 외
부전문가를 초청하여 벤처농업전문 강좌를 실시하고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입주업체별 연구원 전문가를
지정하여 수시로 자문토록 하였다. 자리를 잡아가던 보육센터 운영은 2005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
전시책이 발표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전을 위해 청사가 매각되면 언제라도 사업을 접어야 하기 때
문이다. 다행히 청사매각이 늦어져 2009년까지 19개 업체를 졸업시키고 2010년 3월 중소기업청에 보육
센터 인가권을 반납하면서 사업을 종료했다. 사업결과도 창업벤처라 성공까지 이르기엔 보육기간이 짧
았고 따라서 주식기부도 기대를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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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무소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농산물 무역도 최대 수입대상국이자 제3위 수출대상국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중국 농업정
책과 생산 및 소비동향, 시장추이 등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정확하게 예측할 필요가 높아졌다.
연구원은 북경에 중국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2007년 5월 10일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중국사무소
설치를 위해서는 중국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설립비준 신청서가 농업부에서 두 번이나
반려되어 재신청을 해야 했으며, 사무소 명칭 표시(代表處 또는 辦事處)와 소재지(중국측은 중국 농업
경제발전연구소 청사 내에 두도록 요구) 등 까다로운 조건이 많았다. 비준 서류를 준비하여 정부기관(농
업경제발전연구소 → 농업과학원 → 농업부) 단계별 심사와 사무실을 준비하는 데에 최정섭 원장과 초
대 소장인 정정길 박사, 심긍섭 실장(당시 총무인사팀장)이 수차례 오가며 많은 고생을 했다. 초대소장
은 내부공모를 거쳐 정정길 박사가 선발되었으며 5개월의 준비 끝에 11월 1일자로 임명되었다. 정식 개
소식은 2008년 3월 6일 현지에서 기념세미나와 함께 개최하였다.
인력은 소장 1명만 연구원에서 파견하고 행정요원 1명과 연구보조 인력은 필요시 현지인을 고용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현재는 소장(전형진 박사)과 위촉연구조원 1명(왕칭)이 근무하고 있다. 연간 운영비
는 현지고용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전문가 활용비 등 280백만 원 정도 지원되어 왔으며 2017년도 예
산은 295백만 원이다.
사무소 위치는 설립 당시 북경시 조양구 주선교로 갑12호 전자성과빌딩 1415실에 두었으나 2016년 1
월 18일 조양구 주선교로 14호원 5호루 624실로 확장(126㎡ → 141.5㎡) 이전하였다.
FTA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정부는 FTA이행에 따른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수입피해 현
황을 분석하며 FTA이행과 관련한 상담·안내·교육 등 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2011년 7월 21일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 시행을 위하여 특별법 제
20조에 전담기관 지정과 출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11년 10월 21일 연구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
하였다. 연구원은 별도기구로 청사 내에 ‘FTA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012년 1월
16일 현판식을 가졌다. 업무수행을 위한 내부적인 조직 명칭은 ‘FTA이행지원센터’로 하고 센터 내에 3
팀(총괄지원팀, 조사분석팀, 영향평가팀)을 두고 농산물 수입 피해 조사분석 및 영향평가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센터의 2017년도 예산총액은 농식품부 출연금 1,535백만 원을 포함한 1,590백만 원이며
센터장 포함 12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5년 연구원 나주 이전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원할한 업무협
력을 위해 2017년 1월까지 대전상황실(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219, 2층)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삶의 질 향상 위원회 활동 전문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업인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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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 특별법)」 제46조에 의거 ‘삶의 질 향상위원회’를 설치하고, 2012년 4월 19일부터 연구원을 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2-217호) 하였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를 위원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각 부처 장관을 포함 25명 이내로 구성되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심의,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과 관련한 중앙행정기
관 간의 협의 및 의견조정 등의 활동을 한다. 연구원은 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하여 2015년 7월 21일 원
내에 ‘삶의질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농어촌서비스 기준
달성 정도 점검·분석, 농어촌영향평가 제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의 2017년도 예산액은 농식품부 출
연금 1,002백만 원이며 센터장 포함 9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농식품정책 성과관리 전담기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제27조의 2에 농
식품성과관리 전담기관을 지정 운영하기로 하고, 2015년 6월 30일 연구원을 농식품정책 성과관리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2015년 7월 1일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를 설치하고 농식
품정책 추진실태의 상시 모니터링과 객관적·전문적 성과평가·분석을 통한 결과 환류 및 정책성과 제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센터는 2016년 9월 1일 연구조직이 본부제로 개편됨에 따라 농업·농촌정책
연구본부에 소속되었다. 센터의 2017년도 농식품부 출연금은 818백만 원이며 센터장 포함 3팀(총괄지
원팀, 성과관리팀과 규제영향평가팀) 1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식품산업 정보 분석 전문기관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3월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제9조의 2,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
정” 신설)하여 2016년 9월 5일 우리 연구원을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전문기관은
당해 연도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라 식품산업 중장기 전망과 식품산업 정보분석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되
며, 2017년도 사업비는 400백만 원으로 농식품부의 전문기관 선정공고에 따라 aT에서 보조금을 집행
토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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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출연 연구기관 구조조정과 예산 출연방식 변화

정부의 출연(연) 운영체계 개편
1993년 3월에 들어선 김영삼 정부는 정치적으로 “작고 강력한 정부”를 표방하며 정부 조직의 슬림화
와 운영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 같은 정책기조는 1998년 시작된
김대중 정부 초반까지 이어졌으며, 각 부처 인사업무가 일원화되어 중앙인사위원회가 신설되고 예산청
과 기획예산위원회가 기획예산처로 통폐합되는 등 과거 정부에서 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조직개편이
단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정원도 1993년 90만 명에서 1998년 88.8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당시 출연(연)은 각 기관별 육성법에 근거하여 소관 주무부처를 감독기관으로 두고 있었다. 우리 연구
원도 1978년 개원부터 개별 육성법에 의거 농림수산부를 감독관청으로 두고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주요
부처 차관과 3청장(농촌진흥청장, 수산청장, 산림청장) 등으로 구성된 개별이사회를 운영하였다. 1998
년 들어선 김대중 정부의 출연(연)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은 출연(연) 운영체계를 작은 정부 기조에 부합
되게 축소하고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자생력을 갖춘 전문연구기관으로 육성해 나가는 데에 있었다.
정부는 국가 최고의 싱크탱크인 출연(연)이 IMF 국가경제 위기를 사전에 예측하여 경고하지 못한 것은
연구결과 발표시 주무부처의 눈치를 의식해야 하는 등 정부의 출연(연) 관리운영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
고 보았다. 이를 위해 전체 43개 출연(연) 운영체계 조정 작업과 함께 개별 연구기관 자체 구조조정이 추
진되었다. 정부출연(연)의 운영체계 이원화를 통한 경영효율을 도모한다는 취지하에 대통령직속 기획예
산위원회(당시 국가정책의 기획·조정과 재정개혁을 관장하는 조직으로 1998년 2월에 설치되었으며 1999
년 5월 예산청과 통합하여 기획예산처가 됨) 주도로 공청회를 열고 정부안을 공론화하였다. 그 과정에
서 연구기관들의 의견제시가 있었지만 결국 개별 연구기관의 이사회를 폐지하는 대신 연합이사회를 두고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예산도 소관 중앙부처가 아닌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국무총리실에
서 직접 출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국회 소관 상임위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을 관장하
는 정무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1999년 1월 29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5733호)」이 제정되고 분야별 5개(경제사회연구회, 인문사회연구회, 기초기술연
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의 연합이사회가 출범하였다. 연구원이 소속된 경제사회연구회는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등 경제분야 14개 연구기관을 두었다.
1999년 출범한 분야별 통합연구회 체제는 출범 이후 몇 차례 통합·조정과 감독부처의 변경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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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1일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가 통합되어 현재 우리 연구원이 소속된 경제·인문사회
연구회가 출범되었고 소속기관도 조정되어 한국개발연구원 등 23개의 연구기관과 3개의 부설연구소를 두
게 되었다. 자연과학계 출연(연)도 국무총리실이 아닌 지식경제부 등 소관부처로 변경되었다.

연구원 경영혁신 추진
정부조직 슬림화 기조가 유지되면서 1997년 11월 IMF 구제금융 지원 협정에 따른 국가경제의 어려움
까지 겹치자 개별 출연(연)에도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 바람이 세차게 몰아쳤다. 1997년 들어 나라경제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예산절감 계획이 시달되었고, 그 해 연말로 가면서 경제상황은 더 나빠져 IMF 구제금
융 위기가 닥치면서 예산절감액은 결국 삭감액이 되었다. 연구원도 1997년 절감예산 415백만 원이 결국
배정되지 않았다. 1998년 예산은 정부가 IMF 구제금융 협의로 인한 정부재정 축소 기조하에 출연(연)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행되면서 재정지원이 대폭 축소되었다. 예산당국의 공통된 기준에 의거 정부출연금
은 전년대비 1,574백만 원(21.3%) 감액되고 박상우 원장이 어렵게 확보한 연구원 청사 1동 건축비도 배
정이 중단되었다. 그 결과 1998년도 연구원 실행예산은 1997년 말 당초 편성대비 31.1% 줄어든 추경예
산을 편성해야 했었다. 이처럼 정부재정 지원이 대폭 줄어들자 연구기관의 기구 축소와 인력감축은 피
해갈 수 없었다. 연구원은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밀려오기 1년 전인 1997년에 예산 일부를 반납하고도
부연구위원 승진 12자리와 인건비를 추가 확보하였다. 이때 부연구위원 14명을 포함한 21명의 승진인
사와 책임연구원 4명과 연구원 6명을 포함 14명을 신규채용하고 직원처우를 개선하여 연구원에 활기가
넘쳤으나, IMF 영향이 구체화되며 불과 1년 만에 인력을 대폭 줄이고 예산을 삭감당하는 구조조정에
직면하였다.
정부의 출연(연) 운영체계 개편 논의는 개별 연구기관 자체 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했다.
기획예산처는 1998년 5월 13일 출연(연) 경영혁신 방안을 수립하여 1999년 출범하는 연합이사회 체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1998년 말까지 자체 경영혁신을 마무리 하도록 통보하였다. 연구원은 앞서 1998년 2
월 19일 기구 축소를 위해 자료실과 전산실을 합쳐 자료전산실로 통합하고 감사실을 검사역으로 조정
하였다. 이로서 지원부서가 6개에서 4개(기획조정실, 행정실, 자료전산실, 홍보출판실)로 2개 줄어들었다.
그 이후에도 조직 축소와 인력감축 압박은 계속되어 1998년 12월 31일자로 다시 자료전산실과 홍보출
판실을 통합하여 정보관리실로 개편함으로써 지원부서 조직을 3개로 축소하였다. 연말에 조직개편을 단
행한 것을 보면 기한내 실적관리를 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부분이다. 연구원은 2000년 4월 1일 정보관리
실을 지식정보센터로 개명하고 농업정보화 관련 연구과제를 배속시키면서 정보관리실을 지원부서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당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연구부서로 위장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 결과 한때 연구
원의 지원부서는 기획조정실과 행정실 2개로 인정받았지만 머지않은 2002년 6월 자료정보지원실이라는
지원부서로 다시 복구되어 제 자리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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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연합이사회(연구회이사회)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경영혁신 과제는 연구회로 넘어갔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기관평가 체제가 도입되었다. 당시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
혁신 추진현황(2000)을 보면 주요 경영혁신 과제는 인력감축, 고용계약제, 연봉제, 퇴직금 누진제 폐지,
평가체제 도입, 정년 조정(단축)이었다.
인력감축 부문은 정부의 인건비 예산 20% 삭감으로 현원 감축이 불가피했다. 그 무렵 연구원 신규인
력 채용실적을 보면 1998년에는 신규채용 인원이 한명도 없었다. 1999년에도 전문직 명예퇴직자 자리
충원을 위해 본원 인력 3명을 채용하는 데에 그쳤다. 그만큼 인력감축에 대한 부담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퇴직인력은 1998년 본원 소속 인력으로 27명이나 되었다. 규정상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
속 한 자로 퇴직 1년 이상 남은 직원들만 할 수 있었으나 한시적으로 근속연수를 15년 이상으로 하향조
정하고 1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에는 조기퇴직도 허용하였다. 연구원은 명예퇴직 인력에 대해 퇴직금 외
에 별도의 명예퇴직 수당과 조기퇴직 수당을 지급하였다. 또한 남아있는 직원들이 연월차수당을 조금씩
갹출하여 전별금으로 전달하는 등 고통을 함께 하였다.
인력 아웃소싱도 적극 권장되었다. 1997년 말 연구원 아웃소싱 인력은 환경미화원 5명과 정원관리 1명
이었다. 그러나 1998년 말에는 청소와 정원관리 뿐만 아니라 경비 4명, 교환, 운전, 열관리 분야 까지 아
웃소싱 인력은 14명으로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인건비 예산삭감에 따라 정규직이 퇴직하고 경상
운영비 비목인 아웃소싱으로 전환된 것이다.
고용계약제는 박사급 상위직을 대상으로 개원 당시부터 운영해 왔으나 그동안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
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전직원 고용계약제 도입은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주어졌기 때문에 1999년 12월 24
일 전직원 대상 확대시행을 규정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직원들은 2년마다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
었다. 이 규정은 훗날 경제사회연구회 기관평가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계약기간을 3년간으로 조정하였다.
그동안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제(호봉제)도 폐지대상이었다. 연구원의 연봉제는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되었다. 연봉제 뿐만아니라 인력감축, 고용계약제 등 경영혁신 항목 모
든 것이 근로조건과 직결된 것으로 노사합의가 쉽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1단계로 1999년 7월 22일부터
연구위원급 이상에 한하여 평가에 의한 연봉제가 도입되었다. 2단계로 1999년 8월 10일부터 부연구위
원급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1999년에는 부연구위원 이상 전원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해 12월 30일 3단계로 전직원 대상 연봉제 확대 실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00년부터는 전직원 연봉
제가 실시되었다.
연구원에 성과평가 지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5년도에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매년 시행되어 왔지만
체계적이지 못했다. 지금과 같은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은 1999년 12월 17일 결정되어 2000년 1월 28일
규정에 반영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제별 배점제 및 기여도 평가에 의한 연구실적 평가제도가 도입되
었으며, 연구실적 점수의 상한을 폐지한 실적위주의 종합평가제가 도입되어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원
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연구기관들에게 요구되는 경영혁신은 국가적 위기상황이라 심리적 불안
과 경쟁체제를 벗어날 수 없었다. 정부재정 지원은 이미 줄어들었고 기관운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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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늘려야 했다. 예산을 절감하고 수입을 증대시키지 못하면 기관운영이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 경
영혁신을 통한 자생력을 키워야 했다. 지금까지 출연금에 안정적으로 의존해 오던 출연(연)은 새롭게 불
어 닥친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경영환경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퇴직금 누진제 폐지는 당시 공공기관 경영혁신의 가장 상징적인 과제였다. 종전 규정으로는 20년을 근
속할 경우 월 평균임금의 25~30배 정도를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었으나 새 기준은 근속 1년에 월 평균
임금 1개월치를 지급하게 된다.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었다. 많은 공공기관에서 노사간 합의
가 가장 어려운 항목이었다. 연구원도 어렵게 노사합의를 거쳐 1999년 8월 10일 퇴직금 지급 규정을 개
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자 개정전 기준에 의거 퇴직금 정산액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적립된
퇴직충당금 재원부족으로 실제 지급은 못하고 개인별 채무로 남겨둔 채 매년 임금변동률을 이자로 가산
하여 채무액을 확정시키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당시 외환위기로 금융기관 이자율이 높아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의 불만이 있었으나 상환할 재원을 마련할 수 없었다. 연구원은 최대한 빨리 정산액을 지급
하기 위해 사택(방학동 아파트) 매각(비업무용 자산 매각방침에 의함) 및 예산 절감, 용역수입 등 자체수
입 확보를 위한 피나는 고통을 겪었다. 그 결과 2004년 말 기준 퇴직금중간정산액을 지급 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공공기관 임금동결 및 반납추세가 몇 년간 이어지고 시중이자율은 처
우개선율보다 높았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도 늘어나 2009년 한 해 동안 23명이나 되었다. 그 무렵
연구원 기관평가 결과 경영성과금의 퇴직금 포함이 권장됨에 따라 2009년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키로
하고, 2008년 말 기준 전직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완료하였다. 지금은 다시 표준규정이 변경되어 경영성
과금이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위직급의 정년단축도 구조조정 항목이었다. 당시 연구원 직원 정년은 책임연구원 이상이 60세, 연구
원급 이하는 58세였다. 정부는 연구원급 이하의 정년을 57세로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항목도
노사합의가 어려운 대상이었으나 1999년 12월 24일 어렵게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하였다. 단, 개정 당시
해당 직급 재직자의 경우는 기존 58세를 유지한다는 경과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정년 차등은 훗날 국
민권익위원회의 직급간 차별금지 위배 해석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전체 직급 모두 정년이 60세로 조
정되어 일부 직급은 구조조정 이전보다 2년이 늘어나게 되었다.

출연금 지원 체계 변경과 예산운영
연합이사회가 출범하고 국무총리가 감독기관이 되면서 정부의 출연금 지원 체계도 달라졌다. 지금까지
예산 결정단계는 개별연구기관-농림수산부-정부예산부처(기획예산처 등)-국회심의(소관 상임위와 예결
위)로 진행되었다. 정부 예산 편성 방식은 지출예산의 경우 인건비 항목은 직급별 현원의 평균단가를 적
용하였고, 연구사업비는 개별 사업별 항목별 예산소요 세부 내역을, 경상운영비도 각 사업별 소요예산
세부내역을 검토하여 편성하였다. 자체수입 예산내역도 최근 3개년 수입실적과 시중 이자율 등 세입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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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 이렇게 지출예산 총액을 먼저 결정한 다음 용역수입과 이자수입 등 자체적으
로 조달 가능한 자체수입 총액을 추정하여 총지출예산액에서 자체수입액을 제외한 금액을 정부출연금
으로 결정했다.
새로운 예산지원 체계는 개별연구기관-경제사회연구회-국무조정실-기획예산처-국회로 조정되었다. 예
산심의 내역은 정부출연금만 심의하고 자체수입은 실행예산 편성시 개별기관에서 자율 편성하도록 했다.
1999년부터 새로 도입된 정부의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편성 방식을 보면, 정부재정 의존도를 낮추고
자생력을 키운다는 취지에서 기본운영비(기본출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예산정원이 도입되고 기본운영
비가 주어지고 필요시 특수사업비만 인정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기본운영비란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의 경비로 정부에서 출연하고 나머지는 개별기관의 능력에 따른 자체수입으로 운영토록 하는 방식이다.
기본운영비 규모는 전년 대비 인건비는 20%, 연구사업비는 50%, 경상운영비는 20% 삭감한 금액으로
책정하였다.
인력운영 방식도 달라졌다. 그동안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상 직급과 증원수를 인정받아야 가능했
으며, 직급간 승진을 위해서는 상위직급에 자발적인 결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승진대상 직급과 인원수,
승진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을 인정받아야 가능했다. 예산정원은 인건비 편성의 기준으로 개별기관의 규
정상 직제정원과는 별개 기준이다. 직제정원은 법률적으로 운영 가능하지만 정부의 예산편성 기준인원
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인원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도록 지금까지 강력한 경영혁신 추진을 통해 축소시
킨 현시점의 현원을 예산정원으로 동결시킨 것이다. 그리고 예산정원 범위내에서 인력운영에 대한 기관
의 자율성을 부여했다. 이 제도는 비정규직을 늘리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정원이 동결되
고 인건비 예산은 묶여 있는 상태에서 경제사회 여건변화와 정부의 R&D 투자 증가로 연구과제는 늘어
났다. 개별기관은 인건비 관리를 위해 결원이 생기더라도 정규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사업비 재원 활용이
가능한 비정규직을 활용하였다. 당시 정규직 인건비 절감액은 추가적인 처우개선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
했다. 연구기관에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쟁 상대기관보다 더 많은 연봉재원이 필요했고 이것은
정규직 현원을 더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연구사업비는 기본연구사업의 경우 기본운영비에 포함된 연구사업비로 수행해야 한다. 전년대비 연구기관
에서 삭감한 연구사업비 50%는 소관 중앙부처(농림수산부) 예산에 정책연구비라는 과목으로 편성되었다.
그동안 부처에서 요청해 오던 정책 연구과제를 연구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이관시켜 준 것이다. 부
처는 그동안 공문으로 위촉하던 연구과제를 국가계약법에 따라 경쟁입찰로 발주하게 된다. 연구원이 부
처에서 발주하는 정책과제를 수주하지 못하면 당장 할 일이 줄어들고 수입재원도 줄어든다. 정책과제에
참여하지 못하면 현안 참여 기회도 줄어들고 기관 위상도 추락한다. 연구기관은 특수사업비 외에 기본운
영비를 초과하는 추가소요에 대해서는 개별기관의 능력에 따라 연구용역비 등 확보 가능한 자체수입액
으로 충당해야 한다.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에서 발주하는 정책과제를 많이 수주하는 것
이 중요하다. 우수한 연구성과 산출을 위해 더욱 치열한 경쟁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인건비 운영도 출연금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주어졌다. 경영혁신 항목에 포함된 연봉제나 평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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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책정방식, 퇴직금 중간정산 완료 등 몇 가지 사항만 완료하면 총액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았다.
인력을 줄여 운영하고 절감한 재원으로 처우개선이 가능한 시기라 예산당국에 특별 처우개선을 요구하
면, 그럴 때마다 인원을 줄이고 남는 재원을 활용하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었다. 한동안 이어지던 인
건비 운영자율은 이명박 정부 들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정책 기조가 되면서 고용확대로 바뀌었다. 처우
개선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하고 결원은 바로 충원해야 했으며 절감 인건비는 반납하도록 지침이
달라졌다. 초과수익 발생액은 상당부분 고유사업비로 집행해야 하며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가능한 재원으로 신규채용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인력감축이 아닌 별도의 예산까지 주
어가며 청년인턴 채용을 확대하고 한 때의 인력감축이 지금은 공기업의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용확대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출연금 예산지원 시스템이 변경되자 출연(연)은 당장의 자체수입확보가 발등의 불이
되었다. 정부출연금이 대폭 삭감되었으니 자체수입을 더 많이 확보해야만 급여 수준을 유지하는 등 기
관운영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각 기관에서는 개인 연구자별 자체수입 기여도를 평가에 반영하기도 하
는 등 다양한 수입확보 수단을 강구하였다. 자체수입 초과액을 많이 올리면 성과급 재원도 그만큼 늘
릴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절감액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각 기관
에서는 자체수입 확보를 위해 부처로부터의 정책연구용역은 물론 유관기관단체와 지방정부로부터 크고
작은 연구용역을 경쟁적으로 받아 들였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출연연구원이
정책지원 활동보다 외부용역에 매달린다는 비판과 함께 스스로의 자성론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때부
터 외부용역도 기관설립 목적에 부응하는 과제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수용하자는 내부기준도 등장했다.
정부도 출연(연)의 외부용역을 통한 과다한 초과수익을 국가재정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초과수입액 중 50%만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50%는 기관고유사업비에 사용토록 하였다. 이로써
출연(연)이 외부용역으로 수익을 많이 올리면 그만큼 고유연구사업도 늘어나게 되어 예전보다 성과급
재원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게 되었다. 2014년부터는 기관고유사업비 관리·집행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었다. 자체수입의 초과달성, 비용절감 등 경영개선으로 결산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퇴직적
립금부족액 등 채무상환에 1차적으로 활용하고, 여유재원의 50% 이상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우선 적
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남는 재원을 성과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개발적립금은 다시 50%
이상을 고유연구사업비로 사용해야하고 나머지 재원은 경영정보화 추진 등 기관사업비로 활용이 가능
하되 연구개발적립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다. 이것은 개별기관에서
임의로 사용하던 기관 고유사업비를 이사회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하여 초과수입액의 50%를 출연금의
대체지출 성격이 되도록 함으로써 출연(연)의 공익적 기능에서 얻는 수익의 일부가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시스템으로 변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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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평가제와 연봉제 도입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연구원의 보수(임금) 제도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운영 제도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에 따라 변화를 거듭
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큰 축은 이사회에서 매년 처우개선 등을 반영하여 의결한 봉급표(호봉표)에 의해
매 근속년 1개 호봉씩 승급하여 봉급이 상승하는 「호봉제」를 연차별 업적평가 성적을 반영하여 이듬해
보수를 결정하는 「연봉제」로 탈바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78년 개원 당시에는 대다수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에서 주류를 이루던 호봉제로 시작하였다. 직종·직
급별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속되던 호봉제는 1980년대 말에 제기된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1990년 1
월부터는 직종별 단일호봉제(직급별 다단계 봉급표를 전직급 공통 봉급표로 통합)로 변경되었으며, 단
일호봉제는 승진에 따른 봉급 상승의 배제로 직급간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1999년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추진에 따라, 성과주의에 입각한 보상체제로 연구원도 연봉
제를 도입하였다. 연봉제는 매년 전년도 업적평가 결과를 급여에 반영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연
봉’과 직급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 외 연봉(각종 수당)’으로 구성하였고, 실시 첫 해인 1999년에는 부
연구위원급 이상 직원과 신규 채용 연구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것을 이듬해인 2000년부터는 전직원
으로 확대하였다.

성과연봉제의 개선
성과연봉제를 실시한 지 10년이 경과하면서 누적식 성과연봉제 실시에 따른 조직 구성원 간의 임금격
차가 확대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인력 확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성과연봉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회 및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따
라, 2011년에 자체적으로 직종·직급별 대표가 참여하는 ‘임금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4개월간 논
의를 거쳐 전직원의 합의로 임금구조를 개편하였다. 이때에 신규 연구인력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
구직 계약연봉을 위주로 재원을 재배정하고, 성과연봉을 전체 보수의 2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조정하
는 등 누적된 임금격차를 일부 조정한 현재 보수 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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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봉의 구성 변천
전년도 연봉계약액을 기초로 산출되는 연봉제 계약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분된다. 다만,
연구활동비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연봉계약서에 별도 명기하다가 2004년에 성과연봉에 통합되었다.
평가단위별(직종·직급) 평가등급은 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상하 대칭 5개 등급(A, B, C, D, E)을 배정
하였으며, 평가등급별 인원 구성비는 1999년에 A등급 5%, B등급 20%, C등급 50%, D등급 20%, E등급
10%로 운영하던 것을 2003년에 최고(A), 최저(E) 등급 인원을 각각 5% 증가시키고 중간등급(C)을 10%
감소시켜 A등급 10%, B등급 20%, C등급 40%, D등급 20%, E등급 10%로 운영하다가, 2014년부터는
C등급 비율을 10% 올려 A등급 10%, B등급 15%, C등급 50%, D등급 15%, E등급 10%로 인원을 배정
하였다. 그러나 연구원은 B등급부터 D등급 인원은 등급 내에서 각각 3개 소분류로 나누어 평가등급에
따른 직원간 연봉 차등폭 완화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연봉계약액 산출방식으로는 전년도 업적성과가 지속적으로 연봉에 영향을 미치는 ‘누적식’과 전년도 업
적성과가 이듬해 연봉에 국한하여 영향을 미치는 ‘비누적식’으로 구분되는데, 기본연봉은 1999년 이후
줄곧 누적식으로 운영되었으나 2012년 이후에는 누적비중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성과연봉은 2002년부
터 2011년까지는 누적식으로 운영하였으나 시행초기와 2012년 이후에는 비누적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계약연봉 차등폭은 부연구위원급 이상 직원을 기준으로 1999년에는 전년도 계약연봉의 ±10%(기본연봉
±2%, 성과연봉 ±8%), 2000년에는 전년도 계약연봉의 ±15%(기본연봉 ±3%, 성과연봉 ±12%), 2001
년 전년도 계약연봉의 ±20%(기본연봉 ±5%, 성과연봉 ±15%)로 운영되었다. 전체 계약연봉을 누적식
으로 산출한 2002년부터 2011년까지는 전년도 계약연봉의 ±4%로 운영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전년도
계약연봉의 ±34%(기본연봉 ±1%, 성과연봉 ±33%)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전문연구원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부연구위원급 이상 직원 대비 차등폭을 다소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2012년부터의 계약연
봉 차등폭은 전년도 계약연봉의 ±16%(기본연봉 ±1%, 성과연봉 ±15%)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연구
원은 청사 지방이전 등 경영여건 변화에 따른 우수인력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2014년부터 승진에 따른
계약연봉 상승액과 박사 초임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수당의 조정과 경영성과급
호봉제를 실시하던 1999년 이전까지의 보수 항목은 봉급표에 의한 봉급과는 별도로 기말수당(정기상
여금), 연구활동비, 가족수당, 자가운전보조비(통근보조비), 자녀학자금보조(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중
식대보조(구내식당 운영 현물보조), 체력단련비, 능률제고수당, 명절수당 및 월차수당, 연차수당 등 다양
한 수당이 있었다.
1999년 연봉제 실시와 함께 수당 항목 중 일부를 점차적으로 계약연봉으로 흡수하고, 2004년 근로기

30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준법에 의한 연·월차 휴가 촉진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현재 직무수당(직책수당) 외 계약외연봉 항목은
가족수당, 교통보조비, 자녀학자금보조(고등학생), 중식대보조(현물보조) 및 선택형복지비 등 5개 항목
으로 단순화 되었다.
정기적인 수당 이외에 1999년부터는 정부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인건비 예산지원
방식을 변경하여 퇴직충당금 전액을 적립하는 경우 당해 연도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급 지급이 허용
되었다.
그러나 연구원은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액을 지급하지 못해 2003년까지는 초과수익과
지출예산 절감 등 결산 잉여재원을 전액 퇴직충당금으로 적립하고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었다.
연구원은 경영성과급 운영을 위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예산절감 및 사택매각 재원으로 퇴직충당
금 전액을 적립한 후, 2004년부터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었지만 2011년에 시행된 성과연봉제 임금구
조 개편방안에 따라, 인건비 예산 능률성과급 재원이 전액 계약연봉으로 편입되어 2011년 이후에는 초
과수익 재원만을 활용하여 능률성과급을 운영하게 되었다.
연구원은 지속적인 경영혁신 추진과 수입증대 노력 등 재정여건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보수 수준은 과
거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으나 연봉제 및 평가시스템에 의한 과중한 업무량과 직원 상호간 경쟁체제가
훨씬 심화되었다. 이것은 성과연봉제의 어두운 산물이다. 이와 같은 문제로 정부출연(연)에 비해 많은
공공기관에서는 아직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연되고 있고, 정부는 2016년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공
고안”까지 발표하였다. 그러나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성과연봉제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공공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성과연
봉제의 시행방안과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출연(연)의 보수제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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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성과물 생산에서 확산으로 전환

인쇄 품질관리와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연구원 설립 초기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수효가 적어 우리가 참고할 만한 출판 규정을 찾기 어려웠다.
연구원은 필요할 때마다 간행물 발행 규칙, 원고료 지급 기준, 배부 기준 등을 차례로 갖추었다. 1986년
9월에는 ‘간행물 유별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각종 간행물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구분하였다. 1985년 10월
에는 ‘정기간행물 편집위원회’를 상설하였으며, 1992년 5월 이후 편집위원회를 3개(농촌경제,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연구원 뉴스)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1992년 10월에는 지금까지 만든 각종 기준을 ‘간행물 발행규칙’으로 통합 정비하였다. 다수의 정부출
연 연구기관이 우리 연구원의 새 출판규정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였다. 연구원은 「정기간행물 등록 및 출
판사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경제』(바-520: 1978. 5. 30.)와 『JRD』(사-790: 1978. 10. 23.)를
정기간행물로 등록하였다. ‘연구원 뉴스’는 1979년부터 등록을 시도했지만, 1982년 4월에야 등록증을
받았다. 연구총서 1호 발간에 즈음하여 출판사 등록(제 5-10: 1979. 5. 25.)도 마무리했다.

『농촌경제』 한국 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 및 유지
『농촌경제』와 『JRD』도 유가지로 등록하려 하였으나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개원 직후부터 외부
인들은 연구원에 자료를 요청하였다. 연구원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자료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
라 제공하기 위하여 1980년 2월에 연구기관 중에서 가장 먼저 ‘간행물구독 회원제’를 실시하였고, 2월에
일간 내외경제, 4월에 교보문고에 간행물 판매를 위탁하였다. 1992년 10월에는 워드 프로세서 도입에 맞
추어 ‘편집체제에 관한 매뉴얼’을 정하였다. 1993년에는 ‘스타일 파일’을 만들어 누구나(직원과 인쇄소)
쉽게 통일된 규격(판형, 글꼴, 활자 크기 및 행간)으로 조판할 수 있게 되었다. 스타일 파일에 맞춰 인쇄
소 결과물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인쇄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1997년 10월
에는 ‘빠른 교정 파일’을 보급함으로써, 한글맞춤법이나 표준어가 틀리는 빈도가 50%가량 줄어들었다.
1997년 10월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원고 작성 매뉴얼: KREI Style Manual”을 발행
하였다. 2005년 12월 29일에 『농촌경제』가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어 농촌·경제사회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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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을 이끄는 학술지로 공인받았다. 『농촌경제』가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후 2006년 『JRD』가 제29권
제4호부터 『농촌경제』와 합쳐져 연간 6회(국문 4회, 영문 2회)발행하였으나, 2012년부터 영어 논문 투
고수가 급감하여 연간 4회 국문 『농촌경제』로 발행하게 되었다. 등재학술지 선정 초기에는 2년마다 등
재유지를 위한 평가를 받았으며, 2010년 평가에서는 89.6점으로 등재를 유지한 이후 평가제도 개정 등
으로 한동안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7년 평가에서 92.2점의 우수한 성적으로 등재유지 지위를
인정받았다.

발간물 이미지 통일 및 품질 제고 노력 지속
2005년 3월 말에는 연구원의 CI가 변경되어 연구보고서를 비롯한 연구원의 각종 인쇄물의 표지와 내
지를 새롭게 디자인하였고, 이를 계기로 연구원의 인쇄물 대부분이 시각적으로 통일되었다.
2006년부터는 연구보고서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표지와 내지의 디자인을 바꾸었는데, 표지 디
자인이 이전보다는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표지 지질이나 디자인의 통일성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
을 받았다. 이에 2007년부터는 인쇄방식도 마스터에서 옵셋으로 전환하고 지질도 모조지에서 코트지로
교체하여 품질을 한 단계 높였으며, 표지 디자인에서 우리 연구원의 보고서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CI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제작했다. 특히 책 등에 통일성을 기하고 연도별로 색상을 달리해 연도별 보고
서의 구분이 가능하게 하였다.
2009년에는 보고서를 소비자가 쉽게 구매하고, 타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고서 가격과 비교해 적정 수
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원 보고서의 가격을 대폭 낮춰 책정했다. 기존의 보고서 가격은 인쇄단가의
2.5배 수준이었으며, 200페이지 보고서의 경우 15,000원 정도였다. 인하 가격은 200페이지에 7,000원
수준으로 떨어져 더 많은 고객들이 보고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부터는 기본연구보고서(R)의 발간 권수가 2009년 17권에서 58권으로 대폭 늘었다. 이에 따라
연말에는 계약직원으로 3명의 전문가를 뽑아 한시적으로 출판업무를 운영하였으며, 3명의 외부전문가
에게 교정교열을 맡겼으며 그 이후에도 발간 보고서 수가 줄지 않아 지속 운영하게 되었다. 기본연구보
고서(R)는 2012년도부터 본문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사용해 오던 자간과 행간을 조정하였으
며, 본문 용지로 사용하던 80g 라이언코트지를 90g 하이크림지로 교체하였다.
2015년에는 연구원 표지를 보고서 종류별로 전면 개편하여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갖게 하였다. 표지 외
에도 표와 그림 편집 기준을 마련하여 인쇄업체에 전달함으로써 모든 보고서의 표기방식을 통일하여 연
구원 스타일을 공유하였다. 늘어나는 보고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언론사 교열경력자나 출판사 편집장 출
신의 교정풀(pool)을 구축하여 연구원 편집·교정스타일 교육을 통해 교정의 품질을 향상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나주 이전 이후에는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가까운 곳에서
전문 교정풀을 구축함으로써 보고서 발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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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종류의 발간물 발행
연구원이 발행하는 간행물은 크게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세미나/토론회자료 등 세 가지이다. 연구보
고서는 연구보고(R), 정책보고서(P), 연구자료(D), 기타연구보고서(M), 워킹페이퍼(W), 수탁연구보고서
(C), 연구총서(S) 등 총 7종을 발행하고 있다. 정기간행물은 계간 농촌경제, 월간 세계농업, 계간 북한농
업동향, 계간 중국농업동향, 계간 농업·농촌경제동향, 월간 해외곡물시장동향, 계간 농축산물수출입동향
그리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식지인 월간 농경나눔터 등 총 8종을 발행하고 있다.
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서(R)는 연구
원의 중점연구과제보고서로
서 농업·농촌의 주요 현안뿐
만 아니라, 중장기 연구를 수
행하는 보고서. 연구원 자체
적으로 선정한 과제와 정부가
위촉한 과제의 연구 결과는
주로 ‘연구보고’로 발행한다.

정책보고서(P)는 정책을 개발
하고,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실
무 중심 보고서이다. 정책현안
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
행하는 과제보고서로 연구원
임직원과 정책 실무자에게 주
로 배부한다.

연구자료(D)는 기본연구과
제, 정책연구과제의 부속자
료집을 말하는데, 세미나자
료집, 번역자료, 관련자료 묶
음, 통계자료 등 다양한 형태
로 발행된다. 개원 초기에 해
외농업동향, 해외농업 시리
즈, 정책토의 시리즈, 해외농
업 등을 발행하다가, 이것들
을 모두 ‘연구자료’로 통합하
여 발행하고 있다.

기타연구보고서(M)는 위에서
언급한 이외의 연구보고서이
며, 자체 필요에 의해 수행한
수시연구과제 중 특별한 형식
으로 발간하기 곤란한 조사연
구결과나 지속적인 발간 여부
가 불확실한 초기 과제완료보
고서 등 특별한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발간한 연구결과를
말한다.

워킹페이퍼(W)는 자체 필요
에 의해 수행한 수시연구과제
로서 특정주제에 대한 연구결
과 및 특정 가설을 검증한 결
과를 토의 등의 목적으로 제
시한 연구 결과, 최근에는 신
임 연구자들의 씨앗연구 결과
등을 워킹페이퍼로 발행한다.

수탁보고서(C)는 연구원이
제3자로부터 연구를 위탁받아
발행한 간행물로 정부의 정책
과제, 보조금과제, 지방자치
단체나 농업관련협회 등으로
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제
보고서이다.

연구총서(S)는 포괄적인 주제 아래 광범위한 연구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연구 결과물로서 학문
적으로 대학생 및 일반 독자들에게도 배포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이론 중심의 간행물이다. 주
로 정년퇴직을 앞둔 선임연구자들이 특별과제 형식으로 본인의 연구를 종합 정리하는 성격의 과제
보고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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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농촌경제(Journal of Rural
Development)는 1978년 5
월 창간된 농업·농촌 분야
정통 학술계간지이다. 매
년 3월, 6월, 9월, 12월 21일
에 발간되고, 12월에는 영
문특별호(Journal of Rural
Development)를 1회 발행한
다. 2005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지정되면서 권
위를 인정받고 있다.

세계농업은 매월 발간되는 정
기간행물로서 해외 농업·농
정 및 농식품산업의 종합 및
분석을 통한 자료 제공과 시
의성 있는 농업관련 동향을
수집하여 국내 농식품 관련
정책담당자, 농식품 관련 기
업, 학계 전문가 및 농업인들
에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농업, 농촌, 농정 동향과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농업동향은 매년 3월, 6
월 9월, 12월에 발간되는 계간
지로서, 일반인이 북한농업을
이해하고 정부가 대북 농업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국내 및 북한의 보도
동향, 북한의 대외교역 동향,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및 교
류협력 동향, 북한의 시장 가
격 동향 등을 정리·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중국농업동향은 중국농업정
책,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
표 등 중국농업 전반에 관한
최신 동향을 수집·분석하여
일반인, 농업종사자, 정책담
당자 및 중국농업연구자들이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작성하여 발
간하고 있다.

해외곡물시장동향은 농업관
계자 및 일반인이 해외곡물시
장을 이해하고 정부가 농업정
책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세계 곡물시장 동향
과 관련 정보, 주요 지표를 정
리·분석하여 발간하는 간행
물이다. 또한 세계 곡물시장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해외곡물시장
정보 홈페이지(http://grains.
krei.re.kr)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매년
봄(5월), 여름(8월), 가을(11
월), 겨울(2월)에 발간되는 계
간지로서, 국내외 농업 여건
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 및 품목별 수급 동
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
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
결정에 유익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농경나눔터는 1980년 1월에 창간한 연구원 소식지로 첫 제호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이다.
계엄사령부가 간행물 발행을 검열하였던 1980년 11~12월과 1981년 2~4월에는 발행을 중단했다가
1981년 4월 정기간행물 등록증을 받고(라-2663) 제14호부터 다시 발행하였다. 1982년 5월에 출판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편집 디자인을 전문 회사에 위탁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2004년
수요조사를 통해 연구원 뉴스를 2면에서 4면으로 늘렸으며, 디자인도 2005년 4월호부터 연구원의
CI를 응용하여 새롭게 바꿨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디자인을 개선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초창기 농경나눔터는 단순히 뉴스만을 제공하였지만 최근에는 뉴스를 포함하여 연구성과를 알리
고 독자와 교류하며, 실생활에 유용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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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조직의 변화와 다양한 활동 그리고 성과
연구원은 1978년 개원 이후 초창기에는 홍보 활동이 미미했다. 그러던 중 1984년에 농정여론조사실을
설치하면서 연구원의 홍보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해직기자였던 이기중, 장윤환, 성한표 등이 연
구원에 입사하면서 홍보가 한층 강화되었다.
홍보업무가 본격적인 틀을 갖추게 된 것은 허신행 원장이 1990년 6월에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홍보출
판실을 신설해 홍보업무와 농정여론조사업무, 출판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면서부터이다. 날로 홍보
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홍보와 조사분석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뽑아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1998년까지 홍보출판실에서 홍보업무를 담당하다가 12월 31일자로 자료전산실과 홍보출판실을 통합
해 정보관리실로 개편하면서 홍보업무 추진 부서가 변경되었다.
1999년 3월에 연구원 감독기관이 농림부에서 국무총리실로 바뀌면서 홍보업무는 기획조정실, 출판업무
는 자료정보지원실로 나눠 추진하게 되었다. 2000년에 농정분석실을 만들어 홍보와 농정조사 분석업무
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2002년에는 홍보업무를 외부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원장 직속으로
두었다.
2006년 1월에 연구와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해 원장 직속으로 추진하던 홍보업
무가 기획조정실로 편입되어 홍보출판팀에서 맡게 되었다. 그동안 전산팀에서 추진하던 홈페이지 관리
업무도 2006년 10월부터 홍보출판팀에서 맡게 되어 온·오프라인 홍보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6년 농업전망대회 때에는 주요 보고서를 요약한 포스터를 만들어 전시하여 전망대회 참가자들의 관
심을 끌었다.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강화
2007년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한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아 홈페이지 전면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연구
자와 고객이 참여하는 쌍방향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월평균 방문자수가 1만 5천명이 늘었고, 만
족도도 전년도에 비해 7%가 상승했다. 또한 개편한 홈페이지가 웹디자인의 우수성과 기획의 탁월함을 인
정받아 한국웹에이전시연합회에서 수상하는 ‘KWAA(Korea Web-Agency Association)어워드’ 공공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업무제휴를 통해 연구결과 및 자료, 연구원 소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통합해외
진출정보시스템 농업부문 자료를 제공했다.
2006년부터 매주 발간한 온라인 웹진인 KREI I-zine 100호 발행을 맞아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8%에 달하는 만족도를 보였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은 고도화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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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는 연구결과를 다양한 형태로 가공해 DB화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이용하기 편리하게 제
공하였다. 특히, 농업관측센터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관측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성과확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과확산추진단 회의를 부원장 주재로 정례화하고, 성과확산매
뉴얼을 만들어 성과확산에 적극 활용하였다.
2009년에는 성과확산을 위한 고객통합관리시스템(CRM)을 전면 재구축, 그룹별로 분리해 연구원에서
생산한 다양한 연구 성과물을 적재적소에 발송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연구 관련 다양한 관계자를 초
청해 연구 결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노력도 병행했다. 무엇보다 주요 과제별로 홍보 계획을 세워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 하였고, 그 일환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한 리플릿 23종과 연구 목록집을 만들어 전망
대회 등 연구원 주요 행사에 배포했다.
2010년 성과확산의 전문·효율화를 위해서 연구조정평가팀, 홍보출판팀, 지식정보팀, 경영전략팀으로
나눠 업무를 추진했다. 모바일,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연구원 홈페이지를 구축해 운영하였으며, 자율적
으로 지식과 정보를 축적·공유할 수 있는 KREI 포럼 10개에 대한 기능과 콘텐츠를 보강하고, 24개의 블
로그를 운영해서 전문가들 사이에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특히 연구원 소식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를 ‘농경나눔터’로 전면 개편해 연구성과와 연구원 소식을 알리는 도구로 활용
했다. 해외에 연구원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해외홍보 강화 방안을 세워 추진하고 해외 홍보 TF를 만들
어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였다. 2010년도에는 농업경제포털(KARIN)을 구축해 연구원에서 생
산하는 각종 농업경제 정보 관련 보고서 및 학술행사정보와 결과물을 농업관련 전문가에게 제공했다.
2011년 농정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KREI 농정포커스를 기획, 5건을 발간해 총 48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연구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포럼 등 콘텐츠를 SNS매체(페이스북, 트위터, 미
투데이 등)에 한 번 클릭으로 옮겨 갈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했고, 보고서와 간행물에 QR 코드를 넣어
인쇄해 홈페이지와 연동되도록 하였다.
2012년에는 성과확산팀을 신설하여 농정포커스를 32건 발행했고, 관련 기사가 537건 보도되는 등 다
양한 홍보 수단을 이용하여 홍보에 매진해 전년 대비 보도실적이 158%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영문
웹진 KREI 뉴스를 제작해 외국 기관과 연구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 외국인 300여 명에게 발송했다. 특
히 전망대회를 비롯 관측월보, 토론회, 심포지엄 등의 동영상을 120건 촬영해 게시하는 등 동영상 제작
에도 신기원을 여는 한 해였다.

현장연구 강화를 위한 노력 경주
2013년에는 현장연구 강화와 성과확산을 위해 6차례의 현장토론회를 기획하여 개최했다. 또한, 연구
원은 수요자와의 소통 활성화와 연구성과 확산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 홍보 강화에 나섰다. 페이스북을
운영해 주요 연구결과와 행사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관측정보 등의 정보를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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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공했다.
2014년에는 성과확산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획조정실과 동향분석실로 이원화되어 수행하던 성과
확산업무를 신설부서인 창의정보실로 대부분 통합했다. 특히, 3년간 성과확산 로드맵을 만들어 18개 과
제를 추진했다. 현장토론회의 주제를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에 초점을 맞춰 6회 개최하고, 현장토론회
의 언론보도 실적이 60%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5년도에는 모바일을 포함한 홈페이지 디자인을 개편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콘텐츠를 재배치하였으
며 포토뉴스를 신설했다. 홈페이지 웹로그 분석을 정례화하여 부족한 부분을 개선보강하는 노력을 기울
였다. 농업관측정보의 확산을 위해서 블로그 기자단을 15명 선정·운영했다. 연구결과의 해외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해외언론과 출판매체를 통한 성과확산이 전년보다 2배 증가했다.
2016년 9월에는 성과확산과 대외협력업무를 총괄할 대외협력정보실을 신설해 2개 지원부서와 6개 사
업부서 38명을 지정하여 성과확산업무를 추진하였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오프라인, 대언론 활동, 온
라인(SNS 등), 정책자료 배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해외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영문학술지
(JRD)를 복간하고, 영문홈페이지에 94건의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찾아가는 성과확산을 위해 농업전망대
회, 미니농업전망대회, 정책브리핑, 현장토론회, 지역 순회 연구성과 설명회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다.
연도별 일간지와 전문지 보도실적을 살펴보면 1995년까지 400여 회에 달하던 것이 1996년 500여 회,
2004년에 2,100여 회가 넘어섰다. 특히 2009년에 보도실적이 껑충 뛰어 3,700여 건에 달한 이후 지속적
으로 늘어나 2013년에 6,400여 건으로 늘어났고, 2016년에는 7,000여 건이 되었다. 기고도 연구원 자체
KREI 논단팀을 운영해 2008년에 150건으로 늘어났으며, 2009년에는 172건을 일간지와 전문지에 기고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연구결과와 농정을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데에 기여했다.
일간지 및 전문지 게재 기사, 기고, 인터뷰
단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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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사

기고

계

1995

266

66

332

2000

545

593

1,138

2005

1,682

137

1,819

2010

2,828

124

2,952

2015

5,664

85

5,749

2016

6,910

96

7,006

2017

6,135

117

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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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라디오 방송 실적
단위: 회

연도

TV

라디오

계

1995

14

11

25

2000

41

63

104

2005

45

33

78

2010

60

24

84

2015

394

32

426

2016

288

16

304

2017

183

18

201

CI 제작과 다양한 활용
1978년 4월 개원과 함께 연구원을 상징할 심벌 제작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간사에 의뢰하여 제작에
들어갔다. 로고는 2개월여 동안 논의와 작업을 거쳐서 6월에 완성하여 봉투 등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각종 인쇄물에 적용했다. 특히 홍릉 본관 건물을 설계하는 바탕이 되었다.
이때에 제작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심볼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두음(頭音) 자인 ‘농’과 ‘경’의 ‘ㄴ’과
‘ㄱ’을 채자한 것으로 정사각형의 전체 바탕 위에 ‘ㄴ’과 ‘ㄱ’을 서로 어깨를 맞대어 조형시켜 안정감을 이
루는 동시에 협동심을 고취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바탕의 엷은 녹색은 넓고 생기에 찬 대지를 상징하고, 또한 가운데의 짙은 녹색은 그 대지에서 이룩해
야 할 힘찬 미래의 생명력을 나타낸 것이다. 미학적인 면에서 엷은 녹색과 짙은 녹색이 대비됨으로써 밝
고 활동적이며 진취적인 도약감을 주어 미래 지향적인 연구원의 앞날을 예견하게 하였다. 엷은 녹색 바
탕 위에 ‘ㄱ’과 ‘ㄴ’이 이루는 시각적인 안정감은 연구원의 연구사업 내지 제반활동의 정확성과 긴밀성,
상호유대관계를 토대로 해서 생겨나는 모든 결과물을 표현하였다.
허신행 원장이 1990년에 취임하면서 기존의 로고를 인쇄에 적용할 경우 색상이 불명확하여 전달력
이 약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어 새로운 로고 작업에 들어갔다. 2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로고 작업은
1991년에 나라기획에 의뢰해 1992년 5월에 새로운 로고가 완성되어 사용하게 되었다.
새롭게 개발된 연구원 로고는 ‘농’의 ‘ㄴ’과 ‘경’의 ‘ㄱ’을 녹색 삼각형 두 개로 상징화한 것으로 모든 직
원이 화합하여, 푸르게 펼쳐진 들판처럼 넓은 시야로, 농산어촌의 안정된 발전을 깊이 연구하는, 산처럼
높은 긍지를 가진 연구원을 나타낸다. 로고체는 세종대왕체에 변화를 주어 발전과 안정을 나타냈으며,
연구결과 인쇄물 등 다양한 곳에 적용하여 활용하였다.
연구원 로고를 개발한지 10여 년이 지나 시대변화에 걸맞은 연구원의 비전과 정체성을 설정할 필요성
이 제기되어 홍보담당이 CI(Cooperation Identity) 제작 추진 계획안을 2003년 11월에 보고했다. CI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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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로고(1978년)

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2004년 1월 연구원은 6명의 CI 실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3월까지 CI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연구원 지식관리시스템(AGRE)에 게시하여 직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일으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CI

연구원 심볼

제작과 관련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CI 추진 작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 6명으로 출
발한 실무추진위원회를 16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에 박성재

연구원 로고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2004년 4월 4일, 아카데미하우스에서 CI 추진 관련 부서장

(2) 2차 로고(1992년)

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 홍보담당이 CI 개념과
추진 사례 등을 발표한 뒤 의견을 나누며 본격적으로 CI 개
발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5월에는 부서별 수련회를 가지

연구원 심볼

며 CI의 핵심인 연구원의 비전과 사명, 역할, 경영원칙, 원훈
제정을 위한 MI(Mind Identity)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어 6월에는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그동안 논의된 MI를 정리하
기 위한 작업을 실무추진위원회가 맡아 추진하였다. 최종적

연구원 로고

(3) 3차 로고(2005년)

으로 MI 설정을 위해 7월에 부서장과 실무추진위원들이 대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해 MI작업을 마쳤다. CI 기초작업에
이어 실제 CI 디자인 작업을 추진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

연구원 심볼

찰공고를 낸 결과 총 5개 업체가 응찰,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디자인파크’가 연구원 CI 추진업체로 선정되었다.
연구원은 CI 제작 파트너가 된 디자인파크와 9월에 계약을

연구원 로고

하고 CI작업에 들어갔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MI 중 비전은 ‘국내외적으로 신뢰받는 자랑스러운 초일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며, 사명은 ‘농업인에게 윤택하고 안정된 삶을,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풍요로운 식품을, 도시민에게 아름
답고 쾌적한 농촌 공간을 보장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토론의 장을 제공하여 사회적 합의를 선도한다’로
정했다. 연구원의 역할은 ‘위험과 기회를 알리는 메신저, 정책 대안의 결과를 제시하는 이정표, 가야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알리는 신호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로 정했다. 원훈은 기존의 ‘넓은 시야, 깊은
연구, 높은 긍지’를 쓰기로 합의했다.
2004년 10월에는 미리내캠프에서 수련회를 가지며 CI 추진 경과와 일정을 전직원에게 설명하는 시간
을 가졌다. 도출된 MI를 토대로 디자인파크는 기본시스템과 응용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 전직원을 대
상으로 CI 기본시스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등 여론을 수렴하여 기본
시스템을 결정한 뒤 응용시스템 디자인에 들어갔다. 다양한 협의 과정을 거쳐 워드마크, 로고타입 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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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의 기본시스템을 결정했다. 이어 명함, 봉투, 신분증 등 70여 가지의 응용시스템 제작에 들어갔다.
2005년 3월 31일 연구원은 1년 반에 걸쳐 도출한 신가치(MI)와 개발된 CI 선포식을 연구원 대회의실(다
산홀)에서 가졌다. 개발된 CI는 출판물을 비롯 연구원의 시설물 등에 다양하게 적용하여 활용되고 있다.
특히 2015년 8월 연구원을 나주로 이전하고 내외부 사인과 현판, 회의실 등에 2005년도에 제작한 CI를
적용·설치하여 연구원의 정체성을 강화했다.

국내외 유수 기관과 MOU 체결 통해 대외 협력 강화
연구원은 1998년 11월 충청북도와 연구협력협정(MOU) 체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국내외 기관과 협
력하는 물꼬를 텃다. 그 뒤에 지방 연구원, 학교, 주요 농정기관 등 국내 56개 기관, 국외 23개 기관 등
총 79개 기관과 연구협력협정을 맺고 교류·협력하여 왔다.
MOU를 가장 많이 체결한 연도는 오세익 원장이 재임하던 2010년으로 국내 10개 기관, 국외 2개 기
관 등 총 12개 기관과 MOU를 체결했다. 그 다음이 2016년으로 9개(국내 7, 국외 2) 기관과 MOU를 체
결했고, 2015년에 8개(국내4 , 국외 4)기관, 2012년 7개(국내 6, 국외 1)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협력하
고 있다. 79개 기관 중 연구계는 25개(국내 9, 국외 16), 학계는 21개(국내 15, 국외 6), 유관기관 22개(국
내 22), 지자체 5, 산업계, 국제기구 등이다. 국외 MOU 체결기관 중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 6곳, 미국 4
곳, 일본, 베트남, 이탈리아가 각각 2곳이다. 그 외에 독일, 러시아, 부탄, 프랑스, 호주, 코스타리카, 부
탄 등과도 MOU를 체결해 협력하고 있다.
2018년 2월 말 현재 MOU를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기관은 국내 59개 기관, 국외 18개 등
77개 기관이다. 외국기관과 연구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나 8개 기관이 협력기간이 만료되어 해지되었다.
연구원과 MOU를 체결하여 교류하고 있는 국내외 71개 기관 중 연구계 23(국내 9, 국외 14), 유관기
관 22, 학계 16(국내 15, 국외 1), 지자체, 지역, 산업계, 국제기구 등이 지속적으로 연구원과 다양한 협
력을 추진하고 있다. 각 기관과 주요 연구협력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과제 협력을 비롯 학술행사, 업무협
력, 인적교류 등이다. 그 중 가장 많은 협력을 하는 분야는 업무 관련 협력이다. 특히 2017년 6월 농협
과 MOU를 체결함으로써 농업관측을 비롯 연구과제 관련 다양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연구원은 또 MOU는 체결하지 않았지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환경농업단체
협의회, 여성농업인단체 등 농업인단체를 비롯, 소비자단체협의회, 농업문제를 연구하는 언론인 모임, 농
업기자포럼 등과 정기적 모임을 통해 현안을 공유하고, 전문지와 일간지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다. 특히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농식품부 공무원을 비롯 지방
자치단체 관계자들, 농업관련 종사자와 일반경제 학자 등을 초청해 농경토론회, KREI 세미나 등 다각적
으로 학술 관련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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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관련 기사 스크랩하여 연구참고자료를 제공해
연구원은 전국 각지에서 발간되고 있는 지방신문(21개)에 게재된 농어촌 혹은 농정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한 ‘지방일간지 농어촌관련 주요기사’ 자료를 매주 1회씩 작성하여 원내 연구 참고 자료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농림부, 국회, 청와대 등에 자료로 제공하였다. 1980년 11월 20일 제1호를 제작·발간, 1997
년 12월 말까지 총 888호를 제작해 배포하였다. 2000년 초반까지 주요 농정기사를 스크랩해 제공하였
으나 정부가 「저작권법」을 강화하면서 지방일간지 농어촌관련 주요기사 자료집 발간을 중단했다.
연구원 초창기부터 일간지 주요 농정기사를 매일 선별해 재편집·복사하여 제공했다. 그러던 중 스크랩
전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2009년부터 일간지 스크랩을 유료 프로그램을 이용해 농업·농촌 관련 기사
를 비롯 주요 현안기사를 정리하여 전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6년 10월부터 매주 예상되는
주요 농정에 대해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스크랩한 자료를 카카오톡을 통해 어디서나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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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서관, 소장 중심에서 접근과 서비스로 이행

도서관 설립과 운영
1978년 개원과 함께 출발한 도서관(당시 직제명 도서실)은 장서 확충 및 수집체계의 확립, 효율적인 자
료이용, 시설 및 기재의 확보, 전문 직원 확보, 장서관리 개선 등 총 5개 기본지침으로 개편 및 확충작업
을 시작하였다. 국립농업경제연구소 장서 5,000여 권을 이관 받아 1978~1979년에 걸쳐 전체장서에 대
한 재정리 작업을 마무리하고 연구도서관으로서 문헌조사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또한 국내
외 자료 교환망을 구축하여 330종의 자료를 입수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망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단지
도서관 협력망’에 가입하여 상호대차와 종합목록 발간사업에 참여하였다.
도서관의 조직편제는 초창기 행정실 도서과에서 출발하여 1986년 독립부서인 자료실로 승격되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자료실, 전산실, 출판실이 하나로 통합되어 정보관리실로 개편되었다. 2000년에는
기존 정보관리실에 농업정보연구 기능을 합쳐 지식정보센터로 확대 개편되면서 팀(자료팀)체제로 운영되
었다. 2004년에는 농업연구기능은 농업관측센터로 이관하고 도서관과 전산정보, 여론조사기능 등 순수
지원업무만 분리하여 자료정보지원실로 개편되면서 자료지원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원내 발간물 원문
관리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2009년에는 자료정보지원실이 기획조정실과 통합되고, 도서관과 전산운
영 기능이 합쳐져 지식정보팀으로 개편되면서 조직상에서 상당히 축소되기도 하였다. 이후 2014년 도서
관, 전산, 출판, 농정여론조사, 고객관리 기능을 합쳐 창의정보실로 독립하고, 도서관업무와 출판업무를
합쳐 자료출판팀으로 개편되었다. 2016년 9월 일부조직개편에 따라 홍보 및 대외협력 기능이 추가되고,
농정여론조사와 고객관리는 미래정책연구실로 분리되면서 부서명칭이 대외협력정보실로 변경되었고 팀
명칭과 기능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농업정책전문도서관으로서 기틀 다져
연구원의 연구 목표와 성격에 적합한 문헌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자료수집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초창기는 농업경제학 및 인접 사회과학 기본도서의 확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
요한 정책자료, 정부간행물, 회의자료, 통계자료 등을 중점적으로 수집하였다. 그 결과 1978~1980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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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에 맞추어 1만여 권의 장서를 확충할 수 있었다.
1981~1982년에는 주요 학술잡지의 결호를 보충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AJAE(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Economica’ 등 주요 경제학 학술지 기
간호(Back Issues)를 창간호부터 완질로 채우는 데에 힘썼다. 또한 참고문헌 조사에 꼭 필요한 서지, 색
인, 초록, 장서목록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여 국내외 필수 참고서지를 다수 갖
추게 되었다. 국내 및 해외 유관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자료교환 수집망을 확보하여, 1993년에 들어서
국내 179개 처, 유럽·미국지역 63개 처, 일본·대만 등 40개 처와 자료를 교환하게 되었다. 1985~1987년
에는 농업사 고문헌자료 수집을 계획하고 힘쓴 바, 원자료 30점, 영인본 80점 등을 수집하였다. 1986
년에는 마이크로 폼 리더를 비치하고 마이크로 폼 자료를 구입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멀티미디
어 매체의 발달에 따라 CD-ROM으로 제작된 세계적인 농업서지 데이터베이스인 AGRIS, AGRICOLA,
AgEcon CD 등을 매년 갱신 입수하였다. 2000년 이후 인터넷을 통한 전자저널과 웹 데이터베이스 서비
스가 보편화되어 정보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면서 서비스 방식이 웹 환경으로 완전 전환되었다.
2002년부터 시범적으로 구독하기 시작한 전자저널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져 2003년부터 본
격적으로 구독하게 되었다. 초기에 전자저널 구독예산은 인쇄저널 구독료의 1/2 수준이었으나, 이용 패
턴과 전자저널 서비스 범위가 급격하게 넓어지면서 현재는 전자저널 구독료가 인쇄저널의 2배를 훨씬 상
회하고 있다. 많은 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쇄저널 구독을 완전 중단하였지만 우리 연구원에
서는 대형 출판사들의 빅딜로 인한 학술지 구독비용 불안정성, 국내 유일의 농업정책 전문도서관으로서
역할 등을 고려하여 농업분야 핵심 저널과 저널 인쇄본 구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수집한 자료는 이용자 눈앞으로
도서관에서 입수한 연구관련 자료를 원내에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최신정보지(Current Awareness)
로 ‘주간 신착자료 안내’를 1978년 5월부터 제작·제공하고,
1984년까지는 원내 간행물인 ‘월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
스’에 고정란으로 ‘근착도서 안내’를 통해 월별로 자료실에 입
수된 주요 자료를 소개하였다. 1984년부터는 주요 학술잡
지(주로 국내)의 논문(Articles) 색인지 ‘농경문헌정보’를 격
월로 발행하고, 1986년에는 ‘농업경제연구’ 등 국내 8개 학술
지 기사색인집인 ‘농업경제학술잡지 기사색인’을 발행하였다.
이러한 색인지 외 참고문헌 도구인 종합 장서목록 등의 서지
(Bibliographies)을 계속 작성하여 발간하였다. ‘장서종합목록
(1982)’, ‘농림수산경제연구인명록(1983)’, ‘과학단지장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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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서 (1980~1986)’, ‘북방관련문헌목록(1987)’, ‘참고문헌서지목록
(1988)’, ‘국제무역관련 문헌목록(1990)’, ‘무역자유화 및 무역교섭 관
련 문헌목록(1990)’, ‘농업발전·전망문헌목록(1991)’, ‘중국 관련 문헌
목록(1992)’, ‘연속간행물 종합목록(1997)’ 등을 발간하였다. 개원 때
부터 ‘주제명 카드목록’으로 문헌을 검색했으나 1986년 ‘농업경제 검
색어집’의 개발에 이어 1990년 연구자료 관리시스템 문헌 DB를 개
발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동안 책자로 정보를 서비스하던 방식에서 과제수행에 직접 정보
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는 기본연구과제 선행연구조사
주간신착자료(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 서비스는 기본과제 설계세미나를 개
최하기 전에 연구 설계서를 연구관리 담당자로부터 전달받아 관련

키워드를 추출하여 검색결과를 서비스하고, 연구책임자에게서 적절한 키워드를 제공받아서 관련 문헌을
과제 수행팀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연구자들의 연구과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넗히고
연구자와의 긴밀한 의사소통으로 연구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보다 밀착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07년 하반기부터는 수탁과제에도 선행연구조사 서비스를 실시하였는데, 계약 체결 후 연구책임자가
정보검색을 요청하면 관련 키워드를 협의하여 연구원 소장자료, 접근 가능한 전자자원, 구매할 자료 등
을 제공하게 되어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과제를 대상
으로 정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검색 서
비스 결과는 전자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판형태로 저장하여
유사한 과제수행 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도에는 중점과제 대상 밀착정보검색서비스를 실시하
였는데, 과제발굴 단계부터 설계 세미나, 중간검토 세미나, 최
종결과 세미나 전 연구책임자와 인터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였다.

전자도서관시스템 내 정보검색신청 화면

카드목록 검색에서 온라인 목록 검색으로
자료실은 1983년도부터 업무전산화를 검토하였으나, 당시의 도서관 전산화는 대형 기종을 중심으로
자체 개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 실정에서는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
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격적인 전산화 개발에 앞서 기존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며 표준화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1985년에 통제된 주제어로 데이터를 축적 검색할 수 있도록 3,211개의 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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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한 ‘농업경제 문헌검색어집(Thesaurus)’을 발간하였고, 현재까지 계속 문헌의 주제 분류에 이를 사
용하고 있다. 1986~1987년에는 자료전산화를 위해 기존 자료구성과 분류, 청구기호를 개선하여 자료를
재조직하였다.
1987년 전산실에 MV/7800 주전산기가 도입됨에 따라 1988~1989년 ‘자료전산시스템(KREILAS)’
을 자체개발하였다. 당시 인력 및 예산지원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스템 분석과 설계를 하였고, 데이터
17,000여 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6개월간의 코딩작업과 3개월의 입력기간이 소요되었다. 그 결과 구축된
DB를 중심으로 온라인 검색, 카드 목록 자동출력, 바코드 방식의 대출관리, 대출 DB 구축 및 대출기록
자동출력 등의 업무에 적용함으로써 당초 자료전산화 추진목적이었던 ‘자료관리 업무의 효율화’와 ‘자료
DB화를 통한 검색기능 강화’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개인용 컴퓨터(PC)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수한 상
업용 도서관리 프로그램 패키지들이 속속 개발되었고, 자체 개발한 KREILAS도 개선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하기 상당히 불편하였다. 1995년 말 편리한 윈도우즈 환경의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상
업용 패키지인 ‘Vintage LAS(오롬정보)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 시스템으로 기존 목록데이터를 국제
표준서지 포맷인 MARC(Machine Readable Catalog)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외부와 데이터 교환 및 반
입이 가능하게 되었고, 다양한 검색기능과 수서, 목록, 대출, 연속간행물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토털시스템이 구축되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유형별로 검색할 수 있는 통합검색기능에 대한 요구증가
와 원문데이터 관리의 필요에 따라 시스템 개편을 검토하였다. 또, KAIST를 중심으로 해외 학술지 논문
을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는 국가전자도서관인 NDSL의 개발, 전자저널 및 웹 데이터베이스의 증가, 연
구원 간행물의 원문DB구축 등 안팎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3년도 연구원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자도서관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원 소장 데이터를
자료 형태별로 분리하여 통합 검색시 형태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으며, 연구원 구독 학술지 논
문을 정기적으로 반입하여 논문단위 검색과 원문 URL을 연결하여 한 번의 검색으로 논문색인과 원문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에 들어 연구원 발간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콘텐
츠 관리 기능이 있는 상용시스템인 SOLARS 7으로 개편하였다. 연
구원 발간물 원문관리와 자료 유형별 보안 관리를 위해 서지데이터
형태를 MARC에서 XML로 변경하고 기입(entries) 요소를 재정의하
였다. 이 시스템을 통해 서지데이터 1건에 복수의 관련 자료를 연결
할 수 있어 연구결과물 뿐만 아니라 연구중간산출물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전자도서관에 등록하는 발간물을 관련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도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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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행하였다. 이번 사업으로 전자도서관시스템에 연구원 발간물을 등록하면 연구원 홈페이지와 정부
출연연구기관 지식포털인 NKIS에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업무효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
대한다. 또 이용자 검색시스템과 업무용시스템을 관리자가 업체의 도움없이 원하는 대로 기능을 조정할
수 있어 이용자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홍릉에서 나주, 새로운 터전에서 뿌리내리기
1978년 본관에 자리잡았던 자료실을 1988년에는 별관신축과 함께 확장(128평) 이전하여 시설 장비를
일신하였다. 2000년도에는 최신 자료와 신간잡지를 별도의 공간에 전시하여 이용자들이 신속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보플라자를 신설하였다. 2004년에는 별관에 위치한 자료실이 연구자들로부터
접근성이 떨어지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본관과 별관을 직접 연결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 이
때에 반지하에 조명·공조시설 등을 재정비하면서 도서관의 열람환경을 대폭 개선하게 되었다. 또 별관
열람실과 사무실(정리실)이 서로 떨어져 있어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2층에 별도
로 위치하던 사무실을 별관 지하 열람실로 이전하여 업무공간과 열람공간을 한 공간으로 통합하였다.
2007년도에는 본관 1층 정보플라자 정보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바닥카펫 시공, 소파 설치, 창문 우
드블라인드를 설치하여 아늑한 열람공간으로 리모델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홍릉
청사의 도서관은 반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낮고 천정이 낮아 곰팡이와 습기에 노출되어 책 보
존, 열악한 열람환경, 열람공간 부족 등으로 이용자 방문이 많지 않고 근무하는 직원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2015년 연구원이 나주로 이전하면서 함께 이전한 도서관은 기존 청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설계
부터 많이 노력했다. 그 결과 접근성이 좋은 신청사 대회의실과 내부직원과 외부 직원이 만나는 Think
Lounge와 접한 곳에 도서관을 배치하였다. 도서관
안에는 노트북과 TV를 연결하여 DB 이용 교육과 멀
티미디어를 감상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회의실과 언론
인터뷰도 할 수 있는 이미지 월 형태의 4미터 서가를
설치하여 활용성을 높였다. 면적에서도 기존 청사가
약 110평이었으나, 신청사 도서관은 180여 평으로 크
게 늘어나 열람공간을 크게 확대하였다. 이러한 달라
진 도서관 환경으로 원내 공식명칭을 자료실에서 도서
관으로 변경하였고 이용자 방문객 수와 대출권 수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홍릉청사 도서관

2015년 8월 3일 공식적으로 나주에서 첫 근무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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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했다. 물론 도서관은 가장 먼저 이사하여 그전에 준비가 끝나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나
주이전 이후 달라진 근무환경, 근무행태에 맞는 도서관서비스를 기획하기 위해 이전하기 전 6월부터 이
용자 면담, 타기관 서비스 조사 등을 진행하였다. 8월에 업무개시 이후 여러 구체화된 아이디어를 수집
하고 그 중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도서관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직원들의 이용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서비스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직원들의 소통과 문화공간,
둘째, 연구지원 강화, 셋째, 지역 내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 등 세 가지이다.
첫째, 소통과 문화공간의 강화을 위해 저자와의 만남과 수요다큐멘터리 상영을 기획하였다. 2016년 8
월 첫 번째 저자와의 만남으로 김용택 시인을 초대하여 “자연이 말해주는 것을 받아쓰다”를 주제로 진행
했다. 2017년도에 들어 직원들의 참여와 호응이 좋아 연간 4회 추진하기로 계획하였다. 2월에는 지역상
생과 공유경제를 실천하는 대전 성심당 빵집이야기를 쓴 김태훈 작가의 “빵집 성심당은 나눔을 통해 성
장했다”, 5월에는 두 번째로 글쓰기 전문가 김정선 작가의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를, 8월에는 많
은 국민들이 사랑하는 시인 정호승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앞으로도 독서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와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달
라지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정보 구독을 확대하고, 멀
티미디어 회의실을 이용하여 DB 이용교육 강화, 정보이용 만족도가 큰 메타검색 업그레이드, 모바일 홈
페이지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셋째, 지방이전 이후 혁신도시 내 농업관련기관, 지역 대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협력망 가입 등 여러 도서
관과의 협력망을 구축하여 정보이용의 범위를 확대하
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혁신도시 내 중심 도
서관으로 위상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 연구원 도서관은 앞으로도 농업전문 장서와 콘
텐츠를 더욱 확충하여 국내 대표 농업정책도서관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강화
하여 직원가족들에게 도서관의 문화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나주 신청사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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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천공카드 코딩에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발전

원격 터미널을 이용한 전산 업무 개시
연구원 개원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PC 기반의 실시간 분산처리 시스템이 보급되지 않아서, 모든 전
산 업무는 중앙에 있는 커다란 메인 컴퓨터를 통해 일괄처리(batch)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자료를
전산 처리하려면 데이터를 천공 카드에 펀치로 코딩하여 메인 컴퓨터에 입력하거나, 정보 입력 기능을
담당하는 원격 터미널을 이용하여 메인 컴퓨터로 데이터를 보내고, 오랜 시간이 지나 처리 결과가 나오
면 이를 받아오는 식이었다.
현재의 전산 업무 환경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으므로, 연구원도 개원
과 동시에 1978년 6월 일괄처리터미널(Batch Terminal)을 도입한 후 당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서 운영하던 메인 컴퓨터에 연결하여 연구 자료의 집계·분석과 통계 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체적으로 연구 자료의 집계·분석과 통계 처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1982년 미
니 컴퓨터(모델: DATA POINT 4750)를 도입하여 SPSS 통계 패키지를 설치한 이후이다. 그 후 1984년
에 급여 관리 및 연말정산시스템을 최초로 전산화하여 업무 자동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1985년에
는 출장비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작업으로 수행하던 출장 업무를 개선하였다.
계속 증가하는 전산 업무 수요에 맞추어 1987년 12월에 주 메모리 용량이 4MB인 ECLIPS MP/7800
시스템으로 메인 시스템을 교체 설치하였고, 1990년 1월에는 자료실 소장 장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서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였으며, 1991년 1월에 MV/7800시스템에 SAS 통계패키지를
설치하고 연구원 직원을 대상으로 컴퓨터 시스템 이용 교육을 실시하여 24시간 언제든지 연구자들이 다
양한 통계 분석 및 전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PC와 인터넷의 시대가 열리다
1980년대 후반 IT 기술의 집약 발전에 힘입어 대형 컴퓨터를 소형화할 수 있게 되었고, 마이크로소프
트사에서 개인 컴퓨터용 운영체제인 DOS(Disk Operation System)를 개발하여 배포하기 시작하면서 현
재와 같은 PC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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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도 1989년 9월에 XT급 PC 20대와 프린터 20대를 도입하여 PC에서 워드프로세스, 스프레드쉬
트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1993년과 1994년에는 전산시스템 개선 계획에 따라 PC 141대, 레이저
프린터 60대, UNIX 워크스테이션, 파일서버, 메일서버, 통신서버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도입함으로써 명
실상부한 1인 1PC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이 활성화 되면서 연구원의 전산 업무 환경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데이터베이스,
응용 소프트웨어, 자료 및 정보, 각종 주변기기 등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자원을 공유하여 효과적인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LAN(Local Area Network, 10Mbps)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1994년
11월에 한국전산원으로부터 네트워크 IP(C class 4개) 총 1024개를 할당받아 운영하게 되었다.
1995년 7월에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연구전산망(56Kbps)에 가입하여 국내외 학술 데이터베
이스 검색, 연구 자료 및 정보 수집이 가능하였으며, 국내 공중통신망(천리안, HITEL 등)에 가입하여
PC통신을 이용한 자료 송·수신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개인별 전자우편(E-mail) 아이디를 할당하여 이메
일을 통한 의사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급증하는 네트워크 트래픽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강했다. 1996년에는 농림
수산정보센터 및 연구원 부설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와 전용선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1998년 1월에
는 연구전산망 전용회선의 대역폭을 56Kbps에서 2Mbps로 확장하였다. 2000년 4월에 본관과 신축 연구
동, 별관을 1Gbps 광케이블로 연결하고 각 건물내에는 100Mbps를 지원하는 LAN을 구축하여 네트워크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렸으며, 연구망과의 네트워크 접속 대역폭을 2007년 4월 ATM 30Mbps,
2012년 5월 100Mbps로 단계적 확장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연구원 최초의 지식경영시스템 - AGRE
1990년대 후반 정보화 분야의 중요한 이슈는 단연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과 지식경영이었다. 민
간에서 SAP R/3를 필두로 한 ERP 시스템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지식 경영의 경우 국내
포털 분야의 후발 주자였던 네이버가 지식 검색 서비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야후, 라
이코스, 다음 등을 제치고 포털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였다.
연구원도 1998년 10월에 인사관리, 예산관리, 회계관리, 급여관리에 필요한 경영정보시스템을 최초 개
발한 이후 2003년 6월에는 연구 및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수집한 각종 자료·통계·핵심 지식 등을 체계적
으로 관리·공유·활용하여 새로운 지식과 양질의 연구 결과를 창출하고 경영 여건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
응할 수 있는 지식경영시스템(AGRE)을 구축하여 운영을 시작했다.
지식경영시스템은 지식관리시스템(KMS), 연구관리·평가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MIS), 전자문서관리시
스템(EDMS), 전자도서관(DL), 전자결재시스템, 그룹웨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지식경영시스템과
홈페이지 등 연구원의 모든 자료를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는 통합검색시스템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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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보시스템의 발전: AGRE ⇒ 정보마당 ⇒ 나누리
2006년 2월 AGRE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KMS 재구축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연구 기반 지식경영포털시스템 구축을 시작하게 되었다. 2007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지식경영을 위
한 연구관리시스템 및 경영정보시스템 개선, 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그룹웨어 업그레이드, 사용자를 위
한 포털시스템 구축, 보안을 위한 사설인증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직원 간의 채팅과 결재, 메일, 게시물
등록 등을 알려주는 사내 메신저 시스템을 도입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명칭 공모를 실시하여 정보가 공유되고 소통되는 곳을 의미하는 정보마당
(i-madang)과 지식세상을 뜻하는 지누리(ginuri)를 선정하여 정보마당은 새로운 업무시스템인 전체 시
스템 명칭으로 사용하고, 지누리는 연구관리시스템과 경영정보시스템의 서브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정보마당에서는 기존 AGRE에서 제공하지 않던 대외활동보고와 외부강의 및 회의 신청서 연동, 주과
제와 세부과제로 나눈 과제에 대한 관리와 연말 정산 변경 사항 반영, 위탁연구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
리, 직불카드 관리, 전자문서유통 서비스 등을 추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향후 도입될 정보시스템의 개선 모델을 제시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
선을 통한 연구원 전반의 운영 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KREI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연구를 진행하였
고, 이에 기초하여 2015년 6월부터 통합정보시스템 전면 개편 사업을 진행하여 2016년 6월 말에 새로운
통합정보시스템인 나누리(nanuri) 시스템을 오픈하였다. 나누리는 연구원이 나주로 이전하여 제2의 전
성시대를 펼치자는 의미에서 ‘나(NA)’자로 시작하고, 연구원 구성원들이 원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스템 공간이므로 ‘정보를 나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나누리시스템은 연구·행정 업무를 종합 지원하는 사용자 중심의 최적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연구 단
계별 절차 안내 및 알람, 통합지출결의, 실시간 데이터 집계 지원과 같은 연구관리·경영정보분야 실무 부
서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하였고, 나주 이전 후 증가한 원격지 근무 수요에 대비하여 연구원 외부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웹 표준 적용을 통해 최신 OS 및 브라우저 업데이트 후
에도 에러없이 안정적인 업무 처리를 보장하게 되었다.

청사 나주 이전에 따른 전산 인프라 고도화
2015년 7월 나주혁신도시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전산인프라도 새롭게 보강하였다. UPS(60kVA) 2대와
단일전원 이중화(Source Transfer Switch) 4대를 도입하여 정전 등 긴급 상황에서도 1시간 이상 시스
템 운영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고, 외부 네트워크는 이중화하면서도 전체적인 통신비용을 절감하였다.
2006년에 도입한 노후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여 내부 네트워크의 속도를 1G로 향상시켰고, 세종시에
소재한 관측상황실과 나주 본청간 VPN 보안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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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이전에 따른 전산 인프라 분야의 주요 변화
구분

전산인프라
운영

네트워크

원격지 근무
기반 환경

개선항목

기존(서울)

신청사(나주)

효과

전력중단 시
비상전력유지시간

10분

1시간

시스템을 안전하게
복구할 수 있는 시간 확보

온·습도 관리

일반 에어콘

전용 항온항습기

여름/겨울철 상시적인 장애에
대응 및 서버장비 수명 증대 기대

서버 관리환경

시스템 임의 배치,
관리표준 없음

시스템 배치
체계화 표준화

업무성격별 서버 배치 및
전력표준화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환경 마련

네트워크 구성

단일회선(100M)

주회선(150M)
보조회선(50M)

회선 이중화로 장애에 대한
안정성 강화

인터넷

100 메가

150 메가

속도 향상

내부 네트워크

100메가

1 기가

속도 향상
(내부 자료 공유환경 개선)

정보마당
원격 접속환경

VPN환경

VPN,
데스크탑가상화

사용자환경에 관계없는
안정적인 접속환경 제공

SAS등 프로그램
이용 환경

원내에서만 이용

원격지에서도 SAS등
이용 가능

업무연속성 강화

자료 전송 환경

10 메가

50 메가

속도향상

보안 접속 환경 제공

-

OTP(One Time
Password), SSL VPN

보안성 강화
(메일, 개인이력사항 등)

사용자 원격지원 환경

-

원격지원시스템

사용자PC에 원격관리 시스템을
통해빠른 전산업무지원

최초의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연구원은 1997년 3월 처음으로 홈페이지(www.krei.re.kr)를 구축하여 연구원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
초록, 농업관측정보, 자료실 소장 약 30,000여 권에 대한 문헌정보, 연구원 소개 및 홍보자료, 행사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1997년 7월에 국문 홈페이지를 기초로 영문으로 번역하여 구축한 영문 홈페
이지를 서비스하였다.
1999년 8월에는 북한농업정보를, 2000년에는 관측정보에 농업전망 및 농업·농촌경제동향, 동향리포
트, 연구진소개, 직원검색, 월간 뉴스레터, WTO농업협상자료, 세계농업정보, 국외출장정보,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을 신설하였고, 2001년 5월에 홈페이지 회원제를 도입하여 회원 가입 시 등록한 관심분야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메일로 제공하는 Push-Mail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02년 9월부터 학생, 공무원, 농업인, 학계, 농업관련 종사자 5개 그룹 75명으로 제1기 모니터 요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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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여 홈페이지 모니터 제도를 운영하였다. 10월에는 KREI 포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농산물전자상
거래, 농업보험, 농촌관광&마을가꾸기, 동북아농업, 지속가능농업, 협동조합 등 6개 포럼을 지원하게 되
었다.
2003년 6월에는 ‘전자도서관 홈페이지(library.krei.re.kr)’를 구축하여 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42,300여 권의 단행본, 1,070여 종의 정기간행물 구독목록, 35,000여 건의 기사색인, 211종의 CD-ROM
목록과 국내학회지 DB, 구미계 해외학술지 중 NDSL(KAIST 국가전자도서관시스템)의 목록 및 기사 등
을 통합검색 할 수 있도록 했고, 인쇄저널 및 Science Direct, EBSCO Host, Econlit, 국내 학회지 DB 등
의 전자저널을 원내에서 검색하고 원문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3년 10월에는 연구원, 중국 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 3개 기관으로 구
성된 동북아농정연구포럼이 결성되어 ‘FANEA 홈페이지(www.fanea.org)’를 구축·운영하였다.

쌍방향 소통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노력
2007년 1월에 홈페이지의 중장기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3단계 홈페이지 발전 방향
을 정립했고 이후 약 4개월에 걸쳐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진행하였다. 개편된 연구원 홈페이지는 컨설팅
결과와 방문객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쌍방향 교류 영역을 확대하였다.
연구보고서를 비롯한 연구원 발간자료에 대해서는 ‘연구자료 스크랩’, ‘추천메일’, ‘저자문의’ 등의 기능
등을 추가했고 노령의 저시력자를 위해 글씨크기를 4단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분산되어 있
던 통계자료를 모으고 활용도가 높은 통계자료를 가공해 농업통계 콘텐츠를 신설하는 등 고객을 위한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영문 홈페이지는 외국에 있는 연구원의 연구자와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였고, 농업관측정보센터
홈페이지는 이용자 편의에 맞게 관측정보 위주로 메뉴를 재구성 하는 등 전면 개편 하였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도농상생 개념을 도입해 이미지화 했으며, 각 서브 페이지도
카테고리 별로 고유의 감각을 살릴 수 있게 배색과 이미지를 달리해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였
다. 메인화면에는 1월에 도입된 ‘검색 기능’과 ‘최신연구동향’ 코너를 홈페이지 중앙에 배치해 한국농촌경
제연구원의 중심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012년 10월에 재구축을 시작하여 2013년 4월에 오픈한 홈페이지는 전체 디자인을 최신 트랜드에 맞
게 개편하였고 메뉴명칭 재설정, 메뉴 통합 등 메뉴 정비와 휴면상태의 콘텐츠 삭제, 콘텐츠 통합 등 콘
텐츠 정비를 시행하였다. 문자코드를 변환하여 전자도서관시스템과 직접 연동이 가능하게 되었고, 개인
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필터링 솔루션을 적용하
였다. 노후화된 검색엔진을 확장검색이 가능한 검색엔진으로 교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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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서비스 확대
농업경제연구정보포털(KARIN)
2010년 11월 국내외 농업경제 및 정책관련 연구정보를 수집
하여 농업관련 전문가들에게 서비스하는 농업경제연구정보포
털(KARIN)을 구축하였다. 연구정보, 학술행사정보, 동향정보,
통계이용정보, 전문가정보, 디렉토리 서비스 등의 정보를 제공
하였고 통합검색, 메타검색 등 컨텐츠 검색 기능을 구현하여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중요 정보가 등
록되면 신속하게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메일링 서비스
도 실시되었다.

농업경제연구정보포털(KARIN)

세계농업정보(worldagri)
2012년 세계농업정보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발하여 해외농업·
농정동향, 해외 농업농정포커스, 세계 농식품산업동향, 국가별
농업자료, 해외주재관리포트 등 세계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콘
텐츠를 제공하게 되었다.

세계농업정보(worldagri)

삶의 질 향상 위원회 홈페이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
법」에 따라 우리 연구원이 전문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활동 소개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삶의 질 향상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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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
여러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우리나라 농업인들에게
FTA 국내대책을 홍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 8월
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 홈
페이지’ 구축 사업을 시행하였다. 자유무역협정 관련 상담·안내, FTA
체결국 농업정보, 농축산물 수출입동향, 현안분석, 주요 기관 자료, 서
식 및 법령 등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원센터 업무 소개로 구성되었다.
2015년에는 FTA이행지원센터의 정체성과 웹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
인 적용, 홈페이지 및 콜센터 운영 결과로 입증된 고객의 수요를 반영
한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입동향’, ‘FTA 이슈 리포트’ 등 핵심 콘텐
FTA이행지원센터

츠로의 접근성이 향상된 홈페이지로 개편하였다. 이용자들의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에서도 접근이 원활하도록 반응형 홈페이지로 구
현하였다.
해외곡물시장정보
2012년 6월부터 8월까지 해외곡물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외곡물시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주요 메뉴는 국제
곡물 가격동향, 국제 곡물 수급동향, 거시경제 동향, 국제곡물관련정
보 게시판, 국제곡물수급 전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카고 상품거래
소, USDA 등 곡물통계를 DB화하였고, 유가, 환율, FAO 식량가격 지
수, 국제기관 정보, 해외곡물선물시장 정보들도 제공하고 있다.

해외곡물시장정보

식품소비행태조사
2013년부터는 우리나라 국민의 식품구매행태, 식품 선호 변화, 식품
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식품공급자인 농업의 경쟁력 제고
와 식품수요자인 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식품소비행태조사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기초분석보고서, 통계보고서, 결과발표대회 자료집, 원시자료 및 설
문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는 디자인 개선과 농소모
게시판을 추가하여 식품소비행태조사의 정성분석에 필요한 모니터링
을 진행하였다.
식품소비행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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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농업개발협력(KAPEX)
2014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연구원이 농림 ODA사업 분야
의 허브(Hub) 역할을 담당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국제농업개발협력
및 해외농업개발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여 농림 유관기관, 대
학, 민간 기업 등 관련 전문가들에게 제공하는 국제농업개발협력 정
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당초 국제농업개발협력 관련 모든 정보의
포털 시스템으로 구축을 목표로 하였으나 사업 내용 및 규모 축소
로 KAPEX사업 위주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국제농업개발협력-KAPEX 홈페이지

리포터 사랑방
2015년에는 2010년에 구축한 리포터 사랑방 홈페이지를 전면 개
편하여 최신 웹 트렌드, 리포터의 특성을 반영하고 핵심 콘텐츠가
부각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과 이용자의 수요 및 선호
도를 반영하였고, 리포터의 활동과 성과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리포터 회원의 게시물 작성, 댓글 등 모든 활동에 대해 자동
으로 실적관리하고 활동 건에 대한 조치결과(마일리지, 활용 등)를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고객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동을 확
대하였다. Non-PC 기반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반응형 홈

리포터 사랑방 홈페이지

페이지로 구축하였다.
귀농·귀촌정책연구정보
2015년 11월 글로벌 경제위기 그리고 한국 전후 베이비 부머의 은
퇴가 맞물려 귀농·귀촌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
과학원과 함께 귀농·귀촌이라는 사회 현상을 좀 더 긴 안목을 가지
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
하고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정책·연구 정보 제공 홈페이지를 구축하
였다. 귀농·귀촌 관련 연구정보, 정책 및 통계정보, 뉴스, 공공 민간
기관 사이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귀농·귀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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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홈페이지 고도화 및 개별 홈페이지 통합·정비 추진
2013년부터 운영해온 메인 홈페이지에 대한 개선 필요성과 20여
개에 달하는 개별 홈페이지에 대한 통합·정비 요구(행정자치부)에
맞추어 “메인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개별 홈페이지 통합·정비”사업
을 추진하게 되었다. 기존의 콘텐츠 구성 방식을 변경하고, 통합검
색 등 편의성 강화를 위한 기능 개선, 표준화된 프레임워크 기술 적
용, 심플하고 가벼운 UI를 적용한 디자인, 다양한 기기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반응형 웹 구현 등을 목표로, 업무 분야별 문제점을 파
악하고, 타 연구기관 사례 벤치마킹 결과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총
메인 홈페이지 개편 결과 - 한글

3개년에 걸친 연구원 홈페이지 통합 정비 준비 계획을 마련하였다.
1차 연도 사업에서는 메인 홈페이지(국문, 영문, 모바일)외 개별 운
영하던 7개 홈페이지(국제협력, 세계농업, 동북아농정, 삶의질, 귀농
귀촌, 연우회, 포럼)를 메인 홈페이지 하위로 통합하여 오픈하였다.
(2018. 3. 26.)
새로운 홈페이지는 보다 정확한 통합검색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원하는 연구 자료를 빠르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고, 영문
홈페이지 컨텐츠를 대폭 보강하여 연구 성과를 해외에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스마트폰에서도 컨텐츠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 점이 가장 큰 성과라

메인 홈페이지 개편 결과 - 영문

할 수 있다.
2차 연도에는 1차 연도에 통합하지 못한 식품외식정보, FTA이행지
원센터, 리포터사랑방 등의 개별 홈페이지를 추가로 통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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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원 청사 40년

수원시 서둔동에서 서울로 이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연구소에서 출발하였다. 이 연구소가 1970년 4월 8일 농림
부 산하 농업경영연구소로 승격되기 전 까지는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농촌진흥청이 전주혁신도시로 이
전하기 전에 있던 곳)에 있었다. 지금처럼 종합적인 조사연구기능은 아니지만 농촌진흥청 소속 조직으
로 농업경영 및 농산물 유통연구를 주로 수행했다. 비록 조직은 부서 규모임에도 연구진들이 정부로부
터 우수한 연구역량을 인정받아 1970년 4월 농림부 산하 농업경영연구소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사무실
도 수원에서 서울소재 구 토지개량조합연합회(현 종로구 세종로 63) 청사내로 이전하였다. 중앙부처 농
림부 인근에서 정책지원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울 온 후 계속 옮겨 다녀
연구소는 1970년 12월에 인근에 있는 구 내무부 치안국이 있는 건물로 이전했다. 현재 위치는 경복궁
앞 정부 서울청사 건너편 ‘광화문 시민 열린마당’으로 건물은 없고 공원과 녹지, 그리고 관광버스 주차
장으로 쓰이고 있는 곳이다. 이 건물은 경기도청으로 사용되다가 1967년 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한 다음
오늘날의 경찰청이라 할 수 있는 내무부 치안국이 물려받아 청사로 사용하고 있었다.
1971년 9월 연구소는 다시 구 국민대 건물로 이전했다. 이 건물은 종로구 창성동 117번지로 세종로 정
부청사에서 청와대로 가는 효자동 길 중간 정도에 있다. 광복 이후에 국민대학교가 사용하다 1971년 9
월 현재 위치한 정릉으로 이전하고, 문화재관리국 등 몇 개 기관이 합동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일명 합
동청사라고 불렀다. 지금은 통일준비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산하 일부기관, 정부 서울청사 한빛 어린이집
으로 사용중인 곳이다.
연구소는 중앙청 인근에서 1972년 7월 서울 홍릉지역 구 서울영림서 건물로 이전했다. 이곳은 정부가
수도권 인구 집중억제 시책에 따라 농림부 소속인 서울영림서가 지방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동아일보,
1970년 3월 14일, “滿員 서울, 비상 처방”)되어 이전한 건물을 인수하여 들어왔다. 이무렵 정부는 KIST
가 있는 홍릉일대에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급속한 정보산업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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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뇌집단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1971년 4월 14일 한국과학원, 한국개발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를 건
설할 서울연구단지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홍릉연구단지 조성사업이 진행
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1975년 9월 연구소는 국가 시책에 따라 건물을 국방과학연구소에 한시적으로 내주고 서울 중구 중림
동 355번지 대왕빌딩 8층으로 이사했다. 대왕빌딩 위치는 서울역 인근 염천교 건너편이다. 지금은 브라
운스톤 서울이라는 건물로 스위트 레지던스로 재건축 되었다. 당시 소장실과 과 단위 사무실들, 그리고
회의실 1개가 전부였다. 국방과학연구소가 1972년 11월 서울 홍릉에 신축 청사를 마련하였음에도 인근
건물을 추가로 사용한 것을 보면 긴박한 국방현안이 있었던 것 같다.

서울 홍릉연구단지에 정착하여 건물 3개동 건축
홍릉연구단지(동대문구 회기동 산4-102)로 돌아 온
것은 1976년 11월이다. 지금까지 임차사무실을 사용
하다 농림부 재산이기는 하지만 오래된 2층 건물인
독립청사로 입주하게 된 것이다. 사무실도 약간 늘어
난 것 같았다. 서울역 인근 시내 한 복판보다 교통여
건은 나빠도 연구 환경은 훨씬 좋았다. 공원구역이라
조용하고 건물 앞에 잔디마당이 있어 편안했다. 거기
서 당시 반공일인 토요일 오후에 축구를 좋아하는 김
성호 소장과 직원들이 미니 축구시합도 자주했다.
최초 입주 청사

정부조직(공무원 신분)이었던 국립농업경제연구소가
1978년 4월 1일 특수재단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

로 출범하면서 사용 중인 홍릉 부지도 농림부로부터 1979년 4월 20일 연구목적으로 무상양여 받았다.
하지만 규모가 커진 조직에 비해 건물이 너무 낡고 공간이 비좁아 불편한 점이 많았다. 낡은 2층 건물은
보일러가 자주 터지는 등 건물 유지관리도 힘들었다. 초대 원장으로 취임한 김보현 전 장관(농림부 장
관, 체신부장관 역임)이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기존건물 옆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새 건물을 지었다. 이 건축물은 1979년 10월 17일 착공하여 1980년 12월 20일 준공하였으며, 현대 한국
건축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김수근(1932~1986) 건축가의 작품이다. 붉은 벽돌을 사용한 작품으로 중앙
안뜰(중정)을 중심으로 공간을 배치해 자연채광이 용이하도록 하였고, 남쪽 측면에 지하층과 상부층을
관통하는 온실형 선큰가든을 설치하여 중정과 천창, 옥상까지 개방감을 주었다. 건물은 1981년 3월 한
국건축가협회로부터 우수건축상을 받았으며, 2014년 12월에는 서울시로부터 서울미래유산(제2013-271
호)으로 인증 받는 등 건축사적으로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 연구원에서는 이 건물을 본관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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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김영진 원장은 연구원의 열악한 자료실 환경
개선을 위하여 본관 옆(경희대 쪽) 공간에 지하 1층 지
상 2층 건물을 신축하여 자료실과 대강당 중심으로 배
치했다. 이 건물은 본관과의 조화를 위해 ㈜선진엔지
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본관 설계자의 개념을
살려 설계하였다. 그 결과 각이 살아있는 붉은 벽돌 건
물이라 본관을 설계한 김수근 건축가 작품으로 잘못
아는 사람들이 있다. 이 건물은 별관으로 불렀다.
2000년 3월에는 처음 이사 올 당시 건물인 낡은 2층
을 헐고 현대식 5층 회백색건물(연구동이라고 칭함)을

서울 홍릉청사 본관

건립하였다. 이 건물은 농림부 차관을 지내고 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한 박상우 원장의 노력으로 시작되었으며, 오랜 공무원 경험과 열정으로 인건비와 건축비
예산 확보에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건축비는 씨앗을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단 설계비 예산을 확
보하여 삽질을 해 놓으면 어떻게든 마무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각고의 노력 끝에 1997년 처음 청
사 설계비 등 신축예산 1,619백만 원을 확보하는 데에 성공했다. 그해 바로 설계와 착공에 들어갔고 그
다음 1998년에도 건축비 예산 2,200백만 원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IMF라는 경제위기를 맞아 정부가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하면서 인건비 등 경직성 경
비외에 불요불급한 건물신축 등은 사업자체가 취소되고 예산을 다시 회수하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 연
구원도 건축비 예산이 삭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원은 2,500백만 원을 차입하여 건축공
사를 살리는 데에 성공했다. 당시 연구원의 건축비 예산 수호는 출연기관들 사이에 성공스토리로 크게
회자되었다. 3년차 마무리 예산은 강정일 원장이 확보하여 준공하였다. 건축 설계와 감리는 ㈜선진엔지
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가 했고 시공은 신성건설주식회사가 맡았다. 이로써 연구원은 본관, 연구동, 별
관 이렇게 3개의 건물을 가지게 되었다. 잔디마당에서는 야외 결혼식 등 행사도 하고 쉬는 시간에 야구
연습을 하기에도 좋았다. 연구동 준공시에는 박사 1명당 1개 연구실(7평)을 배정하였으나 이후 직원이
계속 늘어나 몇 년 후에는 연구위원도 동료직원과 함께 사용할 정도로 사무공간이 부족했다.

청사 리모델링 공사 시행
2002년 5월 취임한 이정환 원장은 사무공간 확충과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3개년에 걸친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역점사업중의 하나로 추진하였다. 2002년 예산확보, 2003년 1차 연도에 본관건물, 2
차 연도 별관 리모델링과 선큰가든 조성, 3차 연도 전체적인 청사조경공사 순서로 진행되었다. 본관은
당시 준공한지 23년이 경과한 건물이 되었다. 긴 세월 물걸레질로 인해 바닥과 접한 붉은 벽돌에 땟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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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질거렸고 옥상 탑 라이트(Top light)와 외벽을 통한
잦은 누수, 벗겨진 페인트 칠과 드러난 얼룩, 사무실
천장과 등기구는 누렇게 변색되었다. 이렇게 낡은 사
무실 환경을 새로 바꾸고 일부 사무실을 개조하여 주
어진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체적
인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했다. 공사는 3월 초 착공되
어 4월 30일 준공되었다.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손님
을 맞기 위해 매년 3월 말에 하던 개원기념 행사를 그
해 5월 3일로 연기하고, 퇴직한 선배들을 초청하여 달
서울 홍릉청사 전경(연구동, 본관, 별관)

라진 연구환경을 소개하였다.
2차 연도는 별관 리모델링과 본관사이 선큰가든(Sun

ken Garden)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본관과 별관사이 정화조가 매립된 공터가 있었고, 별관 지하 1층에
자료실과 보일러실이 있었다. 보일러실을 본관과 연결시켜 통합 운영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을 높이
고, 그 자리를 사무공간으로 개조하여 자료실 업무공간으로 확보하였다. 함께 기존 열람실 천정도 상향
조정하여 자료실 환경을 크게 개선하였다. 그리고 지상 2층 대강당을 사무실로 개조하여 연구공간을 추
가확보하였다. 별관과 본관 사이 정화조가 있는 경사진 언덕을 없애고 정사각형의 선큰가든을 조성하여
야외 싱크라운지로 만드는 한편 본관에서 별관 지하 1층으로 바로 연결되는 출입문을 개설하여 연구동
과 본관직원들의 자료실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였다.
3차 연도는 청사 구역내 전체 조경공사를 진행하였다. 연구동 앞 테니스장과 관람석과 꽃동산을 재조
성하였다. 배드민턴장도 추가로 만들었다. 뒷산에는 나무계단을 만들어 산책로를 만들고 서측 한국과
학기술원 건물과 경계지역에 연못을 조성하여 수생식물과 붕어를 키울 수 있었다. 그러나 연못은 예상
과 달리 물이끼가 자주 끼여 청소하느라 애를 먹어야 했다. 별관 자료실 앞마당에는 연못공사에서 나온
흙을 중장비로 옮겨 장미정원을 조성하였다. 이렇게 3개년 동안 연구원 청사 및 사무공간을 리모델링하
여 쾌적하고 번듯한 청사를 가지게 된 것을 직원들은 큰 자부심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6년 후 최정섭 원장은 연구동 2층과 본관 2층을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하여 전체적인 청사 건물
의 완성도를 높이고 두 건물간 직원들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였다. 그동안 수차례 검토되었으나 건축
허가 면적 초과 등 여러 가지 법률적인 예상문제로 늦어졌던 공사를 마침내 해냄으로써 직원들의 큰 불
편이 해소되었다.
이동필 원장은 취임하자마자 본관 앞 잔디마당을 보리밭으로 개조하였다. 구내에서도 농작물을 가까
이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연구자들이 농업·농촌을 잘 이해하고 농업인들과의 소통을 돕는 데에 목
적이 있었다. 특히 도시 출신의 연구원, 비 농과계열 전공자 등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
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했다. 30년 동안 가꾼 잔디를 걷어내고 땅을 갈아엎고 거름을 뿌렸다. 봄
이면 채소를 심고 여름과 가을에 각각 보리와 메밀을 심으니 조경효과도 뛰어났다. 파종과 수확은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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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참여하였다. 원두막도 짓고 강냉이, 호박, 수세미 등도 심었다. 열무를 심어 반찬으로 내놓기도 하
고 메밀꽃 필 무렵 원두막에서 시 낭송회도 열었다. 당초 잔디를 걷어낼 때에 멀리서 쳐다만 보던 직원
들의 호응도도 갈수록 높아졌다.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그리고 나주
2002년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신정부(참여
정부)가 출범하면서 수도 서울을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추진되었다. 수도이전 사업
은 2003년 12월 국토균형발전 3대 특별법으로 통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그러나 3개 특별법 중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은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정을 받음에 따라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그 후속대
책으로 2005년 3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마련되었다. 이를 근거로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되고 청와대,
국회, 사법부 등 일부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빠졌지만 다수의 정부부처 및 기관 이전이 추진되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등 전국에 10개
혁신도시 계획도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가 2004년 4월 1일 시행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정
부부처 이전정책은 신정부 출범 이후 최대의 정책이슈로 부각되어 논의가 활발했다. 반면에 혁신도시 건
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진행은 되고 있었지만 수도이전 논의에 가려져 궁금증만 키우고 있었다.
따라서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소속기관이 이전대상인지 아닌지, 간다면 어디로 가는지 불안한 상태가 계
속되었다.
연구원은 2005년 4월 18일 지금까지 파악된 상황에 대하여 전직원 설명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의
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혹시 모를 연구원 이전에 대비하여 청사이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부
망에 정보공유를 위한 CoP를 만들어 전직원이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갖추
어 나가기로 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대상 지역 배치 작업은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되었다.
당시 수집된 설들은 ‘국책연구기관은 가지 않는다’, ‘가게되면 중앙부처와 함께 간다’, ‘농진청이 전북 익
산으로 이전한다’, ‘연구회 소속 기관은 모두 한 군데로 간다’는 정도였다. 그러다가 2005년 6월 14일 동
아일보에 농촌진흥청을 포함한 농업분야가 익산으로 갈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내용은 “공공기관 기
능 유사한 곳 묶어 이전…… 장소, 시기, 또 연기”였다. 혹시 우리 연구원이 농업분야에 포함될지도 모
른다는 생각에 바로 부원장과 정명채 박사가 확인에 나섰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위)등에 확
인한 결과 정부안은 경사연 소속기관이 일괄 세종시로 가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국
회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이 너무 많으니 꼭 같이 가지 않아도 될 기관을 추려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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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의견이 나왔고, 그 결과 농업, 해양수산, 에너지, IT 등이 분리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농촌진흥청 등과 함께 전북혁신도시(익산)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연구원은 당일 오후 4시
제1차 청사이전대책위원회를 열어 언론보도 내용과 정부확인 결과 등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지금까지 국책연구기관은 가게 된다면 어느 지역이든 함께 갈 것이고 중앙부처가 이전하는 지역이 될 것
이라는 연구회의 예상에서 오늘 중대한 변화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서울 잔류 희망은 접어야 했
으며, 최대한 행복도시(당시 약칭)로 이전노력을 하면서 지방이전 가능성에 대비하기로 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50분에는 부원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언론보도 내용 및 균발위 확인 내용
공유와 대책을 논의하였다. 건설교통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연구원이 농업기술 특화기능군으로 분류
된 것에 대한 부적절함을 제시하고, 연구원 전문인력의 정부 각종위원회 자문, 회의 발표, 토론 참여현황
등을 정리하여 중앙부처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행복도시로의 이전 당위성을 필사적으로 전달하
기로 하였다. 당시 허길행 원장대행도 행복도시가 아닌 지방으로 이전 논의에 대비하여 지방이전 반대
논리와 행복도시 이전 필요성을 정부, 국회 등 여러 경로를 뛰어다니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
6월 18일에도 균발위원장 면담을 위해 사무실을 찾았으나 이제는 외부인사의 출입마저 통제되고 있었다.
며칠 후 6월 24일 정부는 2007년 착공, 2012년 이전완료 목표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였다.
우리 연구원을 포함 한국전력 등 18개 기관(발표 이후 공공기관 통폐합이 추진되어 2017년 9월 기준 여
수 해양경찰학교를 포함하면 지역기준으로 17개 기관이며, 혁신도시 기준으로는 16개 기관임)이 광주·전
남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중앙부처가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아니면 농촌진흥청 등
과 함께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연구원은 크게 당황하였다. 당황하기는 다른 유
관기관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정도로 철저한 보안속에 정부가 기관별 이전지역을 결정하여 발표하였다.
벌집을 쑤셔놓은 듯 직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바로 대책회의가 열렸으며 건의문 채택 등 대응방안
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실행하기로 하였다.
노동조합도 7월 1일 전체 조합원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이전계획 발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7월
둘째주 전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명 등 다양한 투쟁을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일
부직원들은 이와 별도로 본인들 명의로 7월 27일 언론사에 이전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는 정부가 숨 쉴 틈도 없이 지침을 내리고 기관장들 서명을 받으면서 밀어붙이는 매우 엄중한 상황
이라 기관명의의 입장을 내는 것도 매우 조심스런 때였다. 연구원은 8월 1일 주간업무회의가 끝나고 부
원장실에서 비공식 인사위원 간담회를 열고 기관의 공식 입장이 나오기도 전 개별입장을 외부기관에 전
달한 이들에 대해 강력한 구두경고를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당일 오후 1시 30분 조규대, 정호근, 서
성천, 마상진, 김영생, 지인배, 신용광(출장으로 불참)을 불러 전달하였다.
후속으로 건설교통부는 이전대상 지역별로 기관협의회를 구성하고 간사기관을 선정하여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이전기관 간 업무를 추진하도록 했다. 7월 6일 처음으로 한국농어촌공사(당시 경기 의왕시 소
재)에서 각 기관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첫 간담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건
설교통부 공문에 대한 황당함 표출과 정부발표에 대한 기관별 분위기를 털어놓았다. 그동안 각 기관마

335

연구지원활동의 변화

다 이전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대상지역 등을 예상했지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불만뿐이었다. 나
주이전 간사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맡기로 하였다. 며칠 뒤 전라남도 및 나주시 간부들이 지자체 차
원의 이전지원계획 설명을 위해 서울로 올라와 각 기관을 순회하였다. 연구원은 나주를 이전대상 지역으
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들의 방문을 거절하였다. 연달아 정부는 이전대상 기관을 감독하는
중앙부처 장관과 전남도지사, 이전대상 기관장 간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 협약서’를 작성하여 서
명토록 하는 등 강력한 이전 의지를 보였다.
이 무렵 이해찬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해 무관심하고 소극적인 경영진에 대
해서는 임기에 관계없이 문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정부의 발표와 함께 노
조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기관장은 노조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는 본인 임기까지만 버텨보자는 기관도 있다고 들었다. 일부는 서울에 지사 운영을 핑계로 최소인
원만 지방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잔류하는 쪽으로 머리를 쓰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부가 바뀌면 언젠가
다시 서울로 돌아올 테니 지방이전 흉내만 내자는 식이 있는가 하면, 계획대로 잘 안될 테니 최대한 핑계
를 대고 끝까지 버텨보자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는 이를 다 알고 있으니 딴 생각하지 말
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대통령의 기본 통치철학과 관련된 사
항으로 결코 유야무야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하여 세간의 우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임기 안에 첫 삽을 뜨고 말뚝을 박고 대못을 박아버리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2007년 1월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혁특법)」을 제정
하여 법률적으로도 뒷받침하였다.

지방이전계획과 종전부동산 처리 계획 승인
2007년 3월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수립지침’이 시달되었다. 7월 말까지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9월 말까지 건설교통부의 심의·승인을 받으라고 기한까지 못 박고 있었다. 이 지침
에 따르면 업무시설은 1인당 56.53㎡(17.1평), 상시고용 인원은 2012년 말 예상인원수, 옥외체육시설 부
지는 2006년 말 현재부지 규모를 반영하고, 재원은 종전부동산 매각 등 자체조달 가능재원을 제시하고
국가로부터 이전비용 일부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토록 하였다. 당시는 전국적으
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라 연구원은 나주에서의 생존을 위한 사업확장(또는 언젠가 서울로 돌
아갈 경우 재정확보를 위하여) 가능성에 대비하여 부지면적을 많이 확보하기로 했다. 시설면적도 홍릉
에서 연구실 부족에 대한 한을 풀고 싶었기에 최대한 넓게 확보하기로 했다. 재원은 모자라면 정부에서
받아낸다는 구상이었다. 그 결과 2개 부설기관을 포함한 이전인원 325명, 부지면적은 종전 21,937㎡ 대
비 162.7%인 35,702㎡(10,800평), 건물면적은 종전 7,988.92㎡ 대비 245.3%인 19,598㎡(5,938평)로 산

33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출하였다. 재원은 부지매입 및 건축비용은 자체 조달하고 그 외 이전비용은 정부지원이 포함된 이전계획
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2007년 12월 1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8년 2월 12일 국토해
양부에서 승인되었다. 그리고 2012년 7월 20일 2개 부설기관의 독립법인화에 따른 인원 62명 감소를 사
유로 이전 인원 263명, 건축면적 15,774㎡로 축소·조정하여 변경승인을 받았다.
혁특법 제43조는 지방이전계획 승인 후 3개월 이내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은 청사이전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8년 3월
3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되었고 국토해양부는 2009년 4월 13일자로 2011년 상반기까지 일반매
각토록 승인하였다. 이처럼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까지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이전 준비를 늦출 수 없도
록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지역 변경 노력
2008년 3월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전 정부에서 추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자족 기능이 부족하다는 판
단에 따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는 행복도시 건설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정부부처 대신
기업이 들어가야 자족기능을 갖추게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혁신도시 이전대상 기관들은
행복도시 건설계획이 수정되면 다음으로 혁신도시 건설 계획도 수정되고 연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도 수정될 것으로 기대를 가질 만한 일이었다. 건설교통부도 핵심정책의 수정이 논의되는 상황이라 관련
정책인 공공기관 이전준비를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고 이전대상 기관들은 수정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연구원도 다른 기관들처럼 이명박 정부의 국정최우선 과제인 행복도시 수정안에 한 가닥 기대를 걸었다.
행복도시 계획이 수정되면 그 후속으로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았다. 드디어 기다리던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2008년 3월 취임한 오세익 원장은 정부의 혁신도시 수
정논의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시각에서 공식적인 논리를 만들기로 하고,
그해 12월에 국토지리학회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청사이전을 위한 최적의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용역
을 발주하였다. 연구원은 용역결과를 두 페이지로 요약하여 청와대, 정부, 국회 등으로 쫒아 다녔다. 대
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은 물론 농업관련 기관 및 농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농업인 80%가 연구
원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자료도 준비했다.
이 무렵 혁신도시 유치 지역에서는 행복도시 계획이 수정되면 혁신도시 계획에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하여
행복도시 원안유지를 적극 지지하는 한편 혁신도시 조기 착공을 촉구하였다. 혁신도시 지역 자치단체장
들은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를 구성하여 국회를 드나들며 압박을 가했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혁
신도시건설촉진 국회의원모임(대표는 우리 연구원 이전지역인 나주·화순지역구 최인기 의원)”을 결성하여
국회에서 지역주민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을 결집해 나갔다. 그러자 정부도 세종시의 행복도시
수정안이 반대에 부딪힐 것을 우려하여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됨을 강조하였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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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함없는 정부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준비를 다시 재촉하기 시작했다.
2010년 4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이전기관장, 사업시행자 3자간 혁신도시건설협의체 표준협
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협약서 제5조(협의체 임무)에 “절대공기 만회 대책 마련” 등을 포함 시켰다. 이렇
게 관련기관들을 묶어서 협력과 추진을 독려하고 애로사항을 지원하면서 경쟁적으로 착공식을 개최해
나갔다. 기존청사를 매각하거나 또는 신청사 착공식을 통해 일단 삽질을 해 놓으면 이전대상 기관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고, 지역에서도 정부의지를 확고히 믿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대상 공공기
관들이 기대했던 행복도시 수정안은 2010년 6월 한나라당 비주류 대표격인 박근혜 의원이 원안고수 입
장을 주장하면서 당내 친박계 의원들과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정부안이 국회동의를 받지 못했고 추진
동력이 상실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전기관 유치를 위해 지자체의 지원계획을 만들어 계속해서 이
전대상 기관들을 찾아다니며 설명회를 개최했다. 나주시에서는 설 명절에 나주이전 대상기관에 나주배
를 보내오기도 하였다. 두 개씩을 포장하여 복을 두 배로 많이 받으라는 의미를 새겨 넣기도 했다.
연구원은 지방이전 정책이 다소 흔들리는 이 시기에 이전지역을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바꾸기 위해 영향
력있는 기관을 상대로 줄기차게 뛰어 다녔다. 일간지 및 농민신문 등 전문지 대상 언론홍보도 계속해 나
갔다. 2011년 7월 1일에는 서울대 이태호 교수의 글 ‘연구원, 정부와 함께 세종시로 가야 한다’가 내일 신
문에 나오자마자 전라남도는 7월 5일 국무총리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앞으로 ‘농촌경제연구원 지
방이전업무 적극 독려 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왔다. 연구원이 이전지역 변경을 위해 언론플레이를
계속 한다고 보고 바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당시 몇몇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원칙 안 맞는 연구원 이전
바로 잡아야(서울경제, 2011. 5. 23.)”, “외톨이 농촌경제연구원(국민일보, 2011. 6. 2.)”, “연구원 이전지역
적합성 놓고 논란(농민신문, 2010. 12. 8.)”, “혁신도시 가는 농경연 걱정되네(2011. 6. 3.)” 등이 있다.
정부는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잠시 주춤하다 다시 당초 계획을 챙기기 시작했다. 시간이 연말 대선으로
가면서 원안고수로 승리한 박근혜 의원 쪽으로 당내 힘이 기울고 행복도시는 물론 혁신도시 사업도 속
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해 8월 경선에서 박근혜 의원이 대선후보가 되면서 이전준비 속도는 점점 빨라지
기 시작했다. 2011년부터는 그동안 뒤처진 시간을 만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까지 마련되었다. 당초
이전완료 시점인 2012년까지 이전시기를 정해놓고 거꾸로 맞추어 가는 형국이 되었다. 국무총리실 주관
으로 매월 추진상황과 문제점, 부처와 지자체의 협조사항 등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는 공기 단축방안
으로 턴키시공 등을 권장하였다. 이전준비가 제일 늦은 우리 연구원은 점검회의시 마다 종전부동산 지
목변경 요구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유를 내놓아 예상된 지적을 많이 받았다.

청사이전추진단 출범과 이전준비
2011년 10월 이동필 원장이 취임하였다. 정부의지로 보아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하에 다
음해인 2012년 2월 청사이전 전담조직으로 청사이전추진단을 출범시켰다. 단장 1명에 실무인력 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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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 없는 소극적인 업무추진 조직이다. 이전추진단의 청사이전 전략은 지속적으로 행복도시 이전논리
를 펴면서 갈 때에 가더라도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최후에 간다는 것이다. 연구원 직원들의 공통된 입
장 또한 최대한 늦추다가 맨 마지막에 간다는 것이다. 반면 국토해양부는 당초 목표가 2012년 말까지
이전완료였기에 주간단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다른 이전기관들의 착공식이 잇달아 개최되었다.
누가 봐도 이제 나주이전은 피할 수 없는 막바지 길로 가고 있다. 당시 노동조합에서는 연구원이 행복
도시로 가야 한다는 현수막을 홍릉청사 본관과 연구동 사이 2층 연결통로에 걸었다. 이것을 보고 사정
을 모르는 방문인사들은 ‘다른 기관들은 행복도시 이전을 극구 반대하는데, 왜 연구원은 행복도시로 보
내 달라고 하느냐’고 묻는 웃지 못 할 일이 자주 일어나기도 했다.
연구원이 생각하는 유리한 조건이란 종전부동산을 최대한 높은 가격에 매각하여 청사건축 비용 외에
주택제공 등 직원복지 재원을 확보하고, 이전 시기는 최대한 늦춰 초기 신도시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불
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기존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지역 변경(공원
부지 해제와 종 상향조정)을 요청하였다. 현 부지는 도시계획상으로는 근린공원에 속하며, 건물이 서 있
는 자리만 공원 가운데에 있는 연구시설이다. 용도지역상으로는 건물위치만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
당된다. 공원과 연구시설로 지정된 도시계획 지정을 해제하고 1종을 3종으로 상향조정하면 7층까지 지
을 수 있어 부동산 가치는 크게 달라진다. 하지만 공원은 대체공원 부지가 있어야 하고 종 상향조정은
그 절차나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건설교통부에서도 서울시에 협조요청 공문
을 보냈지만 기대 할 수 없었다. 서울시의 검토의견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근린공원(청량공원)내에 위
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임상이 양호한 공원 및 연구시설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요구한 도시계획 변경
은 자연환경 및 주민생활 환경 훼손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크고 용도지역 상향조정 대상이 아님, 또한,
동 부지는 특정목적을 위해 특별히 공원을 연구시설로 변경한 것으로 당초의 목적이 완료되었다면 다시
공원으로 환원하여야 할 것임’이었다. 두 번 다시 말도 꺼내지 말라는 내용이다. 한편으로는 서울시도
연구원 청사매입을 검토 중에 있었다. 이 도시계획 변경요청은 연구원에게는 이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
만 이전 지연 전략이기도 하였다.
또 한 가지는 당초이전 계획의 변경 추진이다. 종전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건축면적 일부를 걷어내서 소요비용을 줄이고 남는 자금을 복지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계
획수립 이후 기한이 경과하면서 농림기술관리센터(ARPC)와 농촌정보문화센터(CRIC)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농림식품부 산하로 독립되어 나갔다. 이를 사유로 이전대상 인원을 줄여 시설규모를 줄이고 소요재
원 축소 조정을 요구하였다. 이전 계획 변경은 2012년 7월 승인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이전대상에서 빠졌
다고 생각했던 농림수산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드러났다. 국토
해양부는 곧 바로 두 기관을 나주 이전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이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두 기관
은 나주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치열한 논리전을 펼쳤다. 결국 깃털론(통합발족된 3개 기관
중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2개 조직의 기능이 크고 농촌정보문화센터는 깃털처럼 아주 일부에 불과
하다는 논리)을 주장한 농정원은 세종시로 결정되고 농기평은 나주이전대상 기관에 추가로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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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릉 청사를 서울시에 매각
버티고 버티다가 2011년 11월에는 드디어 종전부동산 매각공고를 냈다. 국토해양부에서 승인한 대로 한
국자산관리공사의 온 비드 시스템을 활용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이다. 입찰결과 응찰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근린공원’ 지역에 ‘연구시설’ 용도로 제한되고 ‘1종 주거지역’인데 예정가격 505억 원을 주고 사겠다는 사
람은 나오지 않았다. 인근에 있는 경희대, 고등과학원, 동덕여대 등에서도 욕심은 나지만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유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정가를 낮추지 않고 그대로
4차례나 공개입찰을 진행했지만 역시 응찰자가 없었다. 응찰자가 없다는 것은 이전 지연전략을 구사하
는 우리한테는 어쩌면 다행한 일이었다.
종전부동산 매각계획 발표 후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연구원에 종전부동산 매입 의사를 공문으로 타진
해 왔다. 그러나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혁특법에 규정한 지자체 대상 매각방식에 의한 매입의사를
밝혀왔다. 그때마다 연구원은 공개입찰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입찰결과 4차례 유찰되었으니 이제 예
정가격 이상 매각은 기대 할 수 없게 되었다. 국토해양부의 중재하에 서울시와 매각협상이 진행되었으나
더 나은 매수자를 찾기 위해 공식적인 결정은 계속 미루고 있었다. 그러다가 강해지는 정부 압박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원내 청사이전대책위원회에서 서울시 대상 매각을 의결하였다. 서울시 대상 매각을 의
결하고 서울시에 매각의사가 있다는 공문 회신을 할 무렵 농민신문사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유찰된 상황에서 예정가에 팔 수 있다면 농민신문사에 파는 것이 유리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보
낼 공문을 만들어 놓고 농민신문사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렸다. 1주일을 기다렸으나 농민신문사는 답
을 보내오지 않았으며, 청사이전추진단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회신공문을 발송했다. 이
후 농민신문사는 더 적극적으로 매입에 관심을 보였고, 연구원은 국토교통부에서 매각방식을 다시 일반
매각으로 변경해 줄 것으로 예상하여 농민신문사에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농민신
문사에서 처음 공식문서로 매입의사를 밝혀온 날 급히 청사이전대책위원회를 열어 매각상대를 서울시
에서 농민신문사로 변경했다. 그리고 바로 국토교통부에 매각방식 변경요청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국
토해양부에서는 매각방식을 다시 일반매각으로 변경해 주지 않았고, 서울시에서도 매입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 연구원도 농민신문사에 매각하고 싶었으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지자체대상 매각방식은 관련 법률에 매도자와 매수자 쌍방이 각각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후
양쪽 감정가를 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직원들은 이와 같은 방식에 따를 경우 입찰예정가 이
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절차에 따라 연구원은 2012년 10월 12일 감정업체에 재 감정을
의뢰하였고, 결과는 515.467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이 결과는 10월 17일 서울시에 통지되었고, 서울시의
감정금액은 501.198억 원으로 나와 매도자와 매수자의 감정가 평균금액(매각대금)은 508.332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연구원은 당초 입찰예정가 504.799억 원보다 3.533억 원 높은 이 금액으로 홍릉부지와 청
사를 2012년 11월 27일 서울시에 매각하였다. 매각된 청사는 서울시가 리모델링하여 2017년 10월 30일
서울 바이오허브로 개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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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로부터 신청사 부지매입
종전부동산 매각이 성사됨에 따라 청사이전 비용 마련 길이 열렸다. 그동안 정부와 광주도시개발공사
는 지속적으로 부지매입 계약을 촉구해 왔고, 연구원은 종전부동산 매각지연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
았다. 또한 내부적으로 이전지역 변경을 요구중이라 서두를 수도 없었다. 청사부지는 위치, 면적, 매입단
가가 정해져 있는 상태라 재원만 있으면 시간이 소요될 일이 아니다. 연구원과 광주도시공사는 대금지
급 조건과 정산조건 등을 협의하여 2012년 12월 18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이전4 지역,
대지 35,702㎡, 대금 151억 원, 계약금 포함 3회 분할지급’ 조건으로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최종
적으로 부지면적과 대금은 남쪽 도로와 대지 경계사이 경사면(법면) 6억 원을 환불받아 면적 34,353㎡
145억 원으로 조정되었다.

신청사 건설 기본계획 수립과 건설사업 관리 업체 선정
종전부동산 매각절차가 정해지면서 신청사 기본계획을 진행하였다. 용역업체는 건설관리업체의 추천을
받아 ㈜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로 정하고 2012년 10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18,810천 원에 기본계획
수립을 의뢰하였다. 기본계획은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직원들 의견이 반영되어 수립되었다.
건설공사에는 기본적으로 설계, 시공, 감리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감리는 단계별 감리를 두기보다 기
본계획부터 시공감리까지 하나의 감리업체가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품질확보나 경비측면에서 효율
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전문건설관리(CM)업체를 두기로 했다.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통
해 2012년 3월 9일 입찰공고 결과 국내 CM순위 10년 동안 부동의 1위업체인 ㈜한미글로벌이 낙찰되어
2012년 9월 13일부터 2015년 9월 12일까지 1,540백만 원에 건설사업관리를 맡겼다.

신청사 기본설계 및 시공사 선정
정부청사 세종시 이전 원안을 지켜낸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토교통부는 2012년 말까지 한 기
관이라도 더 착공실적을 올리기 위해 주간단위로 이전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등 조기착공과 공기단축 방안도 권장하였다. 연구원도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으로 설계 시공을 분리
할 경우 영세 업체 참여가 우려되어 일괄입찰을 적극검토 하였다. 일괄입찰을 위해서는 정부의 「대형공
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의거 입찰방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입찰방법심의를 위해 외
부위원이 포함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14일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논의결과 일괄
입찰방식으로 하되 보완책으로 설계아이디어공모전을 열기로 했다. 이는 일괄입찰시 시공사가 영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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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예방하면서 신청사 설계방향을 미리 직원들과 공유
한다는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1위 업체한테 설계권한을 주기도 하나 우리는 턴키입찰 참여시 가산점
을 주기로 했다. 공모전 실시결과 4개 설계 업체가 응모하였으며 심사위원(외부4, 내부3)과 직원선호도
비중 7:3 반영결과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아이티엠코퍼레이션,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
무소 작품이 각각 1위, 2위, 3위를 차지하였다. 이 결과는 입찰집행시 조달청에 통지되어 기본설계 심의
시 반영되었다.
종전부동산 매각과 이전부지 매입계약이 체결되고 입찰방식이 결정되자 국토교통부는 연내 공사발주
요청을 재촉하였다. 연구원은 자체적인 기술 인력 부족문제 해결과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집행을 위해
2012년 12월 조달청에 입찰집행 맞춤형 서비스를 요청하고, 2013년 1월 15일 조달청과 총 사업비 31,625
백만 원 기준 입찰대행 용역비 37,744천 원에 ‘신청사 건립사업 맞춤형서비스’ 약정을 체결하였다. 조달청
의 입찰관리는 먼저 입찰공고를 위한 입찰안내서 심의, 입찰공고, 현장설명회, 기본설계 공개설명회, 기본
설계 공개발표회 및 기술검토회, 기본설계평가회 순으로 진행된다.
2013년 4월 9일 조달청에서 입찰안내서 심의회(건축계획 이승우 교수 외 대학의 전공분야별 교수 등 15
명)가 개최되었다. 연구원은 공종별 16명의 심위위원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내용을 각
각의 위원들께 보내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야 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된 입찰안내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에 보내고 4월 29일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를 냈다.
현장설명회는 5월 23일 조달청 관계자들이 서울 홍릉청사를 방문하여 중회의실에서 입찰참여 희망업
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3개 컨소시엄(경남기업과 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설계사무소 컨소시엄, 동
부건설과 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태영건설과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 참
여하였다. 7월 30일에는 공개설명회가 대전지방조달청에서 열렸다. 입찰참여 희망업체가 기본설계를 완
료한 심의자료를 가지고 참석하였으며, 조달청 집행관 주관하에 업체간 상호 설계도서를 교환하고 금
후 공개발표회시 좌석배치 순서와 발표순서를 추첨으로 정하는 등 진행에 대해 협의하였다.
공개발표회 및 기술검토회는 2013년 8월 14일 대전지방조달청에서 열렸다. 조달청 설계관리기획단장
인 최용철 위원장과 성균관대학교 김성아 교수 등 17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하였다. 업체별로 15분간 기
술제안서를 설명하고 수요기관에서도 설계검토 의견을 발표했다. 오후 2시간 동안 각 공종별로 사무실
로 나누어져 입찰업체와 심의위원간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 후 다시 집결하여 위원들의 공통질문사항
과 업체상호간 질문항목을 정리 의결하였으며, 이는 다음 설계평가회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최종 설계평가회는 2013년 8월 23일 대전지방조달청에서 열렸다. 심의위원과 참여업체간 기술검토회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과 분야별 적격여부 토론이 계속되었다. 이어서 평가방법이 설명되고 채점결과 집계
및 감점사항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전체 심의위원, 입찰참여업체, 수요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설계 평
가결과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1위를 차지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후속 절차를 거쳐 8월 28일 최종 연구원
신청사 시공사로 확정되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의 설계 기본개념에는 아이디어공모전 결과가 많이 반영되
었다. 태영건설은 당시 응찰한 3개 컨소시엄 중 국토교통부 발표 시공능력 순위가 가장 앞선 업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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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및 기공(착공)식
연구원 신청사 실시설계와 시공업무는 제2기 이전추진단(단장 김병철 책임행정원)이 맡았다. 본격적인
설계업무를 위한 발주처, 시공사, CM사, 설계회사가 함께 근무할 T/K 합동사무실(왕십리역 부근 K-타
워빌딩)을 2013년 10월 1일 개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주요 업무는 기본설계 확정 및 실시설계, 인허가
관련업무 및 본공사 수행에 필요한 부속작업 등을 진행하였다. 인원은 발주처 2명, CM사 3명, 시공사 1
명, 설계사 8명 등 14명이 투입되었고, 주요 내역은 매주 주간보고에 반영하였으며 쟁점사항 등은 청사
이전대책위원회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2014년 1월 24일에 완료하였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청사 부지에서 2013년 11월 28일 신청사 기공식을 개
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국토교통부 기획국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전라남도 도지
사, 나주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농업 관련 단체장, 시공사 대표, 지역주민, 연구원 직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하였다. 나주 혁신도시 이전 15기관중 14번째 연구원 신청사 착공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매
우 높았으며, 연구원 나주시대 개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연구원 위상을 재정립하였고, 중앙 및
지방언론 26사(방송 4건, 일간지 13건, 지방지 5건, 전문지 4건)에서 연구원의 기공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청사이전 종합대책 기본계획 마련 시행
청사 지방이전에 따른 연구원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현안 대응방안 수립 및 이주 직원의 조기정착과 쾌
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청대위 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지방이전 종
합대책 기본계획 보고,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 등 종합대책을 2013년 12월 31일 원장에게 보고하였고,
2014년 1월 23일 청사이전대책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 건설, 복지 등 3개 분과별 현안과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였고, 기획분과에서는
유연근무제 도입, 스마트워크 환경 도입,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등이 제시 되었다. 건설분과에서는 입찰안
내서 미반영분 추진, 건축공사비 차입, 신청사 부지 일부 매각 등이 논의 되었다. 마지막으로 복지분과에
서는 사택 확보 방안, 실질소득 감소분 지원, 귀경버스·셔틀버스 지원, 어린이집 지원(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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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건립 진행상황 직원 설명회 개최 및 공사 현장 답사
실시설계 완료시점인 2013년 12월 27일 실시설계 개
요, 추진일정, 분야별 주요 반영사항, 이전기관 복지
분야 지원현황 등을 내용으로 홍릉청사 대회의실에
서 신청사 건립사업 진행상황 1차 직원 설명회를 개최
하였다. 2014년 9월 19일에는 추계 워크숍 장소인 농
협수련원 대강당에서 공사 개요, 진행현황, 분야별 주
요자재 반영사항, 조경 및 복지분야 검토 보고 등 2차
직원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공사진행 공정율 약 90% 단계인 2015년 4월 10일
연구원 나주 신청사 현장에서 공사 진행상황 설명, 나

2015. 4. 10. 연구원 신청사 현장 답사

주시 주택현황 소개 및 현장 점검, 청사 주변 울타리
식목행사 등을 내용으로 연구원 직원 현장 답사 기회를 제공하여 다가오는 나주 이전에 대한 마음의 각
오 등 이전 준비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나주 현장 본 공사 진행 및 준공
2013년 11월 28일 우선 시공분 토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014년 2월 기초 콘크리트 타설 및 타워 크
레인 설치, 2014년 4월 기초 콘크리트 타설 완료, 2014년 10월 전체 콘크리트 타설 완료 등 골조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습식공사는 2014년 8월 시작하여 12월에 완료하였고, 커튼월 공사는 2014년 8월에 시작
하여 2015년 3월에 완료하였다. 내장공사 및 석공사는 2014년 11월에 시작하여 2015년 5월에 완료 하
였고, 유리공사는 2015년 1월에 시작하여 4월에 완료했으며, 부대토목 및 조경공사는 2014년 12월에
시작하여 2015년 6월에 완료하였다. 인테리어 공사는 2015년 1월에 시작하여 6월에 완료하는 등 19개
월 일정으로 본공사가 진행되었다.
2015년 3월 전기 사용전 검사 실시, 2015년 4월 각종 기계 장비류 시운전 착수 및 소방 시공 신고와 건
축허가 변경 완료, 2015년 6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및 소방 완공검사 필증 접수, 2015년 7월 2일 건축
물 사용승인 등 기본적인 준공절차를 마쳤다.
전체적인 사업개요는 총 건설비용이 51,299백만 원(토지구입 14,563/ 건축·설계비 32,499/ 감리·부대비
4,237)이며, 공사기간은 2013년 11월 20일부터 2015년 7월 13일(총 19개월)이다. 연구원 신청사 건립사
업 설계사는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사는 ㈜태영건설 컨소시엄, CM은 ㈜한미글로벌건
축사사무소에서 각각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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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청사 규모는 대지면적 34,353㎡(10,392평), 건축면적 4,627㎡(1,400평), 연면적 16,158㎡(4,888평)
이다. 종전 청사 대비 대지는 12,416㎡(3,759평) 156.6%, 건축연멱적은 8,169㎡(2,471평)로 202.25%까지
확대되었다. 그 결과 박사 연구자에게 1인 1연구실을 제공하고 쾌적한 도서관 환경, 충분한 회의실, 실
내 운동시설과 싱크라운지 등 연구 환경에 필요한 시설을 모두 구비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원 이전 및 새로운 나주 시대 개막
서울 홍릉청사로부터 나주 신청사로의 이전은 2015
년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
행되었다. 연구부서는 7층부터 3층까지 순서대로, 지
원부서는 선발 반출과 최종 반출로 구분하는 원칙하
에 7월 24일 자료실-전산실, 25일 원장실-글로벌협력
연구부-국제농업협력연구센터, 26일 농업농촌정책연
구부-농식품정책연구부-삶의질정책연구센터-식품유
통연구부, 27일 산림정책연구부-FTA이행지원센터-자
원환경연구부, 28일 창의정보실-농업관측센터, 29일
준공 청사 (’15.07.13)

기획조정실-대외협력실, 30일 부원장실-행정실-청사
이전추진단 순으로 반입 차량이 들어왔다, 마지막 31
일에는 정리정돈 및 마무리를 하였다. 전체 이사 물량

은 577톤 규모이며, 115대(5톤 기준)의 반출차량이 지원되었다.
2015년 8월 3일은 연구원 나주청사 공식 업무개시일이다. 첫 출근시간 나주시장, 시의회의장, 경찰서장
등 나주시 관계자들이 연구원을 찾아 “혁신도시를 빛낼 여러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출근하
는 직원들에게 장미꽃 한송이 씩을 건네면서 나주 시민이 된 것을 환영해 주었다. 연구원도 전직원이 대
회의실에서 나주시대 개막을 알리는 첫날을 기념하고 농정연구의 중심이 되기 위한 새로운 다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어서 태극기와 원기(院旗) 게양식이 열리고 나주벌판에서 연구원 깃발은 더 힘차게 펄럭이
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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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동조합의 탄생과 성과

노조설립과 연대활동
연구기관 노조설립은 1980년대 시대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1987년 전두환 대통령은 4.13호헌조치를
발표한다. 당시 연구원 직원들도 숙직실에서 TV를 통해 그 소식을 접했다. 그러나 체육관에서 뽑는 간
선제 대통령선거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오면서 6.10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소위 ‘넥타이
부대’로 불렸던 증권보험사 등 사무전문직 노동자들도 거리에 나섰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당시 전두환의 후계자였던 노태우 민주정의당(민정당) 대표가 6.29 선언을 발표하였다.
1960년대 이래 개발독재시기 고도성장 과정에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억눌렸던 노동자들의 요구가
분출하기 시작했다. 이름 하여 1987년 7·8·9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진다. 이 기간 동안 연인원 200여만
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총 3,341건의 파업이 일어났다. 1986년 말 노조수 2,658개, 조합원 수 103만
6천 명이었으나 1987년을 거치면서 1998년에는 노조수 6,142개, 조합원수 170만 7천 명으로 늘어났다.
노조수로는 131%, 조합원수로는 64.7%가 증가했다. 연구원 노조도 이 과정에서 설립되었다.
1987년 9월 21일 연구기관 최초로 홍릉연구단지에서 산업연구원노동조합이 설립됐다. 당시 산업연구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발연구원은 통근버스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업연구원 노조
소식이 쉽게 퍼져나갔다. 두 달이 지난 그 해 12월 4일 연구기관에서는 두 번째로 홍릉에서 한국농촌경
제연구원과 대덕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노조가 설립됐다. 그 후 연구기관 노조설립이 줄을 이었다.
노동조합활동은 생산직 노동자들이나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연구원 직원들이 노동조합 결성에 참여
하였다.
1987년 12월 4일 오후 5시 30분 연구원 근처 식당 복래관 지하에서 81명이 모여 노동조합결성대회를
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조결성모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참석했다. 노조설립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위원장 이두순, 부위원장 이영석, 오내원, 이점모, 사무국장 이성복, 회계감사 김정부, 허영구,
김은순이 선출되었다.
노동조합설립 취지문은 ‘모든 인간은 법과 제도 앞에 평등하며 기본적인 인권을 갖고 태어났고, 따라
서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져야 하고, 인권은 항상 존중되어야 하고, 특히 근로자의 권리를 헌법과 법률로
써 보장하고 있다.’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다.
노조 필요성으로 직원들의 결집된 의사를 책임있게 전달하고 반영할 수 있는 항구적인 조직, 각 직급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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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대립의식을 불식시키고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화합할 수 있는 조직, 연
구원 설립취지와 같이 국민경제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기본양식에 입각한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및 업무수행을 위한 자주적인 의사결정조직임을 밝히고 있다.
노조의 나아갈 방향으로는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켜 직원간의 동질성회복
과 연구 및 업무의욕을 고취하고 직원들의 주인의식을 높이며, 연구원의 민주적 운영과 연구활동의 자
주성을 확보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연구원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12월 5일, 당시는 민주노총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조연맹에 가맹하고 동대문구
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12월 14일에는 상무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조활동을 시작했다. 12월
22일 신고필증을 교부받음으로써 노조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고, 12월 23일 결성보고대회를
열었다. 이두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지식인으로서, 또한 근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
자!’고 호소했다.
1988년 1월 16일, 조합원의 권리신장과 연구원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농경연노보 창간호를 발간했다.
1월 23일, 노조사무실 개소식과 현판식을 가졌는데 연구원측에서 김영진 원장과 부서장들이 참석하였다.
이로써 연구원 노조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연구원과 대등한 기구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초기 노
조 가입율은 대상자의 90%를 넘었다.
노동조합 회의체계는 조합원 총회, 위원장·부위원장·사무국장·회계감사·부서장으로 구성된 상집위원회,
그리고 조합원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대회로 구성된다. 노조 위원(지부)장의 임기는 규약상 1년으로 되어
있다. 지난 30년 동안 이두순-허영구-김형모-허영구-마상진-국승용-이형우 조합원이 순서대로 지부
(위원)장을 맡아왔다.
1988년 3월 12일, 연구원 노조는 12개 노조로 구성된 ‘연구전문기관노조협의회’에 참가했다. 1989년에
‘연구전문기술노조협의회’로 확대됐고, 1989년 10월 14일,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전문노련)으로 발
전했다. 당시에는 노동조합법상 복수노조금지조항이 있어 한국노총 산하 연합노조연맹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증이 발부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조약을 준수하라는 국내외 압박과 노
동자들의 투쟁으로 병원, 언론, 건설노조연맹 등과 함께 합법성을 쟁취하게 되었다.
전문노련은 1997년에는 지하철노조 등과 합쳐 <전국공익사회서비스노조연맹(공익노련)>, 1999년에는
운수부문 등과 합쳐 <공공운수노조연맹(공공연맹)>, 현재는 민주노총 내 최대 산별노조인 <전국공공운
수노조>로 확대발전했다. 1995년 11월 11일, 한국노총과 대별되는 전국중앙조직인 민주노총이 창립되
면서 그 산하조직으로 자리잡았다.
현재 연구원 노조는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노조-전국공공연구노조-연구원지부로 소속하고 있다. 창
립 당시에는 독자적인 개별노조였지만 1997년 10월, 업종별 노조인 전국연구전문노동조합(연전노조)이
창립되면서 그 산하 지부로 변경되었다. 2007년 3월, 연전노조가 과학기술노조와 통합해 전국공공연구
노조로 확대되었다. 전문노련은 1990년 2월 국제상업사무전문기술자노련(FIET)에 가맹했으나 현재 공
공운수노조는 국제공공노련(PSI)에 가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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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단체협약 체결
노동조합결성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일은 단체협약체결이었다. 1988년 1월 16일, 노사는 조합활동에 필
요한 기본협약을 체결한다. 조합활동 보장, 노조전임자, 조합비 일괄공제, 전용 사무실 및 관련 비품 제
공, 장소 및 시설물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3월 2일에는 본봉과 연구활동비 인상, 특별상여금, 가족수당, 특별근무수당, 호봉체계 개선 등을 포함
한 1988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포괄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 11월 28일에는 제
3차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서울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발생을 신고하기도 했으나 파업에 이르지
는 않았다. 언론에는 연구원 노조의 쟁의발생신고 소식이 보도되기도 했다. 당시 홍릉연구단지 내 산업
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 개발연구원 노조는 공동파업을 전개했다.
1년간의 협상을 통해 12월 9일 40조항의 단체협약과 14조항의 노사협의회 규정, 직제개편을 포함한
노사협의회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로서 본격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됐다. 1988년은 노조활동을 정착시
키고 사측과의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관계의 틀을 만드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노조활동
이 활발했고 업무도 많았다.
노사간 협약은 1년에 한 차례 임금협약과 2년에 한 차례 포괄단체 협약 그리고 분기별 노사협의회, 필
요에 따른 협상으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중층적으로 진행되었다. 임금협상은 노조의 생계비, 물
가, 경제성장률, 다른 기관과의 격차 해소 등을 내건 인상요구와 연구원의 예산, 정부지침 등에 따른 제
약으로 인한 간극을 좁히는 과정이 매년 진행되었다.
연구원 노사는 1988년 12월 9일, 노사협의회 합의서에서 ‘단일호봉제 추후 협의’를 약속했는데 1990년
4월 직급별 호봉제는 폐지하는 대신 직종별(연구, 전문, 행정) 단일호봉제 실시에 합의했다. 연구원 발전
기획위원회, 사택운용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에 노조 추천 위원이 참가했고, 인사위원회에는 노조(지부
장)가 참관했다. 그 이후에도 명칭이 바뀌었지만 여러 위원회에 노조가 참가했다.
1993년 8월 4일에 유효기간 1년의 포괄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1994년 연구원은 인사, 경영, 연구제도
개선 등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노사간 이견이 발생했다. 단체협약 부칙
제3조(효력유지)에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어느 일방에서도 갱신체결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오랫동안 단체협약은 갱신되지 않았다. 다만 전국연
구전문노조나 전국공공연구노조로 조직변경에 따라 ‘명의변경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기존의 단체협약서
를 재확인했을 뿐이다.
한편 상급단체 차원에서 여러 차례 공동교섭 시도가 있었다. 1991년 전문노련이 임금·단체협약 공동투
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 정부출연기관 노조가 사측에 공동교섭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대각선
교섭으로 진행되었다. 2000년에도 경제사회분과 소속 노조들이 집단교섭을 시도했지만 역시 불발했다.
2010년 비교적 큰 폭으로 변경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원내 각종 위원회에 대한 노조의 참여, 6세 미
만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 등의 조항이 반영되었다. 단체협약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박사 학위 취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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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석사 연구원 휴직이 노사협의를 통해 제도화되었다. 외부 요인에
의한 제약으로 정부의 처우 개선분 이상으로 임금을 인상시킬 수는
없었지만, 노사협의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다가 2014년 말, 전체는 아니었지
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노사가 공동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
결했다. 또한 지난 2017년 5월에는 연가저축제도 도입 등 노사가 공
동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갱신하기에 이르렀다.
1996년 김영삼 정부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를 통해 논의 중이
던 정리해고제를 날치기 통과하면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러일으켰다.
이 때 연구원은 능률성과급 지급기준을 담은 ‘근무평정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도래했고, 1998년 김대중 정부는 노
사정위원회를 통해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도입시켰다. 1999년
연구원은 김대중 정부의 방침에 따라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직
원 연봉제 확대, 고용계약제 도입, 퇴직금 누진제와 가산율을 폐지하는 ‘경영혁신안’을 밀어붙였다. 단일호
봉제 도입 10년 만에 성과연봉제로 대체되었다.
2006년 말 민주노총에서 부위원장직을 겸하고 있던 허영구 위원장이 국회 비정규직법안 통과과정에
서 구속되었고, 2008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정을 받음으로써 인사관리규정상 ‘공무원임용결격사유’
에 해당되어 ‘자동면직’(징계해고) 되었다. 2009년 마상진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침체되어 있었던 노조 활
성화 작업을 시작했다. 집행위원회, 대의원 등을 다시 구성했으며, 50명대로 떨어졌던 노조원이 110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노조원 탈퇴 압박이 들어왔고, 그 결과 노조원수
는 다시 60명대로 축소되었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였다. 당시 한국노동연구원 노조도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던 시기였다.
2010년 국승용 지부장 시절에는 노조의 꾸준한 자체 협상 노력으로 석사급 연구원의 휴직 제도가 부
활됐다. 2015년 이형우 집행부는 공공연구노조 활동에 결합하고 나주혁신도시 노조협의회에 가입하는
등 노조 재활성화를 시도하였다.
2014~2015년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분 정상화 정책으로 노사간 긴장이 높았다. 2014년에는 2진 아
웃 퇴출제와 누적식 성과 연봉제, 2015년은 임금피크제(임금삭감, 조기퇴직) 문제로 노사갈등이 고조되
기도 했다. 연구원 역시 정치적 환경 속에서 노사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부분 정상화대책은 일단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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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일상활동
노조의 일상 활동은 조직, 교육, 선전, 조사, 문화, 체육, 연대활동 등이 있다. 연구원 노조 역사에서 가
장 많은 시간이 할애된 부분은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활동이었다. 위에서 정리한 대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측에 임금과 노사합의나 단체협약을 요구하고 체결에 이르기까지 제반활동을 전개하였다. 요
구안 작성, 회의기구 통과, 교섭요구, 교섭집행, 노사간 잠정합의, 조합원 투표 그리고 노사간 조인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노사간 해석의 차이나 정부정책 기조 변화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교육선전 사업은 주로 농경연노보를 통해 이뤄졌다. 농경연노보는 1988년에 1~3호만 발행했다.
그러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 단결과 연대, 연구자율성 확보’를 내걸고 1989년 1월 4일 제4호를 시
작으로 4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발행하여 1992년 말에는 208호에 이르렀다. 농경연노보는 외
부 노동자신문으로부터 우수노조 수상도 했다. 이후에는 불규칙적으로 발행했지만 400호를 넘어섰다.
이후 6권의 자료집으로 묶었는데 총 2천 2백 쪽이 넘는다. 노보 이외에도 단체교섭이 진행될 경우 그때
그때 소식을 알리는 노조속보와 쟁의 발생 시에는 쟁의속보를 발행하기도 했다.
조사사업은 초기 임금 및 단체교섭안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 실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
수록 임금인상률이 낮아지고 연봉제로 바뀌면서 조사사업은 진행되지 못했다. 다만 1994년 연구원이 세
종연구소 부지(성남)로 이전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을 때와 2003년 노무현 정부 취임 후 국가균형발
전위원회의 연구기관의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청사이전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질 당시 조합원을 상대로 설
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다.
문화·체육사업을 살펴보면 노조 초기에는 풍물패와 노래패가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풍물패는 이웃
노조의 파업사업장에 지원까지 나갔고 노래패는 전문노련 행사 등에서 여러 차례 노래공연을 펼쳤다.
전문노련이나 경제인문사회분과 체육대회에는 배구나 축구팀을 구성해 출전했고 등산대회에도 열심히
참가했다. 연구원과는 별도로 농촌봉사활동도 펼쳤다. 그 외에 사회과학도서나 영화테이프 대출 등을
통해 노동문화활동을 전개하였다.
노조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연대사업이다. 연
구원 노조는 산업연구원 노조 설립의 영향으로 홍릉
연구단지에서 출발했지만 전국적인 노동운동 흐름 속
에서 활동했다. 연구기관 노조들간의 연대에서 전문노
련과 민주노총 건설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인 연대 속에
있었다. 그런 분위기가 노조활동 전반과 임금이나 단
체협약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원 노조위원장이 전문노
련 위원장이나 민주노총 중앙 임원 역할을 하게 된 것
도 노동조합간 연대의 결과였다.
농경연노보 200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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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업인과 함께하는 현장연구 네트워크 운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978년 개원시부터 농업·농촌 정책연구라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최종
정책 수혜자 그룹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네트워크를 조직해 운영하여 현장여론 수집, 현장 조사활동
지원, 정책 모니터링, 연구성과 확산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농업관측 사업 표본농가 및 모니터 요원 등 단위사업 별 현장네트워크가 있으나, 연구원 차원의 가장
대표적인 현장네트워크로는 1978년 구성되어 지난 40년간 운영하고 있는 ‘현지통신원’ 그룹이 있다. 이
통신원 제도는 주로 연구사업 조사요원으로 활용하
는 조사표본 성격의 그룹이다.
2009년부터는 정부 정책사업 집행과정에서 현장모
니터링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 농업정책사업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정책관련 현장여
론과 의견은 무엇인지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KREI리포터’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2014년에는 해외 선진 농업정책을 상시적으로 파악
하여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해외리포터’제도가 만들
어져 10개 국가의 농업정책과 농촌관련 뉴스를 실시
간으로 파악해 국제관계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연구원에서는 이같은 현장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농정여론조사사업 운영규칙’을 내규
KREI현장네트워크 구성도

로 마련하고 회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제
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현지통신원 제도
농촌 현장 문제점을 파악하고, 농업인들이 바라는 건의 사항을 수집·분석하여 농림시책에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주요 농정시책에 대한 농업인의 반응, 효과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
요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여론조사 사업을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은 1978년 개원 이후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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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현지통신원은 농촌에 거주하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독농가로서 농업기술센터, 농협, 축협, 임
협, 농업인단체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였다. 분포는 1개 읍·면당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작목별 주산지나 농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지통신원의 노령화와 사망, 이사 등으로 응답률이 떨어져 1997년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실시, 각 지역
농·축·임협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아 2,071명의 현지통신원을 신규 위촉하여 현재와
같은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매년 현지통신원을 보강 또는 정리하여 운영해오다 2008년 부분 교체 작업에 이어 2012년 현지통신원
표본의 대표성 확보와 온라인 표본 확충을 위해 표본 재설계를 실시하였다(‘2009년 농가경제통계’에 준
하여 선발). 표본 재설계는 기존 현지통신원 2,000명을 1,000명으로 정예화하여 패널 성격으로 운영하
고, 신규 현지통신원은 전국·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추천을 의뢰해 지역, 연령, 품목, 경작규모 등을 기준
으로 최종 2,000명을 선발하여 조사표본으로서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현지통신원 운용은 3,000명 개개인의 농지규모와 주 소득작목 등 26개 정보를 DB로 관리하며, 조사
표본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이들의 농정 건의나 농촌 현장 여론을 수시로 접수해 현장감 있는 연구수
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농업인의 의식, 농촌경제 실태 등을 파
악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우편, 전화,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밖에도 주거지역 내의 농
정여론 및 주민의 대 농정 건의 등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연구원의 현지 연구조사 업무에 협조하거나, 연
구원이 실시하는 경제교육 및 행사에 참여하여 현장 전문가의 역량 제고와 연구성과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현지통신원의 조사참여는 주로 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와 농식품부 등 정책파트에서 요청하는 정
책이슈에 대한 조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25건 내외의 조사에 활용하고 있다. 2015년에는
온라인 조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을 통한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지통신원의 조사 참
여도는 평균 회수율이 40%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데, 조사요원 별로 작목과 분야에 따라 참여 기회가
다른 점 등을 감안하면 높은 참여율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1978년 개원 시부터 전체 현
지통신원을 대상으로 매년 말 농업인 의식구조 변
화에 관한 사항과 주요 농정 이슈에 대한 포괄적
인 여론조사를 실시해 차년도 연구사업에 반영하
고 있다.
특히, 1999년부터는 조사결과를 정규보고서로
발간하여 제공함으로써 농업계의 여론을 형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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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농업문제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6년부터는 농업인뿐만 아
니라 일반 국민들의 농업과 농정현안에 대한 의식구조를 파악할 목적으로 기존 현지통신원 전수조사를
포함해 일반 국민 1,500명에 대한 직접 면접조사도 병행하여 조사하면서 학계와 사회적 관심도가 큰 폭
으로 증가하여 매년 50여 건의 언론보도 실적을 기록하였다. 조사결과 활용도도 매년 증가해 농림축산식
품부 및 관련 부처 정책수립에 참고하고 있으며, 학계와 관련 단체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인용하였다.

KREI리포터 제도
KREI리포터는 농촌현장 여론 정보와 정책건의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농촌 현장과 연구원 간 현장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장전문가와 연구자가 협력기반을 마련, 밀착형 대국민 연구서비스 기능을 강
화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주요 농업정책에 대한 현장모니터링 기능을 수
행하고, 각종 교육모임을 통해 정책이슈에 대한
연구결과를 설명하여 중앙과 현장의 이해를 높이
는 매개자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리포터는 2009년 4월에 기존 현지통신원 중 지
역활동가 101명 및 벤처농업대학 졸업자 50명 등
151명으로 구성하여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발대식
을 갖고 출범하였다. 이후 매년 회원 정비와 지회
간부진 등을 교체하며 운영해 오고 있다.
운영조직은 연구원 담당부서에 사무국을 두고
KREI리포터 사랑방 사이트

회원 자체 운영 조직으로 중앙회 회장, 고문, 부회
장, 감사, 총무를 두었다. 중앙회 조직은 이후 고

문과 부회장을 2인으로 확대하고 조직내 소통을 담당하는 간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발전하였다. 지역
조직은 9개 광역시 도별 지회장과 총무로 조직화하였다.
2016년 3월에는 리포터 회칙을 제정하고 기수제 도입을 처음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여 기존 회원을 1
기로, 2017년 6월에 위촉하는 회원을 2기로 명명하는 등 3년 단위 기수제를 시행하였다. 회원수는 1기
189명을 끝으로 2017년 7월 2기 출범을 계기로 181명으로 재구성하였다.
운영 시스템은 회원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과 온라인 CRM이 구축되어 회원 활동 이력관리와 마
일리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리포트 접수와 회원간, 회원과 연구자간 커뮤니
티를 위해 독립적인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으며, 페이스북과 밴드 등 SNS를 활용한 소통 채널도 구축
되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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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중심으로 각종 연구사업 관련 조사 및 정책 이슈 현장 조사에 참여하고 지역 여론을 수
집해 제공함으로써 종합적인 현장 여론을 연구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기본연구사업
등 연간 20여 차례 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장 여론(리포터)은 연간 400여 건을 제출되어 연구와 정
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은 각종 자료와 소식지로 제작되어 홈페이지 및 SNS,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농식품부, 국
회 등 정책관계자 560명과 홈페이지 회원, 연구자 등 2만 9천여 명에게 매월 제공함으로써 농업정책 관
련 여론을 형성하고 연구 및 정책을 직·간접 지원하고 있다.
리포터는 정책모니터링 역할도 활발하게 수행하여 2015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모니터
링단’에 11명이 참여해 분야별 정책 아이디어 발굴과 정책성과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규제개선발굴
TF에 농업·농촌 정책 규제개선 의견을 연간 50여 건 제안하고 현장 적용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전체연찬회(연간 1회), 운영협의회(연간
2회), 지역간담회(연간 20여 차례), 연구
원 행사와 교육 참여(연간 10여 차례) 등
2009년부터 2017년 7월까지 200여 차례
각종 행사 참여를 통해 지역 현장 전문가
로서의 역량을 개발하고 정책 수요자로서
의 정책 개선을 선도하고 있다. 현재까지
50여 차례에 걸친 연구자의 현장방문
조사를 지원해 현장 연구에 실질적으로

KREI리포터 활동 언론 보도

기여하고 있으며, 현장연구자문단과 멘
토, 현장교육장 등으로 참여하여 연구
원 신입연구자의 현장 실태 적응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기가 활동한 최근 7년간 현장리포트 3,000여 건이 발굴되어 연구와
정책에 활용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도 100여 건이 게재되어 현장의 농업정책여론을 리드하는
선도그룹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 요청으로 규제개혁과 서민 불편사항 발굴에 매년 50여 건의 현장리포터의 제안
이 활용되었으며, 수시과제와 농정포커스 발간 및 논단 등 연구활동에도 매년 100여 리포트가 직·간접
적으로 활용되었다. 대표 사례로는 ‘농촌 슬레이트’, ‘농촌인력 문제’, ‘농촌 교통문제’, ‘다문화가족’, ‘6차
산업화’, ‘농업인 삶의 질’ 등의 정책에 활용된 점을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KREI리포터 사업이 시작된 이듬해인 2010년에 운영예산 출연금이 확보되었고,
2014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기관고유사업으로 인정되어 매년 안정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할수 있게 되었다.
또 연구원이 매년 수감받는 총리실 주관 기관장 평가 및 기관평가에서 KREI리포터 사업이 출연연구기
관 우수사례로 4차례나 선정(2009년, 2010년, 2012년, 2014년)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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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해외리포터 제도
연구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주제, 이슈와 관련하여 시의적절한 해외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
여 활용함으로써 연구나 관련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4년 말부터 해외리포터 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
특히, FTA 등 농업분야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협
상국 현지 움직임 및 국내 대책에 대한 협상대상
국 반응을 적시에 파악하여 연구에 활용함으로써
정책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고, 여기에 해외에서 공
부하고 있는 젊은 유학생을 미리 확보하여 우수
인재 채용에 활용할 목적도 감안하였다.
해외리포터는 원내추천을 받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고,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해 모집하였
KREI리포터 정책모니터링단 참여

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신청자 중 중복지역(미
국) 조정 후 10개국 13명이 선정되었으며, 위촉기

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2년 후 활동실적 등을 반영하여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운영 시스템은 연구원 홈페이지 연구네트워크에 ‘해외리포터’ 코너를 신설하여 리포트를 접수하고 공
유하고 있으며,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을 활용한 활동실적과 마일리지 관리 등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해외리포터 운영을 통해 ‘농업의 성장산업화’, ‘해외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사례’ 등 리포트의 72건을 접
수해 연구에 활용하였고,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CIAP)에서는 해외리포터를 뉴스레터에 소개하여 정보
를 공유하고 있다.
2015년에는 리포터 중 1명이 연구원의 초청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우수인재 확보라는 운영 목적에 기여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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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고 싶은 이야기
연구원 가족 이야기
40주년을 맞는 전 직원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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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1. 남기고 싶은 이야기

나의 연구생활 예찬
김영진(3, 4대 원장)

연구원 30년사에 남기고 싶은 말을 쓴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0년이 더 흘러 40년사를 편찬한다
니 광음여시(光陰如矢)란 옛말이 더욱 새로워진다. 미수(米壽)의 저문 연령이라 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것
일까?
남기고 싶은 말은 내가 농업 고전을 탐색할 때 도와주신 분들과 고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
을 베풀어주었던 연구원에 감사하며 지난날의 연구 생활을 예찬하고 싶다. 농촌진흥청에 봉직하던 34세
(1964) 때의 일이다. 조선총독부의 월간지 『조선(朝鮮)』을 열람하다가 일본인 가다야마(肩山隆三)가 쓴
『금양잡록(衿陽雜錄)』에 관한 서평을 읽었다. 그 내용이 현대 과학으로도 손색이 없는 15세기의 조선
농학이지만, 불행하게도 조선에는 이를 이을만한 후계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나는 즉시 규장각에 들러 이 책을 열람했다. 저자는 『양화소록(養花小錄)』을 쓴 강희안(姜希顔)의 아
우 강희맹(姜希孟)이었다. 그가 양부의 상을 당하여 금양(시흥과 금천 일원)에 은거하며 농사를 지은 영
농경험을 정리하여 1472년에 출판한 농업 고전이 바로 『금양잡록』이다.
재학시절 스승으로부터 단 한마디도 농업 고전에 대하여 들은 적이 없던 나는 옛 농서를 처음으로 읽
은 후 마음의 충격이 컸다. 나의 스승님들도 모두 일제하에 교육을 받아 일제의 한국 문화 말살정책에
밀려 제 나라의 농학사를 전혀 배울 기회가 없었다. 더욱이 광복 후에는 한글 전용으로 인해 난해한 한
자(漢字) 전용의 옛 농서는 읽을 사람이 없어 골동품이 되거나 사라져 가는 판이었다.
나는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우리의 농업 고전을 수집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의 문화유산이 더
소실되기 전에 진본이건 사본이건 우선 고전의 내용을 확보하고자 했는데, 그것은 농학도의 학문적 의
무라는 주제넘은 생각도 일조를 하였다.
그러나 구서(求書)의 과정은 미로(迷路)를 헤매는 인생살이와 너무나 닮은꼴이었다. 복사기가 없던
1970년대 이전에는 일일이 필사(筆寫)하여 모았다. 진본은 값이 천문학적이라 대부분 손에 넣을 수 없었
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사기 이용은 능률적이지만, 구서 초심자에게 때때로 안 하니만 못한 함정에 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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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일쑤였다. 예컨대 『마사본기(馬史本紀)』라는 고전을 만났다. 말에 관한 역사적 본기로 알고 몽땅 한
질을 복사해서 읽어보니 그것은 엉뚱하게도 사마천의 『사기본기(史記本紀)』였다. 『농수수문록(農叟隨聞
錄)』은 농사짓는 늙은이가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한 농서가 아니라 신임사화(辛壬士禍)때 저자인 이문정
(李聞政)이 들은 바를 기록한 그의 문집이었다. 농수는 그의 아호였다. 『농포집(農圃集)』도 그렇다. 농
포는 농사짓는 포전의 뜻이 아니라 이괄의 난 때 억울하게 죽은 정문부(鄭文孚)의 아호이며, 『농포집』
은 그의 문집이었다. 이와 같은 예는 거래조건이 까다로울수록 빈번히 반복되었다.
이명동서(異名同書)도 구서인에겐 함정이다. 『박해통고(博海通攷)』는 산림경제(山林經濟) 치선편(治膳
編)을 그대로 옮겨 쓰고 제목만 바꾼 신품서였고, 『조선우마의방(朝鮮牛馬醫方)』은 1399년에 편찬된 『신
편집성마의방(新編集成馬醫方)』을 임진왜란 때 일본인들이 가져가 가타카나로 토만 달고 편제를 바꾼
이명동서다.
등하불명도 미로의 하나이다. 1542년 전염병으로 가축이 전멸하자 조선 정부는 서둘러 『우마양저염역
병치료방(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이란 수의서를 편찬·배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유학(儒學) 경전은 보존
이 잘 되었어도 기술을 천시한 조선시대의 농서는 보존이 잘 안 되는 게 보통이다. 이 책의 유일본이 일본
황실 도서관에 보존된 것을 알고 우여곡절 끝에 그 사본을 입수하여 고서연구회에 가서 자랑도 하였다.
그 후 이희승의 일사문고(一簑文庫)를 섭렵하다 이 책의 진본을 발견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책을 일본
에 가서 사본을 구해온 어리석음에 월급봉투를 털린 것 같은 허탈감도 겪었다. 그러다가 손이 부들부
들 떨리는 충격도 맛보았다. 실록을 보면 1월의 추운 계절에 영산홍 화분을 대왕대비전에 바친 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겨울철에 꽃이 피게 하였나 하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전반부
가 훼손된 1450년경의 『산가요록(山家要錄)』이란 폐지 수준의 고서를 만나 그 내용을 읽어보니 동절양
채(冬節養菜)란 소제목에 15세기 온실의 설계도가 풀이되어 있지 않은가! 왕실에선 겨울철에도 온실에서
신선 채소를 기르면서 꽃도 피게 하였던 것이다. 여기까지의 구서역정은 지난날 어느 글에 썼던 것을 다
시 농축·인용한 자기표절이다.
1980년 정권이 바뀌자 인사 회오리바람이 불면서 나는 본의 아니게 농림부의 행정직에서 해임되었다.
이런 이유로 고서 정리의 기회가 10년 앞당겨졌다. 정종택 농림수산부 장관과 김보현 원장의 호의로 연
구원의 임시직인 초청연구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 김동희 부원장실에 들렀는데 마침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혼잣말처럼 ‘우리 농업 고전이 어느
시대 어느 분야에 얼마나 있는지 정리해달라고 연세대 김용섭 교수에게 타진하였더니 용역료 3천만 원
이나 달란다’며 너무 비싸다고 하는 것이었다. 당시 전체 예산이 11억 원밖에 안 되는 연구원 예산으로
는 불가능한 용역료였다.
나는 그때 그 과제를 내가 하겠다고 부원장에게 청하였다. 부원장은 의아한 눈으로 말없이 나를 바라
보았다. 그 뜻은 고서를 모르는 내가 그 과제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중학교 입학 전 내가 사서삼경(四書三經)의 유학 경전 중 이서인 중용(中庸)과 대학(大學)을 스님 불경
외우듯 암송할 수 있었음을 부원장이 어찌 알 것이며, 지난 17년간 농서를 구해 당시 우리나라에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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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은 내가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음을 어찌 알았겠는가!
그 과제 착수 2년 차엔 1982년 농업기술과 기술 관련 문헌 141편, 농정 관련 문헌 192편, 합계 333개
문헌의 해제집을 『농림수산고문헌비요(農林水產古文獻備要)』란 이름으로 연구원 연구총설을 발간하였
다. 제목은 김용섭 교수와 협의하여 정한 것이며, 농서를 구하기 시작한 지 19년 만의 성과였다. 고려대
강면희 교수의 서평이 경제지에 게재되자 4쇄를 인쇄할 정도로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나는 이때 학계의
인정을 받은 것 같아 고시에 붙었을 때보다 더 기뻤다. 그때 비로소 행정직에서 해직될 때 가슴에 맺혔던
한이 풀렸다. 한발 더 나아가 당시 백담사에서 유폐나 다름없이 은거 중인 전 대통령에게 해직시켜 감사
하다는 생각까지 하였으니 인간만사 새옹지마(塞翁之馬)란 이런 경우에 쓰는 고사성어였던가! 한을 심
어준 것이 한 바퀴 돌고 돌아 감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보아야 안다.
연구원 재직 10년 중 6년간은 연구원 운영을 담당하였지만, 틈틈이 15세기 농소 4종을 국역하여 한 권
의 총서로 출판하였다. 60세가 되어 정년을 앞뒀을 때 뜻밖에 부름을 받아 농업진흥공사로 자리를 옮겼
고 그 곳에서 새만금사업을 기공하자 임기가 만료되어 축산국장 재직 시의 인연으로 유(乳)가공협회의
업무를 보게 되었다. 한직인 이곳에서 서울대의 요청으로 『조선시대 농업과학기술사』를 탈고하여 은사
이은웅 교수와 공저로 출판사에 넘겼다.
협회 임기만료로 다시 충남대 초빙교수로 2년 차 농업사 강의를 하다가 69세의 저문 연령에 정부의 부
름을 받아 9개 인문 관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에서 예산, 인
사, 연구평가 등을 맡아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로부터 축하한다는 전화를 받고 무슨 축하를 하냐고 반문하였더니 내가 썼던 『조
선시대 농업과학기술사』가 2000년도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 학술도서가 되어 신문에 보도되었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나는 그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다. 그 후 소식이 없어 알아보았더니 시상금은 서울대
출판부가 진작 받아갔다는 것이었다. 원고료를 받고 쓴 나는 판권이 없어 시상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명예만이라도 남은 것이 감사하였다.
2001년에는 중국농업사학회 연토회(세미나)에 초청되어 “17세기 한국의 수도재배 기술체계”를 발표하
였다. 학회가 끝나자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3국이 연차적으로 순환·개최하는 아시아농업사학회를 발
족시키자는 것이었다. 이에 동의하고 돌아와 2001년 말 서둘러 한국농업사학회를 발족시키고 그 사이
아시아농업사학회를 우리나라에서 4회 개최하였다.
나는 한글세대들이 농업 고전을 읽을 수 있도록 1970년대부터 기술관청인 농촌진흥청이 이를 국역하
도록 역대 청장에게 권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2001년 장관이 된 서규용(徐圭龍) 청장이 이
를 시작하여 2016년까지 지난 16년간 개인 국역을 포함하여 모두 33종이 국역 출판되었다. 이로써 중요
한 농서는 대부분 국역이 된 셈이다. 나는 이 국역본들을 농업의 이치에 맞도록 심혈을 기울여 감수한
것을 내 일생의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고전번역원은 그 전신인 민족문화추진회 때부터 막대한 국고금으로 현재까지 236종 2,242책의 고
전을 국역하였지만, 모두가 인문 고전일 뿐 아니라 농업 고전은 농업기술을 잘 아는 기술관청이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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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게 순리다. 이로써 농업사·농업과학기술사·농학사를 연구하는 후진들이 난해한 한문체 농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부담은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으로 임기 말 한국사박물관을 서둘러 개관하였다. 그것은 한국사박물관이 아니
라 도시공업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농업 분야가 배제되어 있었다. 24개의 승용차 모형은 전시하면서
경운기 모형은 한 대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분노한 나는 이동필 장관에게 전주로 떠난 농촌진흥청
부지에 농업사박물관을 개관하도록 간청하여 1,070억 원을 들여 2020년 개관을 앞두고 시설 중이다.
남은 과제는 모교인 농생대의 교양과목으로 농업과학기술사 또는 농업사를 편입시키는 것이다. 우리
농업의 과거를 알아야 우리 농학의 정체성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소련의 리센코(Lysenko)가 맥류의
춘화처리(春化處理, vernalization)를 밝히기 300년 전에 고상안(高尙顔)이 이미 가을보리를 얻보리로
싹틔워 봄보리화하였고, 독일 부심켈트가 근류근(根瘤根)의 공중질소고정작용을 밝히기 500년 전에 세
종대의 『농사직설(農事直說)』은 두과작물의 지력 증진 효과를 알아 화본과+두과의 1년2작식 작부방식
을 실용화하였다. 해서직방의 세계적인 2년3작식 작부방식은 영국 노호꾸 윤재방식보다 월등히 우수한
작부방식임도 농학도가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우리 농학의 빛나는 성과는 일제의 한국문화 말살정책에 가리어 일제하 우리나라의 농업사
를 모른 채 교육을 받은 농학자들이 광복 후 농업교육을 담당하다 보니 무지(無知)의 악순환이 현재까
지 계속되고 있다. 이 무지한 교육의 고리를 끊는 것은 농생대 교과과정에 농업사 또는 농업과학기술사
를 교양과목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내가 미수(米壽)까지 살아온 학문적 역정을 징검다리 건너뛰듯 대강 밝혔다. 작년까지도 책
을 꾸리다 보니 한가한 시간이 없었다. 그래도 작업 중에 연구원 생활이 가장 좋은 직업인 것 같다. 정년
이 없이 늙어서도 일할 수 있고 농업사 연구는 정신노동이라 치매도 두렵지 않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
을 때 살맛 나는 환희가 있고 연구 성과는 나랏 돈으로 연구했지만 자기 업적이 된다. 5년마다 바뀌는
정권에 신상 문제로 눈치 볼 일도 없고 늙도록 일하니 뒤따라 부수입이 있어 노후대책도 두렵지 않다.
이 세상에 연구원 생활보다 더 좋은 직업이 또 어디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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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변화에 눈을 뜨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길
허신행(5대 원장)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농경시대의 관행적 농사와 상식에 의한 농정을 펴던 황무지와 같은 시기에 한
국농촌경제연구원을 홍릉에 세울 때, 많은 기대와 우려가 함께 공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 우수 인
재의 집단이었던 경제기획원과 KDI 등에서는 농림부를 ‘똥통부’라고 거침없이 폄하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수모와 하대 속에서 출발했던 우리 연구원이 피나는 노력으로 산업시대의 어엿한 농정의 틀을 짤
수 있었던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농업이 네덜란드나 이스라엘 등과 같이 현대화된 선진농업으로 발전하지 못한 데에
는 연구원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 개방의 유예기간
을 가히 20년이나 거쳤지만, 이거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은 그 탓을 누구에게 돌려야 할지 우리는 가
슴에 손을 올려놓고 겸허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연구자는 각 분야의 소수 리더 그룹에 속합니다. 그냥 월
급쟁이가 아닙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세상의 변화를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가장 많이 아는
지성의 선각자들입니다. 한국 농업의 발전에 관한 한 우리 연구원의 박사들이야말로 이 분야 지성의 선각자
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자들은 많은 책임 의식을 느끼고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던가? 대부분의 박사급 연구자들이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에서 유학을 해
온 인재들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은 대부분 농가별 농업의 규모가
크고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농업 생태계의 시스템 자체가 잘 정비된 모범국가들입니다. 따라
서 이런 선진체제하의 농업경제연구는 자연히 미시적 계량경제학에 치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과학적
실증적 연구라는 이름으로 대다수 연구자들은 그렇게 길들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농업은 농가
호당 평균 1.2정보라는 아주 영세한 규모에 그나마 농가당 평균 필지 수가 7개를 넘나드는 전근대적 체
제에 머물러 있는 미개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농업경제연구 자체는 거시적·구조적·시스템적 접근을 했
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나 네덜란드와 같이 농업기반 그 자체의 틀을 만들고 정비하는 대개혁
의 역사가 이뤄졌어야 했습니다. 이런 구조적 현대화 작업 없이 농경시대로부터 내려온 전통적 농업생산
기반 위에서 아무리 미시적 계량분석을 잘 한들 생산성 향상이나 현대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난 40년간 해오던 미시적 접근방법을 잠시 접어두고 연구자 모두가 해외
로 나가 선후진국들의 농업구조를 잘 보고 살피면서 배워야 합니다. 네덜란드는 바다 밑 습기 찬 곳에
서 농업을 어떻게 개발해냈는가, 이스라엘은 사막에서 농업을 어떻게 일으켜 세웠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 했습니다. 보고 또 봐야 합니다. 생각에 또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느낌이 오고 깨달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크나큰 세상변동에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세계는 지금 성난 파도처럼 거칠게 요동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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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상화된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석양노을처럼 서서히 기울어가고, 낯설고 새로운 문명사회가 놀라운 모
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50년 전 산업혁명에 의해서 탄생한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영국에서 백 년 동안
의 생·로·병·사를 보낸 다음,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을 거치면서 또 다른 백 년 동안의 생·로·병·사를 보냈
습니다. 1970년 자본주의 산업사회는 대한민국으로 건너와 생(生)과 로(老) 다음의 병(病) 단계로 이동하고
있으며, 1980년대 중국과 인도·브라질·러시아 등 BRICs로 건너가 생(生) 단계를 지나 늙은 노(老) 단계로 이
동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산업사회는 파도 물결처럼 잠시도 멈추지 않고 다시 동남아시아와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과 후진국으로 뻗어 나가면서 수레바퀴처럼 지구촌을 한 바퀴 잡아 돌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문명사회의 촉수들이 이른 봄 새싹처
럼 여기저기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15년 정도 지났습니다. 근래 4차 산업혁명이라 앵무새처럼 떠들어대
는 것들은 모두 오진이자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ICT, NT, BT 등의 첨단기술과 창의력에 의해 70억 전
인류의 눈·귀·코·혀·몸 등 오감을 모두 연결하여, 하나의 세상, 하나의 사회, 하나의 국가가로 유기체처럼
통합되는 한몸혁명에 의해서 기창주의 한몸사회가 놀라운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산업사회가 가
고 한몸사회가 오면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예술·종교 등 모든 분야가 통째로 180도 바뀌게 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정치는 간접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로, 경제는 제조업 대량생산체제
에서 3D프린터에 의한 1인 제조업시대로, 기업경영은 수직경영에서 수평경영으로, 노사관계는 단체협약
에서 개별협약으로, 에너지는 석탄·석유·원전에서 청정 신재생에너지로, 교육은 획일적 주입식 교육에서
학생 각자의 적성에 따른 창의적 맞춤교육으로, 청년실업문제 해결은 국내시장에서 해외시장으로, 지구
촌은 15시간으로부터 1시간 1일 생활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농업·농촌에도 천지개벽과도 같은 대
변혁이 예견됩니다. 다가올 대 변동을 우리 연구자들은 찾아내야 합니다.
기창주의 한몸사회 시대에서 농업은 크게 보면 스마트 농업, 무인 농업, 인공지능(AI) 농업으로 탈바꿈하
게 될 것입니다. 연간 30모작 생산을 하는 수직 공장식 자동시스템과 무인 로봇 농업은 이미 실현되고 있
습니다. 심지어 음식물 자체를 찍어내는 Foodini까지 개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농정방향은 우리 연구원이 아닌 구글이나 아마존닷컴에서 세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농
업경제연구와 문명사회를 연구한 선배로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니 오해 없이 눈여겨 봐주기 바랍니다.
첫째, 지금까지 매달려오던 미시적 계량경제학 접근방법의 손을 잠시 내려놓고 세계로, 첨단기술회사로
여행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연구원도 이런 견학에는 돈을 아끼지 말고 아낌없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용은 오히려 값진 투자가 될 것입니다.
둘째, 해외 견학에서 값진 경험을 얻고 돌아온 연구원들은 함께 둘러앉아 열린 토론을 계속해주기 바
랍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으로부터 살아남아 승승장구하는 기업들은 모두가 열린 토론에서 창출한 새로
운 아이디어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도출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를 거듭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팀별로 만나고 또 만나
실패를 거듭하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기분으로 즐겁게 연구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
으리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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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통합연구에 정진하길
정영일(6대 원장)

‘제2의 개원’을 위한 오랜 진통을 거쳐 열린 나주 시대의 초입에서 개원 40주년을 맞이한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의 앞날에 무한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40년이란 숫자는 사람의 나이로 보면 불혹(不惑)의 해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자신의 학문수양 발
전과정을 회고하면서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志學), 30세에 학문의 기초를 확립했으며(而立), 40세
가 되어서는 세상일에 정신을 빼앗겨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유독 행복도시 세종이 아닌 혁신도시 나주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이립
과 불혹의 자각을 한층 북돋우어 새로운 시대적 소명인 지방분권과 협치 사회를 열어가는 데 선도적 역
할을 담당하라는 뜻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기존질서가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격변
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창의적인 혁신 노력이
없이는 현상유지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구 대상인 농업·농촌·먹거리 영역 또한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져있지만 관련 주체들의
대응 노력은 구태의연하며 갈팡질팡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이대로라면 상황개선의 전망이 그리 밝
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농업은 1990년대 이래 전면개방시대를 맞으면서 방대한 재원과 거듭된 대책에도 불구하고 제로
성장과 왜곡된 생산구조를 양산할 뿐 지속가능한 발전과는 거리가 먼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영농주체
의 초고령화와 후계인력의 단절, 농업기반의 위축이 급진전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시대를 맞아 오지 농촌을 중심으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가운데 인구 및 농업을 포함한 산업
의 지역간 재배치문제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의 터전이며 전
국민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요구에 대응해야 할 농촌지역구조의 재편성 또한 우리 연구원의 중요 연구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 먹거리 영역에서도 근년 세계 농업시장에 중국이 큰손으로 등장하고 남미지역이 새로운 공급자
가 지녀야 할 잠재력을 드러내는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수 곡물 메이저들이 지배하는 글로벌 푸드
시스템 아래 깊숙이 편입되어 있는 우리의 먹거리 수급 불안을 완화할 내실 있는 대안 모색이 요구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대상에서 거대한 변화의 흐름은 농정연구의 싱크탱크를 자임하는 우리 연구원의 인식
과 대응노력에 대해 코페르니쿠스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는 사회구성원리의 변화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세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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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주도 하향식 산업화단계를 넘어 시장원리의 작동을 존중하고 개개인의 자율과 선택에서 출발
해 자치분권에 입각한 선진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시대적 과제는 농정영역
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구활동은 이러한 시대정신 또는 사회적 합의 위에서 이루어 나
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연구주제 선택에 있어 단기 용역과제 이외에 중장기 기초연구의 비중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 간의 역할분담 관계를 모호하게 만든 현행 용역입찰방식의 한
계가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앞서 본 연구대상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된
기본적 과제 심층연구에도 보다 많은 연구원의 역량을 배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국내외 전문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협동연구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연구 시각의 관점에서는 농업·농촌·먹거리문제를 별개로 취급하는 분절적 접근이 아니라 농업
인·농촌주민·도시소비자·납세자를 포함한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폭넓은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포괄적 통합적 관점은 예컨대 농산물유통문제의 경우도 소
재 생산에서 최종 소비에 이르는 다양한 부문으로 구성되는 푸드시스템 접근에 따를 때 편협한 시각을
벗어날 수 있으며 농업노동력 문제에서도 지속 가능하지 못한 외국인노동력 고용제도나 실태분석을 넘
어 가족농과 공동영농조직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에서 보편적인 영농주체 확보방안에 관한 본질적 논
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변화하는 국제농업 여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연구가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
금까지의 연구방향은 WTO, FTA 등 국제농업협상 대응이 중심을 이루어왔으나 전면개방시대를 맞는
우리 농업에 있어 세계 주요국 농업에 대한 지역연구와 세계 농산물수급 연구 및 민간기업의 해외농업진
출 연구 등 폭넓은 국제농업 연구가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의 세계농산물공급에서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브라질 등 남미지역이나 우리와 경제파트너 관계가 심화되는 인도 및 아세안지역
등에 대한 심층연구를 위한 전문가 확보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성장과 효율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왔던 구조 농정의 틀을 깨고 경제 합리성, 사
회적 형평성, 국민 먹거리의 안전성, 환경 생태적 건전성 등 다양한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다원적·지
속가능 농정으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우리 현실에 맞게 대응해가는 중장기 과제에 연구원의 모
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기대하면서 연구원 가족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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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강정일(8대 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967년에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연구소로 출범하여 1970년에 농림부 산하 국립
농업경제연구소 시절을 거쳐 1978년에 정부출연 재단법인으로 개원하게 되었다. 개원 이후에 정부 방침
으로 두 차례의 통폐합이라는 위기가 있었으나,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사랑하고 연구원을 아끼는 많은 분
들의 수고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 연구원 가족들 모두는 그 분들의 노고와
헌신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애정에 힘입어 연구원은 지난 40년 동안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훌
륭히 수행하여 왔다고 자부한다. 농업·농촌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많은 연구 실적과 인재 양성으
로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아울러 연구 인력, 예산 규모, 연구 업적 등에
있어서도 세계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지난 2015년에 연구원이 37년간 정들었던 서울 회기동 시대를 마감하고 나주시로 이전하게 되면서 연
구인력 확보와 정보 수집, 관련 기관과의 소통과 협조 등에 대하여 우려와 걱정의 소리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원의 나주 시대는 엄연한 현실이며,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
서 40년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연구원의 명성을 드높여 나가는 것이 연구원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의 책임과 사명일 것이다.
연구원이 농업·농촌 분야의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도 명
망과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 조직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한국 농업과 농촌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
과 꿈을 심어주고 젊은 영농후계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농업·농촌의 청사진을 제시
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민이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로, 농업·농촌에 대한 실태조사와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현장 중심의 연구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연구원의 중추가 되는 연구 인력의 대부분이 도시 출신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현장감이 부족한 것
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연구원의 나주 시대는 특히 젊은 연구자들이 농업·
농촌의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로, 농민, 농민단체, 정부. 관련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들과 농업계 전반의 현안에 대해 원활하게
소통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업·농촌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농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은 대단히
중요하다. 농업계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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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 간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는 전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넷째로, 농업과 농촌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농업·농촌 문제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문제가 있다고 멀리 할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대하려는 애정이 필요하다. 연구자들은 농
업·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 의식과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며, 창조적 열정과 도전 의식을 가지고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개방화의 진전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농업·농촌의 여건도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연구 영역의 확대는 연구원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다. 연구 영역
의 확대가 시급한 분야로 해외농업 연구와 미래농업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농업개발 연구에 참여해야 한다.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많은 부분
이 농업·농촌 관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의 참여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연구원에 주어진 기회마
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건 아닌지 염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해외농업개발 연구를 발전시
키고 연구 실적이 점점 쌓이게 되면 연구자들이 퇴직 후에도 이 분야를 위하여 기여할 일이 많을 것이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농업·농촌이 순조롭게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특히 미래농업이 기술집약 산업으로 변모할 것에 대비하여 첨단기술, 인공지능(AI), 로봇을
활용한 정밀농업 등에 관한 연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2차 산업혁명
시대나 3차 산업혁명 시대와 달리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발 빠르게 농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연구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개원 40주년을 맞는 연구원이 농업정책분야 유일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훌륭
히 수행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연구원 가족들이 행복하고 신명나게 일하는 글로벌 농정연구기관으
로 위상을 확고히 다져 나가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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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과 함께 한 나의 농정 공부 40년
이동필(12대 원장)

먼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원 40주년을 축하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연구원을 세워 가꾸고, 국가의
농정을 이끌어온 수많은 선후배 동료들의 노고를 치하 드린다. 나에게 있어서 연구원은 평소 관심이 있
던 농정 분야에 대해 공부할 기회를 제공해주었을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 국가발전에 봉사할 수 있
는 보람 있는 직장으로, 그 후 농림행정의 무거운 책임을 맡았을 때는 싱크탱크이자 든든한 후원자로서
많은 도움을 받은 곳이다. 퇴임 후 자신을 돌아보면 연구원의 40년은 나의 삶 그 자체였고, 작은 성과
라도 있다면 대부분 연구원과 선후배들의 이해와 협조 덕분이란 생각이다.
내가 연구원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80년 봄, 당시 대학원생이었는데 반성환 선생님께서 같이 일해보
자고 하셔서 ‘답리작 이용률 제고 방안’과 ‘주요 유지작물 수급에 관한 연구’를 도와드린 것이 계기가 되
었다. 선생님께서는 내가 써 놓은 초고를 새빨갛게 고쳐주시곤 하셨는데, 그 후 『대두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경제성분석』이란 제목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 지도교수로 학문의 길을 인도해주셨다. 이듬해
최양부 박사님이 지휘하는 ‘농촌개발부’에 정식 직원으로 출근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지역경제와 농외
소득정책을 주로 연구하게 되었는데, 최 박사님을 도와 농촌경제 실태를 파악하고 농어촌부업단지사업
정비며 농공단지정책을 도입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학위공부를 해야 할 때 였는데 그 무렵 아버지가 병
석에 계셔서 엄두를 내지 못하다 최 박사님의 추천으로 미국 미주리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마
침내 독자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992년 초에 귀국해서는 농촌경제의 실태와 문제에 대한 연구와 함께 민속주와 전통식품, 인삼과 한
약재, 농촌관광, 향토음식과 지리적표시제도 등 그동안 총론적으로 해오던 농외소득원 정책을 한층 더
파고드는 연구를 하게 되었다. 특히 민속주에 대한 연구는 ‘그게 농업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이냐’는 거부
감도 있었으나 기회 될 때마다 조금씩 축적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류제도 정비와 산업 활성화의 기
초를 닦고, 2012년에는 『한국의 전통민속주산업』이란 연구총서로 내놓을 수 있었다. 인삼 분야의 연구
도 1990년대 중반 홍삼 전매제 폐지와 인삼 산업 민영화의 기초를 제공하고, 농정차원의 인삼 산업정책
을 수립한 덕분에 2000년에는 농협중앙회 사외이사라는 뜻밖의 책임을 맡기도 했다. 이 밖에도 1994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업정보화에 관한 연구를 수탁,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촌정보화정책을 입안
하고, 그 후 농산물 전자상거래와 도농 간의 정보격차에 관한 일련의 연구를 하면서 우리 농업과 농촌
의 정보화에 징검다리를 놓은 것도 잊지 못할 기억이다.
1998년부터는 2년가량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낯선
분위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공무원들과 함께 농정 분야의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책이 어떻게 수
립·집행되는지 직접 보고 경험할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특히 술과 한약재 등 농가 단위의 소규모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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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지나친 규제를 정비하고, 타조와 오소리, 곤충사육 등을 농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새로운 산업발전의 기초를 놓은 것이 기억에 남는다. 개인적으로는 규제개혁에 기여한 공로로 1999년에
는 국민포장, 2011년에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것도 연구자로서 보람이었다.
2000년 연구원에 복귀해서는 전산실장이란 보직을 맡게 되었는데, 지식정보센터로 이름을 바꾸어 그
때까지 전산장비의 유지관리를 주로 하던 기능에서 정보화 관련 연구를 추가하고 부설 벤처농기업창업
보육센터를 운영했던 기억도 새롭다. 당시 강정일 원장님께서 흔쾌히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덕분이다. 2002년부터 기획조정실장을 맡아 이정환 원장님을 모시고 연구원의 정보화와 연구결과물의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한·중·일 세 나라의 농정연구기관 간에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을
설치하는 등 연구원 운영에 대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2006년부터 5~6년간 기획재정부의 농림
분야 중기재정작업반과 농식품부의 규제심사위원회의 책임을 맡게 되었는데 예산과 제도의 두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농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름대로 축적한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진 것
도 정책연구자로서 큰 행운이었다.
2010년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보직을 그만둘 무렵 머지않아 퇴직 후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서울가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고 물으면 마땅히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농촌희망찾기 현장포럼’이다. 이 포럼은 전문가들과 농촌의 지역개발 현장을 찾아가 그동안 보고 듣고
배운 것을 토대로 컨설팅을 해주면 어떨까 하던 평소 생각을 실천한 것이다. 나중에는 농협중앙회와 농
민신문사가 후원해주어서 재미있게 운영하고 결과물을 묶어 『살맛나는 농촌 현장에서 만나다』라는 책
으로 발간하였다.
그러던 중 2011년 가을, 원장이란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었다. 연구원은 개원 초부터 개방화란 여건변화
에 대응한 새로운 농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농업구조 개선과 직접지불제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촌지
역개발과 농외소득대책 그리고 농업농촌종합대책 수립 등 농정방향에 대해 수많은 연구를 하고 정책을 선
도해왔다. 하지만 거듭되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좀체 나아지지 않고 현장성이 결여된 연구를 반복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예상하지 못했던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불안한 직원들
의 마음을 추스르고 우수 인력의 유출을 최소화하면서 지방 이전을 준비해야 하는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과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연구원 잔디밭을 갈아 보리를 심
고, 함께 가꾸는 가운데 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했던 것이 기억에 새롭다. 이 밖에도 연구수요를 광범위
하게 조사하고, 보고서의 인용 빈도와 판매 부수를 통해 포상함으로써 연구에 시장수요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홍릉 사옥을 매각하고 나주에 새 건물을 마련하는 이전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당면 과
제였는데, 흩어진 마음을 추스리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김명환, 김정호, 박성재, 옥치목 등 선후배 동
료들의 이해와 협조가 큰 힘이 되었다. 원장직을 중도에 그만두느라 마무리하지 못한 신청사를 계획대
로 완성하여 무사히 이전하고, 명예연구위원제도를 도입하여 인력 공백을 메우는 한편 새로운 젊은 인력
을 보충하고, FTA이행지원센터와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의 설치,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전문연구기관
지정 등 연구원의 나주 시대를 여느라 수고한 최세균, 김창길 두 분 원장님들의 노고도 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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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퇴임 후에는 옛 선비들의 길을 따라 낙향해서 노모를 모시고 텃밭을 일구며 소일하고 있는데, 농
사라 할 것도 없지만 정책 수요자 측면에서 보니 현장과의 거리를 실감할 수 있다. 연구원도 예외가 아
니다. 관측사업의 예를 들면, 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정작 농가 입장에서는 당장 “무슨 작물을 심고,
어떻게 판매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 되는 정보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 어느 지인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농업전망대회, 지금까지 늘 참석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참석하지 못해도 크게 아쉽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전망을 20번이나 했지만, 우리 농업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
지의 전망은 우리 농업의 혁신을 이야기할 정도로 용기가 있지도 않고, 디테일에 숨어있는 악마를 지적
할 정도로 현장성이 있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고, 정책수요자들
이 느끼는 요구이다. 2012년 원장 재직 시 호텔에서 하는 전망대회를 탈피해서 품목단체 중심의 전망대
회를 주산지별로 개최하려 애쓰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연구에도 끊임없이 혁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
게 된다.
개방화와 고령화 등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여건은 엄청나게 빨리 변화하고 있다. 각종 농작물이 과잉
생산으로 폭락하는가 하면, 어지간한 시골 마을엔 젊은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10년 후 우리 농업과 농
촌을 생각하면 연구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제 40주년,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연구원이 흔들
림 없이 국책연구기관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농정혁신
에 대한 용기와 현장의 질문에 답하는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다. 다시 한 번 개원 40
주년을 축하하면서 얼마 전 읽은 채근담(菜根譚)의 글귀로 연구원과 구성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
원해 본다.
“글을 읽어도 참뜻을 알지 못한다면 지필(紙筆)의 종이 되고,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의관(衣冠)을 한 도적이 되고, 남을 가르치면서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구두선(口頭禪)이
된다.”고 한다. 역할과 보람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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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릉 옛청사를 떠나 나주 새청사로
최세균(13대 원장)
연구원 이전 결정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175개 공공기관과 함께 연구원의 지방이전도 결정되었다. 직원들은 연구원의
이전지로 정부 세종청사가 있고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는 세종시를 희망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전북 전주시라는 소문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발표된 이전지는 나주였다. 나주 혁신도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혁신도시로 에너지, 농업, 방송통신 및 문화예술 분야의
16개 기관이 이전하게 되었다. 이전지 발표 이후 연구원은 세종시로 이전을 요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
개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결국 연구원은 나주로 이전하기 위해 홍릉 청사 매각, 나주 청사 부지
매입, 시공사 선정 및 청사 건립 등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연구원 이전은 크게 청사 건
립과 직원 및 직원 가족의 이사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용지 매입
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용지 매입, 청사설계와 시공사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전 비용은 홍릉
청사와 용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여야 했다. 연구원은 최대한 높은 가격에 용지를 매각하여야 하는데
몇 차례 매각공고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희망하는 곳이 없어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은 물론 이전 시기를
맞추는 일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매입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자 연구원은 서울시에 매입 의사를 타진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농민신문사도
매입 의사를 밝혀오게 되었는데 연구원 입장에서는 연구원의 역사성과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서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보다 농민신문사로의 매각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
였다. 그러나 서울시가 매입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연구원은 매우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우여
곡절 끝에 서울시로 매각이 결정되면서 농민신문사와는 상당기간 껄끄러운 관계가 지속되었다. 연구원
의 이전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문제를 나타낸 최초의 사건이었다. 청사 부지는 혁신도시 입구에 자리하
여 위치는 좋으나 도로보다 낮은 탓에 청사 건립 이후 조망이나 청사의 위상 등의 측면에서 평가해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부지의 넓이는 홍릉보다 50% 이상 큰 33,000㎡(약 1만 평) 규모로 홍릉 청사보다 두
배나 넓은 건물을 신축하고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차장, 체육시설, 산책로, 조경
사업(수목, 초화류, 잔디광장) 등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었다.
시공사 선정 및 시공
청사 건립은 연구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겪는 일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전과 관련하여 경험이 없고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연구원은 설계부터 감리까지 모든 업무를 총괄적
으로 추진할 건설사업관리(CM) 회사를 선정하여 대부분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CM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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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로 시간이 지연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CM사가
선정된 이후에는 시공사 선정이라는 매우 중요한 결정 사항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공사 선정 이전에 연
구원은 홍릉의 문화와 추억을 신청사에 투영할 방안으로 청사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공사 선정 작업은 조달청에 의뢰하였다. 시공사 선정은 청사 건립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예상했던 시공사가 선정되지는 못하였으나 전화위복의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기공식이 열린 2013년 11월 28일은 나주에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렸고 날씨 또한 무척 추웠다. 궂은 날씨 때문에 국무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 등 서
울과 세종시에서 참석한 인사들은 물론이고 광주 등 지역에서 참석한 인사들까지 많은 불편을 겪었다.
전국 여러 지역에서 참석한 연구원 리포터들은 더 많은 불편과 수고를 감수해야 했다. 결국 이러한 일들
로 인해 개청식은 외부 인사 중심의 행사로 흘러가지 않고 직원들과 가족 중심으로 하자는 결심을 굳히
게 되었다. 시공 과정에서 원장은 두 달에 한 번은 나주 현장을 찾아 공정과 품질관리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나주 이전 기관 가운데 가장 자주 현장을 방문한 기록을 남겼다. 공정과 품질관리가 차질
없이 진행된 데에는 현장에 상주한 이전추진단장의 역할이 컸다. 연구원보다 규모가 훨씬 큰 기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였고, 적은 조경예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 잔디
광장 등을 조성하였다. 건물과 조경은 나주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들은 물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시설이 되었다. 연구실과 사무 공간이 홍릉보다 두 배 정도 넓어짐으로써 업무
능률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청식은 기공식 때의 결심대로 외부 초청
인사 없이 직원과 가족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직원 및 직원 가족 이사
직원 이사는 2015년 7월 말까지로 결정되었다. 도서관과 전산실 이사를 시작으로 신청사 층별로 입주
할 부서별 이사 계획이 수립되었다. 37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옮기는 일은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였다.
2015년 7월 24일에는 모든 직원이 모인 가운데 ‘홍릉 시대를 마감하는 전 직원 간담회’가 열렸다. 숙연한 분
위기 속에 눈물을 흘리는 직원들도 있었고, 모두가 이전에 대한 마음을 굳게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이사는
계획대로 7월 말까지 완료되었다. 신청사로의 첫 출근은 8월 3일에 나주시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환영 속
에 이루어졌다. 나주에서의 공식적인 업무는 ‘희망찬 나주 시대를 여는 전 직원 조회’로 시작되었다. 이 행사
는 나주로 이전한 연구원의 당면 과제와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주에 위치하지만 글로벌화를 지향해 나
가야 할 연구원의 각오를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신청사는 물론 혁신도시에 대해 기대와 설렘으로 연구원
분위기는 예상 외로 좋은 상태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렘은 대략 6개월을 넘기지 못한
것 같다. 직원들은 점차 낯선 곳에서의 삶을 실감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던 문제들이 일부 직원들에게는 오히려 심화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직원들이다. 홀로 생활하는 직원들을 위해 보다 쾌적한 주거시설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큰 숙제로 남게 되었다. 나주 청사는 연구원이 농정연구의 허브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인적자원의 역량을 최대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연구원이 당면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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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원 가족 이야기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열어가는 열린 미래
국승용

태어나 서울을 떠나 본 적이 없는 아내가 나주 혁신도시로 이사했으면 좋겠다는 나와 뜻을 같이 해준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일이었다.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다. 생전 가본 적 없는 나주라는 소도시에
서 사는 일도 두려웠을 것이고, 전국의 교사가 진입하기를 염원하는 서울을 떠나 모든 것이 낯선 전남
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내키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 가족이 살던 아차산 자락은 서울에서
드물게 지역 공동체가 잘 형성된 곳이다. 부모가 조합을 형성해서 운영하는 공동유아 어린이집이 2개가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와 고학년 방과후 조합, 마을도서관 ‘놀자’가 있다. 100가구 넘는 집이 걸
어 다닐만한 거리에서 촘촘히 엮여 살았다. 아이들 보육·교육으로 인연을 맺은 부모들은 독서모임, 연극
반, 마을밴드 등의 활발하게 마을 활동을 했다. 주말이면 가족끼리 어울려 놀았고, 아내와 내가 귀가가
늦은 날이면 아이들은 다른 집에 ‘마실’가서 부모를 기다리며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다. 또
한, 누군가의 집이나 교외의 경관 좋은 곳에 모여 음식을 함께 먹고 밤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다.
2014년 2월, 우리 가족은 정든 아차산 자락을 떠나 빛가람 도시로 이사했다. 당시 우리 연구원 부지는
터파기 공사가 한창이었고, 밤에 불이 켜져 있는 건물
은 우정사업정보센터와 우리 가족이 이사한 LH4단지
아파트뿐이었다. 어차피 은퇴 후에 귀농·귀촌을 할 계
획이라면 한 십년 먼저 서울을 떠나 준비하는 것도 좋
을 것 같았다. 아이들도 사교육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
을 벗어나 하늘과 맞닿은 벌판을 보면서 자라는 게 나
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해 3월 첫 딸이 5학년, 둘째
딸이 1학년으로 입학한 빛가람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백 명도 되지 않은 작은 학교였다. 지금은 첫딸이 중
학교 3학년,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으로 훌쩍 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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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대부분 입주했고, 주민등록 상 인구 2만 8천명, 실 거주 인구는 3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스
크린 6개짜리 멀티플렉스가 문을 열었으니 곳곳이 공사판이던 때에 비하면 그야말로 상전벽해가 되었다.
부족함이 적지 않지만 그럭저럭 살만한 곳이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다.
나는 날씨가 궂은 날을 빼고는 매일 아침 빛가람 도시 한가운데 꽃과 풀과 나무와 새가 있는 호수 공
원을 가로질러 연구원에 출근한다. 나도 아내도 집과 직장이 가까워 서울에 비해 출퇴근에 낭비하는 시
간과 노력이 크게 줄었다.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었고 가족 관계도 한층 끈끈해진 것 같다. 아
파트에서 걸어서 채 5분도 걸리지 않는 곳에 나주시에서 분양받은 텃밭도 있다. 토마토, 오이, 풋고추를
심어 수확하고, 중간중간 목화, 키 작은 해바라기, 루드베키아, 분꽃, 사루비아를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아내도 나도 출퇴근 만원철에 시달리는 서울 생활을 다시는 하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이웃끼리 정겹게
지내던 아차산 자락의 생활이 자주 그립다.
나주로 이사하면서 지역에서 꼭 해보리라 마음먹은 몇 가지가 있다. 내가 살고 있는 나주의 농업이 조
금 더 발전하고, 내가 사는 지역이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 이것은 우리 연구
원이 지향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의 발전을 추상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로 구체
화시키는 노력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아차산 자락에서 경험했던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도 기여하고 싶다. 아플 때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사회적협동조합, 먹거리 안심을 보장하는 로컬푸
드협동조합, 미래 인재를 키우는 대안교육협동조합,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협동조합을 인큐베이팅하는
협동조합… 아내는 나의 이런 포부를 알았기에 서울의 편안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열린 미래를 함께
열어보고자 나주행을 결심했으리라 믿는다. 소망이 있다면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않고 나주에서 사귄 벗
들과 어울려 즐겁게 살고 싶다. 아차산 자락에서 그랬던 것처럼… 알 수 없어 불안한 미래라지만, 다른
미래를 꿈꿀 수 있어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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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이장
김광진

가을 아침 공기가 자연스럽게 몸을 움츠러들게 하는 새벽에 눈을 떠 밖을 살핀다. 아침 이슬은 많이
맺혔는지, 오늘 날씨가 궁금해진다. 벌써 퇴직 6년, 시골에 내려와 농사를 시작한 지 4년이 되었다. 농사
는 날씨와 함께 새벽부터 시작된다. 여름에는 더워서 더더욱 그렇다. 어엿한 농부인 것 같지만, 게으른
편이라 오늘 아침에도 감나무 밑에 홍시가 떨어졌는지, 무화과는 익었는지, 계란, 대추는 먹을만 한지
나무 밑을 살피다 들어온다. 고향 무안에 내려와 처음 한 일은 먼저 천장에 비가 새고 집이 낡아 강판
지붕으로 교체하는 것이었다. 또 농사짓는 분들에게 물어 고장이 잘 나지 않는 경운기를 사고 조그마한
하우스를 만들었다. 첫 농사는 양파와 마늘을 친환경으로 지었는데 눈으로 본 분들이 집에서 약으로
달여 먹겠다고 하여 판매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병충해로 인해 수확이 턱없이 적었다. 골칫거리인
잡초를 없애겠다고 자라기 전에 경운기로 갈아엎기도 하였으나 비가 오면 다시 다른 잡초가 자라는 바
람에 제초제를 쓰는 데 부끄러움이 없는 농부가 되고 말았다.
2016년 말에는 동네 이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도전하게 되었고
2017년부터 마을 이장 일을 보고 있다. 이장 일의 대부분은 읍사무소 전달사항을 마을 분들에게 전해
주는 일이고 마을현황을 가끔 조사하여 제출하는 일들이다. 또 최소한 일주일에 2회는 읍사무소와 농
협조합에 가고 마을회관은 매일 들른다. 그런가 하면 나이 든 어르신들이 많아 그분들의 일을 돕는 일
이 많다. 핸드폰이 안 되니 봐 달라, 집에 가구를 옮겨 달라, 재산세를 내주고 비료 농약을 사오는 일,
마을 입구에 토사가 도로에 쏟아졌으니 치워달라, 농수로에 물이 잘 내려오지 않으니 조치해달라 등등.
초승달 모양의 언덕에 자리 잡은 월계마을에 작년에 4가구가 새 집을 짓고 이사를 왔고, 2년 전부터
수돗물을 먹고 있으며, 올 9월부터는 하수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숙원사업이었던 마을회관을 새롭게
단장하고 정자도 보수하게 되어 이장으로서 그나마
체면이 선 것 같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한편 함께 낙향해 농사를 돕는 사랑하는 아내가 조
금만 일해도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걱정이다. 들깨
와 콩을 수확하면 그 자리에 양파를 심고 싶은데 힘
들어 하는 아내를 생각하면 농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지 고민이 깊어간다.

새로 부임한 삼향읍장과 주민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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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40년을 맞는 소회
김병률

연구원이 1978년 개원 이래 밟아온 40년은 농정의 역사와 함께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주
곡 자급자족 달성이 1976년이었고, 이를 분기점으로 주곡 중심 증산 위주 정책에서 품목 간 생산조정과
수급 및 가격 안정 정책으로 크게 바뀌고 개방농정이 대세를 주도하게 되었다. 연구원의 연구도 이러한
농정 여건 변화에 맞춰 연구를 진행해왔다.
연구원 역사 40년 중 32년을 몸담아 오면서 농업사의 대부이신 김성호 연구위원님, 장관이 되신 후 1
년간 UR 협상에 몰입하시다 협상 서명과 동시에 홀로 책임지고 물러나신 허신행 전 원장님, 청와대 농림
해양 수석으로 김영삼 정부 내내 농정을 끌고 가셨던 최양부 전 부원장님 등 내로라하는 많은 선배님과
함께 연구하고 배울 수 있었다. 그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1986년에 임시 연구원으로, 1987년에 정식 연구원으로 입사 후 30년이 갓 넘었지만, 인생의 절반 이상을
연구원에서 생활했으니 정이 들 대로 들었고 회한도 많다. 그와 동시에 수많은 에피소드가 명멸하곤 한다.
특히, 연구원 생활에 많은 가르침을 주고 배웠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선배님들과의 추억이 아련하다.
1986년 4월, 임시 연구원으로 출근하는 첫날 연구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연구 책임자였던 최정섭 전
원장님께 이끌려 정문에서 곧바로 전국 일주 3박 4일 출장을 다녀온 것이 연구원으로서의 첫 임무였다.
그 후 농업정책실 실장이셨던 허신행 전 원장님으로부터 허덕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혹독하게 훈련받고,
매달 농림부 장관께 보고했던 월간농어촌경제동향을 작성하느라 설광언 KDI 전 부원장님, 한두봉 고려
대 교수님, 김창길 현 원장님과 허구한 날 밤을 새웠다.
연구원 초년병 시절인 1980년대 후반에 회기동 선술집에서 1, 2년 차 선배들에게 기합도 받아보고, 본
의 아니게 무서운 선배에게 일격을 당하기도 했던 일들이 이제는 아련한 추억으로 쌓여 있다. 수년 동안
고추, 마늘, 양파 가격안정대정책을 지원하면서 동료였던 김창길 현 원장님과 허덕 선임연구위원, 정안성
전북대 교수님 등과 전국의 주산지에 내려가 농민들을 만나 생산비를 조사하느라 보름씩 출장 다닌 경
험도 연구자로서 소중한 훈련이었다. 당시 고흥 가는 고속버스에서 세 명의 15일 출장비를 분실할 뻔한
아찔한 기억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
농협 신경분리의 기초가 되었던 농업금융활성화방안 연구를 수행하던 1993년 초에 미국에서 박사학위
를 받고 갓 들어온 김용택 박사님과 지방 출장을 다니다 영덕 해안도로에서 대형 사고를 가까스로 비껴
갔지만, 찌그러진 상대 차량 수리비로 출장비를 몽땅 털어주고 허탈하게 돌아왔던 기억도 잊을 수 없다.
연구원들이 중졸이었다면 지금쯤 무얼 하고 있을까 하고 모든 분의 예상 직업을 만들어보며 기발한 상
상에 유머와 천재적 발상까지 보탰던 이성호 박사님도 생각난다. 요즘은 그런 멋과 에피소드들이 없는
것 같아 못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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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과의 인연 10년, 그리고 새로운 인연
김명은

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지 5년 차이다. 연구원과 인연을 맺은 지는 10년이 되었는데 그 인연에
관해 이야기하려 한다. 이 인연은 2007년 당시 연구원의 부설센터였던 ‘농림기술관리센터’에서 시작됐다.
부설센터는 홍릉에 위치한 연구원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기관의 성격도 달랐지만, 월례회의나 체육대
회 같은 전 직원 대상 행사에서는 센터 소속 직원들도 함께 어울렸다. 센터에서 2년 반 정도 근무하다
연구를 수행하고 싶어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위촉연구원으로 본원에 다시 입사했다. 10년 전 내가 연구
원 부설센터 소속이었다는 것과 본원에서 5년이나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
러다 나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차츰 늘기 시작한 건 연구원이 나주로 이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였다. 정확히는 나보다는 나의 연인이자 현재는 배우자인 그분(?)과의 인연에 대한 관심이었을 것이다.
연구원이 나주로 이전한 후 동료들(특히 미혼인 직원들) 사이에서 “나주에서 연애도, 결혼도 못 하고 일
만 하다 퇴직하는 것 아니냐”는 우울한 농담이 오고 가던 때였다. 한 동료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 무
엇보다 그분(?)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이라는 점 때문에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는 흥미로운 이야깃거리가 된 것 같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알고 보니 남편
의 가장 친한 동료의 예비 신부가 나와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고,
그 동료의 예비 장인어른(예비 신부의 아버지)이 나의 대학원 지
도교수님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주로 이전하기 전에도
서로의 생활 반경이 비슷했다는 것에 굉장히 신기해했다.
지금은 결혼생활 2년 차에 접어들었고, 당시 최대 고민거리였던
연구원에서의 진로 문제로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않은 것을 다행
으로 생각하며 잘살고 있다. 각자 연이 있던 남편의 동료 커플과
도 자주 만나면서 나주에서 외롭지 않게 지낸다. 곧 두 커플의 2
세끼리도 친구가 될 예정이다. 지난 10년간 모든 일이 예상하고
계획했던 대로 된 것은 아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행복한 삶
을 나주로 이전한 이후에 특히 많이 누리고 있다. 나의 지극히 개
인적인 이야기가 연구원 40년사에 남는다는 게 여전히 어색하다.
그래도 앞으로 10년 후 연구원 50년사에는 연구원과 어떤 인연
결혼 1주년 맞이 추억 액자

을 맺은 사람의 이야기가 담길지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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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연구원 시절
김현

통근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우사인 볼트를 방불케 했던 아침들, 뭘 먹을까 고민 없이 한 상 받았던
식당의 점심, 수없이 오르내리던 벽돌색 계단, 퇴근 후 땀 흘리며 뛰었던 테니스코트, 허신행 원장께서
장관이 되신 날 환호하며 잡았던 손의 온기, 술 취한 산악부원 덕에 보름달 바라보며 올랐던 설악산 대
청봉, 동료들과 함께했던 지리산 종주, 부서원들과 갔던 낚시터에서 올려다본 밤하늘, 야근 후 지글지글
구워 먹던 삼겹살, 홍릉의 흐드러지게 핀 벚꽃, 눈 내
린 연구원 풍광……. 20대와 30대 초반을 보낸 그때
를 생각하면, “열아홉 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는 ‘봄날은 간다’ 노랫말처럼 나이 듦이 늘 슬픈 것만
은 아니지만, 풋풋했던 그 시절은 그 자체만으로 눈부
셨다.
연구원을 나온 후 출판 기획편집자가 됐다. 작가는
원고로 말하고, 편집자는 책으로 말한다. 그런데 책
한 권을 출간할 때면 거쳐야 할 공정이 한둘이 아니
다. 저자와 첨삭 문제로 씨름해야 하고, 표지의 완성
도를 높이려고 디자이너와 며칠을 언쟁해야 하며, 사
고를 막기 위해 인쇄소로 달려가 감리하면서 밤을 지새우기도 한다. 또 잡지나 신문에 책 소개 일자가
잡히면 그 전에 책이 나와야 하므로 몇 날 며칠 밤새워 작업하는 것은 다반사다. 어디 그뿐이랴! 필름
교정, 배열표·보도자료 작성 등등 책 한 권을 출간하려면 서너 달은 기본이다. 계절도 느낄 새 없이 해가
바뀐 탁상 달력이 책상 위에 놓인다.
출판인의 삶도 보람과 열정을 선사하지만, 녹록지 않은 작업과 마주할 때면 생각나는 곳이 바로 친정
같은 연구원이고,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이다. 심장까지 말랑하게 했던 웃음과 잔디밭에 앉아 불렀던 노
래와 지칠 줄 모르는 찬란한 젊음이 있어서다. 그 눈부신 시절에 만난 동료들과 지금도 함께 여행하고,
더 많은 추억을 켜켜이 쌓으며, 함께 늙어가는 중이다. 황혼 속에 출금하는 추억 통장이 남부럽지 않을
만큼 두둑한 이유이기도 하다. 연구원 시절이 없었다면 감히 탐낼 수 없는 소중한 인연이다.
친정 같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불혹을 맞았다. 세상일에 미혹됨 없이 농업인이 가장 행복하고 잘사
는 세상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연구에 정진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되길 기원한다. 다시 한 번 개
원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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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상경, 가족과 함께 나주로
김현중

전남 여수의 한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쟁기질하고 벼 가마니 짊어지면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고
향에서 16년, 순천에서 3년, 광주광역시에서 11년, 총 30년을 이 지역에서 살았다.
김석현 교수님의 추천으로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는 연구원에 입사하였다. 30년 전라남도 생활을
정리하고 2003년 9월 서울특별시민으로서 삶을 시작하였다. 연구원 입사 후 초창기, 축산관측(젖소, 돼
지) 업무를 시작하고 첫 번째 중앙자문회의에서, 한 여성 중앙자문위원이 나에게 “젖소 젖꼭지가 몇 개
인지나 아시오?”라고 질문했다. 머뭇거리면서 “네 개 아닌가요?” 답했더니,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젖소
관측을 하느냐”는 핀잔을 받았던 일도 생각난다. 그 인연으로 그분 목장에서 일주일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젖 닦고 짜기, 청소하기 등 쉽게 할 수 없는 경험도 해보았다.
위촉연구원으로 입사했던 나는 연구원에서, 서울에서, 오래 생활하고 싶었다. 일도 하고 연구원 시험
준비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난생처음 원형탈모증도 걸려보았다.
내 나이 35세, 2007년 5월 18~19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열렸다. ‘KREI-도드람양돈조합 워크
숍’. 최정섭 원장님, 축산 연구자, 연구원 직원, 도드람양돈조합 직원들이 이천에서 만났다. 이틀 동안 양
돈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 체육대회, 회식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 때 한 여성이 유독 내 눈에
띄었는데, 진길부 조합장님의 비서였다. 당시 26세였던 이 여성은 유난히도 젊어 보이는(?) 내 얼굴에 속
아, 10년째 한 집에서 나랑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 주변 분들의 도움과 나의 적극적인 구애로 2008
년 5월 3일 화창한 봄 날 연구원 잔디밭에서 원장님을 주례로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다. 돌이켜보면, 여수
총각이 동해 처녀를 만나려고, 서울에 있는 연구원에 입사해서 축산 분야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12년 동안의 서울 생활을 접고 2015년 7월, 30년을
산 전남으로 다시 돌아왔다. 친정집은 멀어지고 시댁
은 가까워진다는 것 때문인지 그닥 좋아하지 않았다.
실제 나주 생활 2년, 서울에서는 전셋집에서 살았지
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다. 아내는 거주 여건이
안정되고, 볼거리와 먹을거리도 풍부하고, 좋은 이웃
들도 많이 생기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좋아한다.
연구원 40년 역사 중 14년을 함께했다. 앞으로 남은
재직기간 동안 항상 배우는 자세로 나주 혁신도시에
2008년 5월 3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연구원 연구동 앞 잔디밭에서의

서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해 본다.

결혼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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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전원생활과 도시생활의 갈등은 계속돼
박미성

농식품부 공무원이나 농업 관련 외부인들을 만나서 담소를 나누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
가 나주 생활과 가족 이야기이다. 연구원에 들어온 지 14년 차이지만, 이야기 한 번 나누지 못한 연구원
가족들이 많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한다.
난 전남 순천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때까지 살다가 대학에 입학한 1995년 3월부터 서울 생활을 시작하
였다. 서울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다니면서 남편을 만나 대학원 석사 3학기 말인 26세에 결
혼했다. 당시에는 대학원생이 많지 않은 데다 삼시 세끼를 대학원생들이 모두 함께 먹으면서 생활하였
던지라 대학원 학과 분위기가 어색해질까 봐 사귄 지 6개월 만에 결혼하였다. 그 덕분에 아이도 빨리 생
겨서 결혼 이듬해인 27세에 큰아들을 낳았고, 남편 일본 유학길에 큰 아이를 데리고 함께 떠났다. 낯선
일본에서의 생활은 만만치 않았다. 나는 비자 문제, 육아 그리고 금전적인 생활고 때문에 결국 1년 3개
월 만에 큰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와서 2004년 1월 연구원에 취업하였다.
연구원에서의 생활은 일반기업체와는 달리 대학원 생활의 연속이라는 느낌이었다. 연구원은 내게 첫
직장이었지만, 선후배 간의 소통이 원활하고 서로 걱정해주는 가족 같은 분위기였다. 그래서 일본 유학
을 마친 남편에게도 연구원에 입사하기를 제안하였다. 지금은 부부가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 연구원
이 서울에서 나주로 이전한다고 할 때, 우리 부부는 별 고민 없이 지방에서의 생활을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었다. 더구나 친정은 순천이고, 시댁은 익산이어서 자주 방문할 수 있어서 나주에서의 생활이 기다
려지기도 하였다.
2015년 7월 25일 나주 생활이 시작되었다. 나주에서의 생활은 교통체증에서 벗어나 1~2시간이면 남도
여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동안 느끼지 못
했던 교육, 문화, 쇼핑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
텃밭을 일구기도 하고, 조그만 단독 택지도 사뒀다.
그곳에 집을 언제 지을지 가족회의를 하면, 두 아들은
강하게 반대를 한다. 모기, 벌레가 가장 큰 문제이고,
엄마와 아빠의 퇴근이 늦을 때는 집에 있기 무섭다는
이유에서이다. 나주에서 생활한 지 만 2년이 넘어 어
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아직도 도시생활을 동경하는
아이들을 보면 왠지 미안한 생각이 든다.

2017년 여름 담양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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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02번, 가족과 연결하는 희망버스
손학기

서울에서 나주로 터전이 바뀌면서 가장 큰 변화는 전문가 및 정부 부처 공무원과의 접근성이 확연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연구원에서 연구 자문회의를 했다면, 이제는 관련 전문가가 많은 서울지역
으로 이동해서 회의하게 되고, 공무원과의 회의도 연구원보다 산림청에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 서울이나 대전으로의 적절한 교통수단을 확보하는 것은 시간을 절약하는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난 2년은 모든 연구자가 자신에 맞는 교통수단을 찾고 적응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산림청과 업무협조를 많이 해야 하는 나로서는 농림부를 주 고객으로 하는 연구자와 다른 고충
이 있었다. 대전으로 바로 가는 교통편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차를 운전해서 가
는 것이지만 왕복 5시간의 운전이 부담스럽다.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교통수단인 KTX를 타는 것이다. 문제는 광주에서 출발해서 대전으로 오가는 KTX 편수가 턱없이 적다.
더욱이 나주에서 출발하는 KTX는 더 적다. 또 다른 방법은 광주 유스퀘어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전으
로 가는 고속버스를 타는 것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나주에서 서울이나 대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KTX와 고속버스를 타야 하는데, 이때 빠르게 광주로 이동해야 한다. 나주와 광주를 연결하는 역할의
중심에 좌석 02번 버스가 있다.
좌석 02번 버스는 나주 혁신도시에서 시작해서 무등산까지 운행하는 아주 긴 노선이고, 광주 주요 지
역을 모두 거쳐 간다. 이 버스는 붉은 바탕에 흰 띠를 두르고 있으며 좌석이 편한 고급 좌석버스에 해당
한다. 1년 전만해도 20분 간격으로 운영되었지만, 지금은 15분 간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1년 전
에는 첫차가 오전 6시였다면 지금은 5시 40분이고, 막차가 광주 송정역을 기준으로 10시 40분이었다
면 지금은 11시 20분 정도로 교통편이 많이 확충되었다. 우리 연구원 앞에 바로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KTX를 타기 위한 광주 송정역까지는 20분 이내의 짧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광주 유스퀘어 고속버스터
미널은 1시간가량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은 택시를 탈 때 3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돌아
가는 느낌이 있다. 어쨌든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좌석 02번 버스도 많이 발전한 것 같다.
좌석 02번 버스가 나주에서 벗어나는 데 절대적인 수단이 되어가면서 이 버스를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가족에 대한 향수가 밀려온다. 서울과 대전 뿐만 아니라 가족이 있는 춘천을 가기 위해서도 광주 송정역
을 가야 하기 때문에 좌석 02번 버스가 가족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원 구조상 창문을 통해
서 바로 버스 정류장을 볼 수 있어 하루에 1회 이상은 좌석 02번 버스가 도착했는지 떠나가는지를 바로
알 수 있다. 오늘도 가족이 보고 싶으면 창문 넘어 좌석 02번 버스를 보게 된다. 여러 사정으로 현재는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지만, 조만간 가족이 좌석 02번 버스를 타고 나주로 오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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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릉 옛 청사, 오늘의 모습
우병준

연구원에 입사한 후 직장 근처로 사는 곳을 옮겼고, 연구원이 회기동을 떠난 지금도 회기역에서 지하
철을 타고 내린다. 생활반경이 그러하다 보니 연구원 이전 후에도 종종 옛 연구원 건물 앞을 지나다녔
고, 가끔은 경비아저씨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한 번도 정문 앞 오르막
길을 따라 옛 연구원 내부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건물 개보수 공사가 진행 중인 옛 근무지를 무심하게
마주하지 못할 것 같아서였다. 십여 년 동안 밤낮으로 근무했고 주말이면 아이들과 잔디밭에서 공놀이
하던 곳이었다. 달라진 모습을 굳이 내 눈으로 보고 싶지 않았다.
연구원 40년사에 실릴 원고 집필을 부탁받고 내용을 고민하다 옛 연구원 건물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
해 쓰기로 마음먹었다. 옛 연구원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지 궁금해하는 직원들이 많을 것 같아서였다.
휴일 오전에 사진기를 챙기고서 회기역에서 경희대 삼거리 방향으로 향했다. 버스정류장 이름은 아직도
‘농촌경제연구소’로 여전했으나, 횡단보도 위 옛 연구원 표지판은 이제 ‘서울바이오허브’로 교체되어 있
었다.
지금도 경비실을 지키고 있는 박남식 씨의 안내로 리모델링을 마친 본관 건물부터 방문했다. 1층 로비
에 들어서니 새롭게 설치된 승강기와 라운지가 눈에 들어왔다. 연구원에서 가장 조용했던 2층 복도로
올라갔다. 원장실은 강의실로 부원장실은 공용 부엌으로 변했다. 입사시험을 보던 날 면접관 선배들에
게 “합격만 시켜주면 연구원에 뼈를 묻겠다!”라고 외쳤던 중회의실은 조그만 강의실로 바뀌었다. 3층과
4층의 사무실들은 골조 기둥을 제외한 대부분 벽이 유리벽으로 교체되어 옛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 휑
하니 뚫려있던 ㅁ자 복도에는 투명차단벽이 설치되어
층별로 냉난방 효율이 높아지게 되었다. 삭막했던 옥
상에는 잔디밭과 휴게공간이 배치되어 직원들이 하늘
을 보며 쉴 수 있게 되었다.
도서관이 있던 별관은 안타깝게도 이미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 4층짜리 건물 신축을 위한 기초공사가 진
행 중이었다. 본관 2층 구름다리를 따라 건너간 연구
동 건물은 안팎으로 아직 큰 변화가 없었다. 연구동은
앞으로 서울바이오허브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실험실
공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라 한다. 이상한 것이 내
기억 속 연구동 복도는 무척이나 길었는데 다시 보니
안 그렇다. 좁고 낮은 복도만 눈에 들어왔다. 어느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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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에서 내려다 본 옛 본관 건물 1층. 안내데스크 좌우로 승강기와
라운지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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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찍한 나주 신청사에 적응한 모양이다.
테니스장과 그 뒤편 연못, 직원들에게 푸름을 선사하던 뒷동산은 그대로이지만 도시농부들이 보리를
베던 본관 앞 텃밭과 원두막은 모두 사라지고 다시 잔디밭으로 바뀌었다. 본관 대강당 옆 선큰가든도
잔디밭으로 변했다. 야구연습과 축구를 하던 연구동 앞 잔디밭은 남아있었다. 아무도 관리하지 않아 잡
초만 무성했다. 감나무도 그대로였지만 올해는 감이 열리지 않았다.

본관 중회의실은 소형 강의실로 변경되었다.

연구동

내부 모습. 연구동 2층은 현재 공사장 현장사무실로 이용 중

옛날에는 부족한 업무 공간 때문에 두세 명이 좁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온종일 부대꼈다. 그래도
불편함보다는 스킨십을 바탕으로 한 동지애가 더 컸었다. 그것이 연구원의 전통이었던 것 같다. 근무지
가 바뀌고 구성원도 바뀌고 있지만, 옛날부터 이어지던 연구원의 끈끈한 유대감과 정은 계속되기를 바
란다. 세월이 흐르고 많은 것이 변한다 해도 말이다.

본관 앞의 밭은 다시 잔디밭으로 바뀌었고 원두막은 없어졌다.

정문 너머로 옛 연구동 건물이 아련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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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 삶의 즐거움
원동환

나주의 겨울철 한낮은 제법 따듯하여 눈이 녹고 땅이 질퍽질퍽 하다가도 저녁이 되면 다시 얼고, 아들
은 아침에 일어나 학교 갈 때면 그것을 디디며 바수고 다니는 것이 재미있나 보다. 동이 틀 때면 눈에는
안 보이는 수많은 새들의 지저귐과 조금 늦게 일어나 저도 새인 양 한 것 소리를 질러보는 닭. 앞산이
저녁 노을을 받아 노래졌다 밝아졌다 하다가 해가 진 뒤에는 보랏빛이 되었다 다시 노래지는 것도 무척
재미있다. 봄이 되면 파릇파릇 올라오는 귀엽고 어린 새싹들을 보노라면, 여름에 억샌 풀이 되리라곤 생
각하기 힘들다. 2년 된 마당에 불쑥 고개를 내미는 민들레, 개망초, 찔레꽃 등 단골손님도 있고, 여름이
되면 어디서 왔는지 빨간 치마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는 양귀비꽃이 마당 여기저기서 나타나 반갑다. 하
지만 제일 마음에 드는 꽃은 내가 심은 농작물 호박, 딸기, 수박, 참외, 고추에서 피는 꽃이다. 아마도
탐스럽게 열릴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다. 야심차게 마을에
서 가장 먼저 심은 고추는 벌레들의 집단 공격을 받았고, 수박과 참외는 멀칭을 하지 않아 풀들에 점령
당해 다 물러진 후에 발견할 때가 많다. 지금은 호박만이 끝까지 살아남아 집안으로 들어와 관상용으
로 겨울을 나고 있다.
텃밭놀이를 한 지 2년 차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다. 딸기, 수박, 참외 등 이런 과일들은 마트에서 훨씬
더 크고 맛있는 것을 사먹는 게 낫고, 상추, 고추, 애호박 이런 것들은 옆집, 앞집, 뒷집에서도 다 심어서
조금만 심어도 된다. 모자라면 좀 달라하면 된다. 그래서 올해는 동네에 없는 것을 심어서 나눠 먹고, 내
가 없는 것은 ‘누가 나눠주겠지’라고 내 맘대로 계획하고 있다.
나눔의 재미는 작년 김장철에 가장 크게 느꼈다. 늦가을 어느 주말, 동네에 한두 대씩 차가 들어오더
니, 평소에 들리지 않던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다. ‘명절도 아닌데, 왜…’ 찾아온 가족들과 동네 어르신들
이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 김장을 담그는데, 그 다음날부터 동네의 여러 김치를 맛볼 수 있다. 모두들
자기의 김치를 뽐내는 듯 갓 담근 김치를 선물로 보내왔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그날 저녁 김치 품평회
를 가졌다. “이장님댁 김치는 올해 좀 짜네…”, “앞 집 김치에는 젓갈이 많이 들어갔네” 하면서 맛을 평
가한다. 그러고보니, 집에 김치가 너무 많아져 김장 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내가 키운 배추는 우리
집에 자주 찾아오시는 할머니께 드렸다. “앞으로 배추는 키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잘하기도 힘들다. 내가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고, 나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줄 수 있다. 어울려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인 것 같다고 요즘 어렴풋이 느낀다. 직
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삶, 나눔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연구원 삶을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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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
원지연

2001년 3월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입사하여 16년의 시간이 지났다. 처음 면접
을 보며 무척 긴장하였던 기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농업과 관련이 전혀 없던 내가 관측월보를 홈페
이지에 올리면서 배추·무를 읊조리고 있을 때는 간혹 당황스럽기까지 하였다. 몇 년 후 이직하겠지라고
생각했던 연구원은 이제 나의 삶의 터전이 되었다.
공공기관이전으로 우리 연구원이 나주로 내려간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만 해도 아직은 먼 남의 일
로만 생각했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고, 2015년이 되자 7식구 대가족인 우리는 나주 이전을
결정해야만 했다. 감사하게도 부모님은 서울생활을 정리하고 주말부부인 나와 세 아이들을 위해 나주
로 함께 와 주셨다.
처음 나주에 도착했을 때 혁신도시는 우뚝 선 공공기관 건물 사이로 한창 공사 중인 아파트만이 보였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추운 사막같이 느껴졌다. 이전하고 첫 일 년은 7살, 5살, 4살 세 아이들을 데
리고 주말마다 병원을 찾아 광주로 가는 일이 다반사였다. 아이들도 서울 친구들을 그리워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가 있는 듯 보였다. 내 욕심에 가족들을 모두 나주로 데리고 와 고생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미안함이 컸다. 특히, 서울 생활을 모두 포기하고 내려오신 부모님께는 더 없이 죄송
스러운 마음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인 걸까. 우리 가족은 새로운 이웃들을 사귀고 어울리면서 어느새 나주 생활에 점
차 익숙해져 갔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운전을 배우게 되었고 아침에는 녹색어머니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퇴근 후에는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호수공원 산책도 함께 하는 등 여유로움도 생겼다. 아
마도 서울에서 살았다면 상상하기 어려웠던 풍경일 것이다. 요즘은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과
함께 인근 지역 탐방에 푹 빠져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우리 가족이 처음
나주에 와서 묵상했던 성경말씀이다. 아브람이 75세
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고 척박한 땅 가나안
으로 가야 했던 이야기이다. 처음엔 걱정이 앞서는 나
주였지만 새롭고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이 말씀을 나
누었다. 나에게 이 말씀은 터전의 변화만이 아니라 어
른으로 성장해 가라는 명령과 같다. 아직은 이곳 생활
이 낯설고 불편하지만 우리 가족의 행복과 새로운 기
회들을 기대해 본다.
보성 차밭 가족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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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PC, 그 시절을 추억하다!
유영찬

직장생활을 한 지도 20년이 흘렀다. 1997년 2월 회기동 연구원에서 면접을 보던 시절이 어렴풋이 기억
난다. 내 딴에는 연구원에 들어가면 시간적·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997년 3월 양
재동에 있는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에 출근하는 첫날부터 내 생각은 빗나가고 말았다. 신입직원 환영회
랍시고 닭볶음탕에 소주 한 병을 네 명이 나눠 마시고, 야근하고 밤 9시가 넘어서야 퇴근했다. 그 날 이
후 수없이 많은 야근과 밤을 지새우며 연구과제 협약을 하고 연구비 정산 업무 등을 수행했다.
1995년 9월에 설립된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는 1998년 4월 농림기술관리센터(ARPC)로 개편되었고, 이후
2009년 9월까지 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존치했다. 이에 따라 본원과 인적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입사 후 몇 년간은 본원 직원분들을 만나도 낯설게 느껴졌다. 그러다 언제쯤이었을까? 가족 같은 동료의
식이 느껴졌던 시기가! 아마도 ARPC에 근무하다 본원에 복귀한 직원이 많아지면서 그랬으리라. 그리고 개
원기념행사, 전 직원 체육대회! 언제부터인가 매년 11월이면 함께했던 러브미 마라톤대회! 이제는 역사 속
으로 사라진 ARPC와 함께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개원기념행사! 목련꽃이 지고, 철쭉꽃이 피기 시작할 즈음, 연구동 잔디밭에서 전 직원이 같이했던 바비
큐 파티, 그리고 계단에서 찍은 기념사진, 직장 동료들과 마시던 동동주가 그립다. 전 직원 체육대회! 축
구, 배구, 줄넘기 등 단체경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른 한쪽에서는 먹자판이 벌어진다. 그러다가 오심이
라도 발생하면 취객이 뛰어들어 심판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기억 하나, 그
것은 연구원 호적계장님(박형삼 선배님)의 구수한 중계방송이다. 선배님들의 출생 비밀과 함께 젊은 시
절 무용담을 들려주던 그 목소리! 아마 이 또한 연구원 역사와 함께하리라. 러브미 마라톤대회! 매년 11
월 농업인의 날을 전후해 개최되는 이 행사에는 여러
직장 동료들이 모인다. 높디높은 상암동의 하늘과 바
람에 실려 오는 코스모스 향기, 그리고 갈대숲! 행사
후 함께 먹었던 가래떡과 돼지갈비를 생각하면 지금도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게 한다.
연구원 개원 40주년! 그 역사 속에 ARPC도 있었음
을 기억해 주시길……. 그리고 그 시절을 자양분 삼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연구원이 더욱
발전하고 영원하길 기원한다.

KREI 체육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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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과 삼겹살
이재옥

연구원에서의 추억은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믐밤의 별들처럼 은은하고 총총하게 기억된다. 또한,
가끔씩은 그립고 가슴 조이는 추억들로 인해 앉지도 서지도 못하게 애틋해진다.
나는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1985년 10월 말부터 시작하여 21년간 연구원에서 근무했다. 처음에는 구)
농업경제연구소 일자 건물의 북쪽에 위치한 시베리아 같은 방을 배정받았다. 그곳에서 나는 새로 발족
한 ‘국제농업실’을 책임지며 처음 맞는 겨울을 앉은뱅이 간이 전기난로를 가랑이에 끼고 지냈다. 뒷산에
놀러 오던 꿩들을 내다보며 지냈다.
이듬해부터는 12개 농수산물의 수출을 늘려보자는 과제가 생겨 전국 각지로 출장을 다녔다. 사과, 배,
깐 밤, 표고버섯, 돼지고기 등 농산물과 피조개, 미역, 정어리, 갯지렁이 등 수산물의 현지조사를 위해 8
도를 전국 유람하듯 여행했다. 조국의 강산을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 보았다. 나는 그때 농활 활동을 다
시 하는 듯하여 무척 뿌듯하고 즐거웠었다. 출장을 다니며 돈을 걷어 저녁을 사 먹던 어느 황사 낀 봄날
과 당시의 직원들이 눈물겹도록 그립다.
국제농업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고 국가 차원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것은 1987년 UR 농산
물협상이 시작되고부터이다. 개방 피해를 계측하고 대책을 세우는 동시에 공무원들의 협상을 자문하고,
농산물 협상의 내용을 농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과중한 업무였다. 우리 직원들은 단지 상
호 신뢰와 성실만을 바탕으로 식량안보의 전도사가 되어 협상 이론을 함께 수립하면서 한눈팔지 않았다.
우리는 UR 협상이 타결된 1994년을 전후해서는 야근이 일상이 되었다. 경희대 앞의 여러 음식점 중 우
리가 즐겨 가던 곳은 ‘서가네’였다. 그곳은 삼겹살이 꼬들꼬들하게 익을 때 감칠맛이 있고 따라 나오는
옆 반찬이 좋았다. 출출하게 시작되는 저녁 식사에서 삼겹살에 소주는 필수였다. 누군가 ‘각 일병’은 해
야지 하면서 바람을 잡으면 모두가 거나하게 취하게 되었다. 묽은 된장에 구운 마늘을 찍어 우물거리면
서 농업협정문을 생각하고 토론했다. 삼겹살은 최선을 다했던 젊은 날의 상징이다.
은퇴 생활에 하등 쓸모가 없어 보이는 농산물협상과 식량안보의 지식만을 가지고 나는 은퇴 후 바로
미국으로 왔다. 미국에 사는 자식들과 합류하기 위해서였다. 세상은 변했고, 미국은 다시 이질적이었고,
온 종일을 아내와 다투면서 함께하는 세월은 적막하고 쓸쓸했다. 다행히 요즈음은 모든 미련을 방하착
(放下着)하고 불경처럼 살고 있다. 흙탕물을 앙금으로 가라앉히는 데 수년이 걸렸다.
우리는 너무 건강하고 젊을 때 일을 그만두고 퇴직하는 것 같다. 직장생활만큼의 세월을 노후로 보내
야 한다. 따라서 평생 하던 일을 떠나 뜻과 보람이 있는 취미 생활이나 봉사 활동을 찾아 미리미리 노후
계획을 세워 둘 필요가 있다. 모두 건강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길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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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저작활동
이두순

연구원을 퇴직한 지 어언 15년이 되었고, 내 나이도 70대 중반이다. “세월은 쉬지 않고 흐르고 사람은
빨리도 늙어간다.”는 옛 분의 말씀이 실감 난다.
그간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는지 질문을 받는다. 내가 즐기는 낚시를 실컷 했고, 책도 물리도록 읽었
고, 또 내가 쓰고 싶은 책들도 썼다. 연구원을 퇴직하면서 나 자신을 위한 책을 몇 권이라도 썼으면 하
는 소망을 했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로 11권의 책을 펴낼 수 있었다. 그간 출간한 책은 자전적 수상록,
옛 어보 번역서, 한시집 등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2012년에 측우기 관련 책을 출간한 것은 내게 자긍심
을 준다. 농업과 측우기는 조선의 농업수리와 관개사회에 대해 연구하던 당시에 수집한 자료를 정리
한 책이다. 책을 쓰기 전에 측우기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 측우기가 세계 최초의 발명이라는 것을 강조한
글은 많았다. 측우기의 본질에 대한 책은 없었다. 측우기가 조선의 농업, 그리고 논농사를 위한 발명이
라는 관점을 중심 삼아 측우기와 측우제도 전반을 정리한 책을 냈다. 고맙게도 이 책은 2013년 문화관
광부 선정 우수권장도서에 들었고, 또 2015년에는 연구원 연구총서로 개정판을 내기도 했다.
최근 3년 동안에는 자산어보를 비롯한 7종의 옛 어보 번역서를 출간했다. 그런데 당해 학계에서 묘
한 반응이 온다. 기상학, 수산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데 남의 영역에 너무 깊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
런데 그분들이 간과한 점이 있다. 측우기는 기상학의 전유 분야가 아니라 기상현상을 농업에 이용하려
는 농업기술의 한 분야이다. 수산 역시 내가 연구 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농업부문에 속해 있었고, 연구
원에 수산경제연구실이 있었다. 나는 종합과학인 농업 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원에서 보낸 평생을 자랑
스럽게 생각하며, 연구원 시절에 축적된 경험이 오늘날 내 저작 생활의 바탕이 되고 있음에 감사한다.
퇴직하고 나니 책을 출간하는 데 겪는 어려움이 한둘이 아니다. 출판사들을 찾아다녀야 하고, 또 출판
을 거절당하는 곤욕도 겪었다. 그러나 출판업이라는 냉정한 비즈니스 세계에 접하면서 겪게 된 풍상은
새삼 연구원 생활을 그립게 한다.
책을 쓰는 것은 요즘 내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앞으로 농업 관련 책을 더 펴내려 한다. 원고도 이미
준비되어 있다. 내가 아는 것을 정리하고, 작은 성과
라도 세상에 내놓는 것이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준
사회, 그리고 내가 커 온 연구원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컴퓨터 자판 앞에 앉는다.

38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연구원을 떠나 자연 속에서 살기를 꿈꾸며
정기환
요즈음 100세 시대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60세에 은퇴를 한다면 100세 시대의 나머지 40년을 어떻게 살 것
인지가 고민이다. 그러한 고민은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1997년 우리에게 갑자기 닥친 IMF 재정위기 때였다.
모든 기관이 정원의 20%를 감원한다고 할 때, 나도 언젠가 그런 일을 겪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퇴직금 중
간 정산금으로 양평에 산 1만 평과 밭 600평을 장만하고 퇴직 후 자연과 더불어 살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
2007년 퇴직할 때가 되니 당시 최정섭 원장님이 연구원의 ODA사업 기반을 구축할 때까지 3년간 촉탁
연구위원으로 근무해줄 것을 제안했다. 나는 2008년 제12차 세계농촌사회학대회의 조직위원장직도 맡
고 있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꿈을 잠시 접고 그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그러나 1년을 지내고 나니 추가 근무한다는 것이 후배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오
세익 원장님의 만류에도 2008년 12월에 사직을 했다. 그리고 당시 농림부의 ODA 사업에 연관되어 자
의 반 타의 반으로 한국농촌발전연구원이라는 민간연구기관을 만들게 되었다. 2009년 2월에 개원할 당
시 많은 사람이 나의 무모한 결정에 대해 걱정을 했다. 연구원을 운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과
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원은 개원 첫해부터 할 일이 많았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주 산업이 농축산업이기 때문에 농림업, 그리고 농촌종합개발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2009년 첫해의 연
구원의 수주액은 7억 원에 불과했지만 5년 후인 2014년도엔 67억 원을, 그리고 2016년도에는 18억 원
을 수주했다. 연간 평균 30억 원 정도의 ODA 사업을 수주한 셈이다.
우리 연구원이 수행하는 ODA 관련 업무는 프로젝트를 컨설팅하는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사업, 사전 조사, 평가 용역, 연구 용역, 연수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PMC
사업이 전체 업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2009년 설립 당시 4명으로 시작한 연구원이 지금은 정규직 10
명의 연구원으로 성장했다. 우리 연구원과 함께 일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 풀(Pool)도 80여 명에 이른다.
최근에는 해외로부터 농촌개발에 관한 특별 연수에 대한 의뢰도 받고 있으며 사업지구도 동남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2019년이면 연구원이 개원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라오스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종료되는 2019년이 되면 연구원의 운영을 후진에게 물려주고 애초 계획했던 자연 속에서의 삶을 시작할
것이다. 양평에 있는 산 1만평에는 숲으로 어우러진 자연 정원을, 그리고 우리 집 마당에는 작은 도시형
정원을 만드는 일을 시작하려 한다. 요즈음 나는 ‘우리 집 정원’이라는 글을 쓰고 있다. 이 또한 자연 속
에 살아가고자하는 내 생각을 구체화하는 한 과정이다.
100세 시대, 은퇴 후 40년의 1/4을 ‘ODA 사업’으로 또 다른 1/4을 ‘정원 만들기’에 보낸다면 내게 주어
진 나머지 시간은 이를 감상하며 지내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한에서 이룰 수 있는 나의 소박한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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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지난 25년을 뒤돌아보며
정민국
연구원에 입원한 1993년에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고 이듬해 협상이 타결되
었다. 우리나라의 농업도 농산물시장 개방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연구원에서
는 국내 농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지금 생각해보면 선배들의 노고가
적지 않았던 시기였다. 연구원에 들어왔을 때 선배님들의 아낌없는 환영과 격려 덕분에 친근감과 자긍심
을 가지고 연구원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축산에 대해 사전 지식이 거의 없던 상태에서 축산경제연구실에 배치 받아 시작된 연구는 큰 도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축산경제 연구 분야에 이름 석 자는 올릴 수 있는 수준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덕분
에 FTA 등 다양한 분야에까지 연구 영역을 확대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초반은 환경문제가 사회적 이
슈로 거론되는 시기였다. 축산경제 연구도 축산환경 중심이었던 시기이며, UR 타결로 쇠고기를 비롯하
여 축산물 전반에 걸쳐 시장 개방 연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였다. 많은 연구가 축산환경문제
해결과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연구에 집중했다. 연구 과정에서 현장 방문도 참 많았다.
지금은 대부분 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전화로 농가 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때는 면접조사가 주류였다. 농촌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농업인의 삶과 농업에 대한 생각을 함께 공유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조사하다
가 식사시간이 다가오면 식사를 같이하자던 분도 많았다. 후한 농촌 인심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1999년 정부출연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 연구원은 소속이 농림부에서
국무총리실 경제사회연구회로 변경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간 경쟁도 본격화되
었다. 우리 연구원은 모두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연구회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및 우수기관으로 선
정되는 성과도 이루었다.
2015년 8월은 서울 홍릉 시대를 마감하고 나주 시대를 여는 의미가 남다른 해였다. 성공적인 청사 이
전이 이루어졌지만, 연구원 식구들의 1인 가구가 증가하였고 금요일 오후가 되면 서울 집으로 퇴근하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이러한 모습도 훗날 어느 순간에
자취를 감출 것으로 생각한다.
연구원 40주년을 자축하며, 연구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연구원은 어느 시대 어디에 있던 한국농촌
경제연구원이다.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
하고 자긍심을 높여나가는 것은 우리 연구원 식구들
의 몫이다. 즐거운 연구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기
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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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고향, KREI에 감사하며
한두봉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은 예상치 못하게 다가온다. 1983년 2월 중순 대학원 조교를 하던 중 (故)김
영식 교수님이 연구원의 주용재 박사님을 만나고 오라고 하셨다. 그때 만난 주 박사님이 내게 한 질문
은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는 것이 전부였다. 1주일 후 출근하라고 연락을 받고, 1983년 2월 23일부터 초
청연구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감자수급에 관한 연구에 배정되어 지방 출장 중에 연구원 시험이 있다
는 연락을 받고 응시했다. 당시에는 연구원 응시자격이 대졸이었다. 연구원 공채에 합격하여 초청연구원
으로 근무한 지 1달 만에 정식 연구원으로 임용되어 식량경제실에 발령받았다. 당시 식량경제실은 연구
원에서 가장 큰 부서였고 농림부에서 가장 컸던 양정국의 파트너였다.
1980년대 초 연구원 분위기는 모두 가족 같고, 서로 아꼈다. 산악회, 야구부 등 동호회도 활발했다. 식
량경제실은 연구원에서 최고로 분위기가 좋았다. 가족동반 1박2일 MT도 가고, 실원들이 통금으로 집에
가기 어려울 때면 자취방에서 함께 자기도 했다. 윤석원 교수님(현 중앙대 명예교수)이 1984년 유학을
가신 덕에 김진수 교수님(현 동아대)과 나도 1985년 유학을 가게 되었다. 유학생활 6개월 후 크리스마스
휴가 때 미시시피 주립대학 윤석원 교수님 댁을 방문했다. 가족 같은 연구원 식구가 아니었다면 밤 12시
에 달라스에서 20시간 그레이하운드를 탈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유학을 마치고 1990년 7월 말에 귀국해 농업재정금융실로 복직했다. 1990년 미국 농업경제학회와
1991년 세계농업경제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였다. 연구원에서는 학회 발표 때 경비 지원은 안 해주고
무급출장만 해주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1992년 10월에 2대 동향분석실장으로 발령받아 허신행, 정영일 원장님, 동향분석실 식구들(설광언 전
KDI 부원장, 김창길 현 원장님, 김병률 전 부원장님, 권오상 교수님)과 일하며 많이 배우고 은혜를 입었다.
한국 농업정책 분석, 동향분석, UR 협상 파급영향 분석 등의 연구를 했다. 허신행 원장님과 작업한 ‘신
농정 구상’이 김영삼 정부의 농정기조가 되었고, 원장
님은 농림부장관으로 취임하는 영광도 함께했다. 계
속되는 야근과 밤샘작업에 아내와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지혜롭게 일하지 못해 가족들에게 잘
못한 것을 후회한다.
연구원 개원 40주년을 축하, 축하한다. 연구원을 생각
하면 항상 기쁘다. 고향집 어머님 품속에 온 것 같다. 젊
은 시절 훌륭한 선후배를 만나 꿈을 꾸고, 우정을 나
누고, 학문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다. 앞으로도 연
구원에서 받은 은혜를 주변에 나누며 살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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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생활 10년, 우보천리 연구자 되고 싶어
허정회

사계절이 돌아 어느덧 다시 가을이 찾아왔다. 무더웠던 여름을 쫓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올 한해 나의 연
구원 생활도 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지나가버린 계절의 나태함을 후회해가며, 더 나은 마무리를 위
해, 부지런히 움직여 일하는 요즘이다. 모든 우리 연구원 가족들도 마찬가지 심정이다. 바쁘고 쫓기는 마
음이 들 때면, 애써 망중한의 여유를 가지고자 혁신도시 근교의 작고 아담한 농촌 마을에 들르곤 한다.
며칠 전 다시 들렀더니, 고즈넉한 마을 길을 사이에 둔 논밭에 황금빛 물이 들어 장관이다. 익어가는 벼
를 바라보니, 익숙한 속담 하나가 떠오른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인간이 나이가 들어가며 더 배움을 쌓는 것은 종종 가을의 벼에 비유된다. 삶의 모든 경험은 거름이 된다.
실패와 성공이라는 이분법적인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가늠하기 힘든 깊은 의미가
깃들어 있다. 그러나 이 의미의 열매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닌 듯하다. 익어 갈수록 고개를 숙
이는 벼와 같이 겸손을 갖추고, 삶 속에 담긴 갖가지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삶의 선물 같은 것인 것 같다. 연구에서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완벽한 연구를 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오만이며, 그저 겸손한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듯 꾸준함을 갖춘 연구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연구자의 길일 것이다.
농업의 세세한 과업들에 대한 고민과 논쟁은 미루고 그저 그 근본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과
참 닮았다. 수많은 다른 방법과 수많은 다른 결과들이 있을지라도 결국 인간 안식처에 관한 탐구가 농
업 연구이기 때문이다. 살아낼수록 풍성해지는 삶과 맞닿아 있는 농업 연구의 현장에 몸담을 수 있어서
더없는 영광이다.
연구원이 40번째 생일을 맞았다. 연구원과 인연을 맺은 지 10년이 된 나 역시 적지 않은 시간을 연구원
과 함께하였다. 선임 박사님들께는 부끄럽지만 나름의 사명과 책임감으로 지내온 지난 시간이 떠오른다.
특히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서로 믿고 의지하며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다. 여러 선배님, 동료들께
이 지면을 빌려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늘 애쓰는
우리 연구원 가족들이 모두 하루하루 좋은 추억을 만
들며, 저마다의 삶 속에 숨겨진 보물 같은 의미들을
찾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런 추억과 삶의 조각들
이 모여 빚어질 앞으로의 또 다른 우리 연구원의 40년
미래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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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0주년을 맞는 전 직원 소감

강수진

연구원의 40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40년간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고민해왔듯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농업경제를 이끌어갈 대표선수라는
자부심을 갖고 연구에 매진하여 나날이 발전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기대하겠습니다.

강창용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경륜이 쌓인 불혹의 연구원이 정도로 가는 이정표를 고쳐 세우는 시기이다.
농경인들은 명철한 사고와 판단을 가지고 농민들이 보람을 가지고 희망속에서 살 수 있는 옳바른 미래농업을 위한
정책개발과 연구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나 역시 늘 깨어 있길 소망한다.

곽준덕

지난 40년간 우리 연구원은 한국 농업의 흐름을 좌우하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왔습니다.
그 물결이 앞으로도 더 크고 강해질 수 있게, 저를 포함한 연구원 식구들이 더욱 똘똘 뭉쳐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국승용

개원 40주년, 불혹(不惑)을 맞이하는 우리 연구원. 눈 앞의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농업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으며,
농민과 더불어 꿋꿋하게 나아가는 연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저도 함께 하렵니다.

권도은

뜻깊은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울창해질 미래의 KREI를 기대합니다.

김경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시간동안 쌓아온 성과들이 지금의 명성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40년도 응원하겠습니다.

김경필

우리 연구원이 개원 이후 지내왔던 서울 홍릉을 떠나 나주에서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낯선 지역에 위치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잘 극복하여 멋있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선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족의 기상 하면 고구려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고구려 역사 705년 동안 몽골지역을 포함한 중국
대륙에서는 35개 나라가 생겼다가 없어졌습니다. 이 중 19개 국가의 존속 기간이 40년도 되지 않습니다. 이점을 생각
하면 KREI의 40년 역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KREI 역사가 고구려처럼 705년 정도 지속되길 기원해 봅니다.

김다정

연구원이 개원 40주년을 맞이했다니 가슴이 참 벅차오릅니다.
지난 40년간 연구원을 지킨 것은 연구원분들의 뜨거운 열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 뜨거운 열정만은 변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연구원 식구들 모두 건승하기를 바랍니다!

김동원

KREI는 우리나라 유일한 농업정책 국책연구기관으로 지난 40년간 농업농촌의 발전을 견인해왔습니다.
앞으로 40년도 더욱 발전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씽크탱크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김라이

불혹의 나이를 맞는 연구원 40주년, 큰 전환점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연구원 직원으로서
함께 맞이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40년, 100년도 우리 연구원이 번창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숙

40주년을 축하합니다. 연구원과 동고동락하며 지내온 시간들을 떠올리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항상 새롭게 도약하고 성장하는 KREI를 응원합니다.

김미리

연구원 개원 40주년을 축하합니다! 40년 동안 이어온 역사가 바래지 않고, 신선한 농정 아이디어로 현장에서 누구나
웃으며 기억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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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김미복

40년 한해 한해 소중하지 않은 해가 없었을 것이고, 구성원들의 귀중한 노력이 모여서 이룬 역사일 것입니다.
돌아보면 평범하게 지나간 시간도 모아보니 소중하기 그지 없는 발자국이 되었네요.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을
앞으로도 보내겠지만, 다시 40년 후엔 소중하게 모아질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연구원 가족들이 있어 기쁩니다.

김미소

40년, 400년, 4000년, 40000년, 4억년… KREI여 영원하라!

김병률

개원 40년. 입사한 지 32년이니 입사 전 잠깐 계시다 나가신 분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아는 분들과 함께하는 축하라
가족 잔치와 같은 기분이다. 그 사이 김성호 연구위원을 비롯해 천국에 먼저 가신 분들도 보고 싶다.
함께 축하하고 싶어서다. 홍릉 시절 함께 야구하고 테니스 치며 어울렸던 분들이 유난히도 보고 싶은 건 왜일까?
그리움이 쌓인다.

김병철

늘 그렇듯이… 언제나 그렇게^^^
이제 연구원도 생애전환기인 40세가 되었네요. 건강도 살피면서 한층 도약하기를 기원합니다.
연구원 40주년 추카~~추카~~

김상범

인생도 40이면 아직 청춘. 앞으로도 계속 젊고 푸르른 청춘같은 연구원이 되길.

김상현

40년!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고 우뚝선 KREI. 그 역사 속에 조그마한 흔적을 남길 수 있어 가슴 뿌듯합니다.
연구원을 이끄셨던 선배님, 앞으로 이끌어 갈 우리 KREI 가족들 모두 사랑합니다.

김선웅

지난 4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사랑하고 농가가 신뢰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석

현재 이 시점에 우리나라에 필요한 농업정책은 농업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농업을 구성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정책, 기르는 가축의 건강과 동물복지를 위한 정책, 그리고 농업·농촌의 후견인이 될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종합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제 40세의 볼혹이 되는 우리 농경연은 이러한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는 농정연구의
산실이 되길 기대해 본다.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40년을 알차게 채워 온 선배동료 여러분의 땀과 노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생일을 맞는 우리 연구원 식구 모두 축하드리며 저도 기쁜 마음으로 자축합니다.

김용기

제 인생의 2막에서 인연을 함께 하게 된 연구원!
땅이 씨앗을 품어 썩어야 새 생명이 탄생하듯 연구원 품에서 40주년을 맞아 저의 삶이 새롭게 탄생하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렬

연구원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원훈인 ‘넓은 시야, 깊은 연구, 높은 긍지’를 평소에 실천해서 앞으로
‘더 넓은 시야, 더 깊은 연구, 더 높은 긍지’를 통해 농업·농촌·농업인·농촌주민들과 늘 함께하는 세계적인
싱크탱크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김원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원 40주년을 자축하며 선배연구자들의 공을 계승하고 과는 개선하여,
선배들의 뒤를 이어 한국 농정의 등대로서 역할하는 후배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정

KREI의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50주년이 훨씬 기대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김윤진

연구원 40년의 뿌리와 줄기가 되어주신 선배님들의 노력을 발판으로,
연구원의 찬란한 미래를 꽃 피우기를 기대합니다.

김정섭

혁신해야 할 때입니다!

김정은

우리 연구원은 그간 많은 직원들과 40년의 시간을 함께했다. 40년 속에 연구원을 가꾸고 이끌어준 숨결과 발길들이
가득하다. 연구부서와 지원부서의 우수한 인력이 앞으로도 진심어린 애정을 가지고 함께한다면 50주년은 더욱
기대할 만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함께하는 직원들과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
연구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김종민

개원 40주년 정말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농업경제의 씽크탱크의 역할을 잘 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홍릉에서 내려온지 올해로 3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점차 체계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 좋습니다.

김진년

내 나이와 같은 내 친구 KREI,지금처럼 앞으로도 선후배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자.

39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김창길

제가 입사할 때 10살이었던 KREI가 30년을 지나 마흔 살의 든든한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구원은 여러 선배님들과 연구원 가족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2018년은 40년 동안 이루어 놓은 역량을 기반으로 농정연구의 글로벌 싱크탱크로 도약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개원 50주년에는 세계적인 농정연구기관으로 우뚝 서길 기대합니다.

김충현

1978년 서울에서 시작하여 현재 나주에서 개원 4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 농업정책 연구에 앞장서는 싱크탱크로서 향후 100주년, 150주년, 200주년까지도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김태훈

연구원 개원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집니다.
흔히들 40년을 세상일에 미혹되지 않는 ‘불혹’이라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세상의 유혹과 흔들림이 많은 시기
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이 보다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김현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원 40주년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이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40년을 넘어 지속 가능한 국책연구기관이 되길 기원합니다.

김형진

현대 농업·농촌의 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을 넘어 100년으로 거듭나기 위해 도전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뤠잇!(Great!) KREI!

김혜경

40년을 만드는 데 있어 늘 함께한 연구원 가족들! 앞으로 함께할 시간에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김홍상

불혹의 나이에 들어선 연구원이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정 설계 및 정립의 중추적 역할자로 발전하길 바란다.

남기천

100년을 맞을때까지 지속가능한 연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숙경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애써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역사 앞에 더욱 더 겸손해지고, 도약하길 바라봅니다.

노수정

다양한 농정연구를 통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해, 농업전망 2018의 대주제처럼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해왔던 연구원의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40여 년간 연구원을
발전시킨 연구원 선배님들의 땀과 열정을 계속 이어받아 연구원이 40주년이 아니라 50주년, 100주년, 그 이상이 될
때까지 항상 우리 곁에서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상진

불혹의 나이, 이제는 남 눈치보지 말고 하늘(농민과 국민)을 바라보며 장기적 비전의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명수환

연구원보다 나이가 많아도, 연구원보다 나이가 어려도 40주년을 기념하는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고 있기에,
더욱 소중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한필

따뜻한 마음들을 이어주고, 다채로운 생각들을 모아주며,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만드는 데 힘써온 너의 지난 40년에
경의를 표한다. 젊은 날에 만나 이제 함께 불혹을 넘겼으니, 앞으로의 힘차고 멋진 여행도 같이 가자꾸나.

박기환

40년을 무탈하게 버틴 것은 구성원들의 땀과 노력이라는 자양분 덕택이 아닐까요.
사람 중심의 연구기관으로서 앞으로 400년을 더 너끈히 버텨내길 기원해 봅니다.

박대식

자신의 운을 트이게 하는 것은 남을 배려하고, 격려하며, 칭찬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연구원 가족들도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며, 칭찬하면서 즐겁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농업인들 및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합시다!

박미성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수명이 80년이라고 하는데, 어느덧 연구원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의 절반인 40주년 생일을 맞이
하였습니다. 연구원이 격동의 시기를 지나 성숙의 단계에 이르른 만큼 성숙의 미가 더 깊어지고, 생기 발랄한 후배님
들의 기발한 창의력으로 생동감 넘치는 연구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성진

40주년을 축하합니다. 강산이 네번 바뀌는 세월의 일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왜냐구요?? 세월의 일부를 함께함으로 나는 행복해졌으니까요.
앞으로도 장구한 시간동안 농업인, 이해관계자는 물론 원내 가족들에게 꿈과 희망,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연구원이 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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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농업의 성장을 이끌어오면서 쌓은 많은 지식과 경험이 앞으로의 40년을 더욱 빛나게 하리라 믿습니다.
KREI의 더 많은 활약 그리고 빛나는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박승현

지나간 40년, 앞으로의 400년을 위해 우리 모두 화이팅!

박시현

연구원과 함꼐 한 지난 32년 동안 연구원은 제 삶의 긍지였고 저희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나무도 옮겨 심으면 3년 동안 뿌리 않이를 한다고 합니다.
연구원이 이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굳건한 뿌리를 내려 거목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박준기

열심히 달려온 40년은 ‘긍지와 자부심’이었습니다.
앞으로 40년은 ‘마음이 열려있는 연구원, 토론이 살아있는 연구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박지연

40년 역사와 함께하게 되어 뜻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무궁히 발전하고 번창하는 연구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박현준

40주년!
연구원의 역사만큼 이제는 떠나온, 홍릉의 자부심을 가졌던 내부정원이 있던 빨간벽돌본관과 주위 신록 푸르렀던,
40년역사 중 많은 시간을 차지했던 그곳을 너무나 그리워하지만 이제 이곳 나주에서의 연구원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릴거라 생각합니다.
이곳을 지나간 많은 분들이 떠오르고 그립습니다.
40주년을 축하하며 이글을 쓸 수있는 행운에 감사드립니다.

박형호

나보다 12살이나 나이가 많은 연구원이 나이가 아닌 춘추라는 말이 어울리는 세월이 올때까지,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박혜진

세월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지는 나와 KREI! 젊은 시절 내 모든 추억이 담아 있는 곳! 생각할수록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거리는구나~!! 늘~ 지금처럼 함께 있어주길 바랄께!!! 고생했다, KREI! 앞으로도 역시 KREI답게 전진하자!

배지윤

40주년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민과 농업, 농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변승연

40년이라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동안 한국의 농업, 농촌관련 정책에 힘쓰신 모든 연구원분들 고생하셨고,
50년, 60년, 100년 이후에도 우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농촌 분야에서 지금과 같이 우수한 연구기관으로써
굳건히 자리매김 하기를 바랍니다. you can do it, i can do it, we can do it!!!

변재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40주년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40년을 넘어 100년을 밝히는 그런 연구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서강철

연구원 개원 40주년을 맞이하여 구성원들간의 소통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개인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어
한국 농업 발전에 더욱 이바지 할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대석

꿈과 열정으로 일궈낸 KREI 40년!
흔들림 없이 더 멀리 힘차게 도약하는 우리 KREI가 되길 기원합니다.

서정필

농업과 민족을 사랑하며 타오르던 청춘의 열정이 노련하고
부드러운 연구의 품격으로 사십년의 결정를 맺어가는 농경연.

서형주

한국의 농촌을 연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이해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연구진들이 함께 모여 지난 40년을 일궈왔기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40주년은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서홍석

우리 연구원 40주년을 축하하며, 40년 후 멋진 연구원을 기대합니다~

성재훈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책연구기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주인

농업·농촌의 변화와 함께해온 KREI의 지난 40년.
이제 새로 맞이할 40년은 농촌에 미래가 있다는 걸 우리 스스로 증명하는 시간으로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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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석

연구원 40년. 축배를 들어야겠네요. 우선 지금까지 묵묵히 제역할을 다 한 것을 축하합니다.
40년의 시간에서 절반가까이 함께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즐거운 일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함께 가면 모두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 농업과 농촌을 든든하게 지키는
든든한 나무가 되는 KREI가 되면 좋겠습니다.

손미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40주년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위기극복을 위한 연구원의 끝없는 고민과 연구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길잡이가 되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송미령

KREI의 40주년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KREI를 만든 많은 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견고하게 빛나는 KREI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송성환

40년 동안 농정연구의 산실로 자리매김해 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앞으로 40년은 농정의 리더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내길 바랍니다.

송영민

대한민국 농업 발전에 있어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염원합니다.

송우진

40년 세월 한 길을 걸어온 연구원과 연구원 식구에게 자축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 세월에 새겨있는 희망과 성취, 그리고 기쁨이 다가올 40년에는 더 촘촘하게 새겨지길 바랍니다.

심긍섭

개원 10주년은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던 해로 제법 상큼했고, 20주년은 IMF 외환위기 속에서 뭔지 모르게 바쁘게 지나
가더니 30주년에는 제법 어른스럽게 손목시계를 차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축하행사를 했다.
개원 37주년이 되던 해에 서울에서 나주로 이사하여 금년에 개원 40주년을 맞이하는 즈음에 이르러서야 둔감했던
나의 인생을 연구원 역사와 함께 돌아보게 한다.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기억을 뒤로 하고, 앞으로 더욱 힘차게 발전해 가는 연구원을 그려 본다.

심재헌

연구원의 40년, 나의 40년, 어느덧 같이 불혹이 되었네. 앞으로도 쭉 함께 하자!

안 석

40년동안 농업·농촌의 반가운 친구 또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를 지켰듯이,
다가오는 미래의 농업·농촌이 의지하고 믿을만한 길잡이와 벗이 되기를

안현진

The old has gone, the new is here!

어명근

창립 7주년해에 입사해서 어느덧 40주년이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연구원들 월급 봉투를 만원권이 부족하다고 천원짜리 300여 장으로 팽팽하게 채워주던 시절,
구관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주간업무보고 자료를 등사기로 밀던 기획실 직원들 모습도 눈에 선하네요.
앞으로 40년 아니 100주년 넘도록 일익 번창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될 것으로 성원합니다.
- 명예연구위원 2호

염정완

40년 동안 연구원 선배님들이 만들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연구원 전체가 힘을 모아
국내외 최고의 국책연구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오새라

연구원 개원 40주년을 함께 기념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연구원이 있기까지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내일의 연구원이 보다 발전된 모습일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구원 가족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길 기원합니다.

옥치목

창립 40주년(나에겐 입사 40주년), 부지런히 달려온 지난날을 되돌아 보니 가슴이 벅차다.
막히면 뚫고 닫히면 열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오늘의 연구원은 만들어졌다.
이제 40년 출발선에서 다시 감동의 400년 역사를 만들어 가자.

우성휘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생장한 나무들은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때마다 나이테가 하나씩 생겨난다고 합니다.
나무로 치면 40개의 나이테를 갖고 있는 연구원의 지금이 자랑스러운만큼, 앞으로도 세월을 이겨내고 전진해나가며
항상 찬란하기를 바랍니다. 연구원의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원동환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농업·농촌과 함께 해온 40년의 역사를 지닌 연구원은 우리 농업·농촌의 얼굴과 같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노애락이 담긴 얼굴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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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연

40년의 한국농업의 중심이 되었던 연구원이 400년의 큰 나무처럼 한국농업의 기둥이 되길 희망합니다.
오랜시간 함께한 KREI 가족 모두 사랑합니다.^^

유은영

지난 시간동안 농촌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연구자 선배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유정인

20대 중반의 나름 파릇(!)한 나이에 연구원에 입사를 했는데, 지금은 마흔이 훌쩍 넘는 나이가 되고
연구원도 40주년을 맞이하니 먼가 동질감이 느껴집니다.
수많은 인연들이 얽혀서 연구원을 꾸려가고 성장시키는 그 안에 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뿌듯해지는 순간입니다.
KREI 화이팅~!! ^^

유주영

우리나라 최고의 농업·농촌연구원인 KREI의 40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뿌리깊은 나무처럼 흔들림 없는 연구원으로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유혜영

장광에 햇살은 쏟아져 내리고 / 미닥질 소금밭에 소금발은 서는데 /
짠맛 쓴맛 매운맛 한데 어울려 / 설움도 달디달게 이어가는 맛 (전라도 젓갈/ 문병란)
나주로 내려와서 음식점에서 자주 접하는 전라도 젓갈.
위의 싯귀처럼 역사나 시대의 아픔이 없는 시절이 있겠냐만은 설움도 곰삭으면 이렇게 달디달게 되는 게 아닌가 싶다.
앞으로 연구원 가족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만들어갈 40년~ 연구원의 도약과 많은 발전을 기대해본다.

은종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40주년을 축하합니다.

이계임

도전과 고난을 이기고 농업계의 중심으로 우뚝 선 연구원의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40년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써내려간 보고서들은 빛나는 고전이 되고, 현실의 해결서가 되고, 미래의 등불이 되
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때론 따뜻하게 격려하고 때론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연구원의 앞날을 이끌어 나갑시다.

이대섭

우리 연구원이 40년 동안 축적한 정보와 동료애가 빛을 발하는 40주년이 되길 바라며,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글로벌 연구원으로 거듭나길 희망합니다.

이두영

40년 불혹의 전통은 폭 깊은 연구에 면면히 이어지지만,
항상 생동하는 청춘이 활발한 연구활동 속에 이루어지는 연구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원 40주년 축하합니다!

이상민

불혹을 맞은 연구원은 어떤 일에도 혹하지 않는 굳센 의지를 가지고
자존감 높은 씽크탱크로서의 위상을 만들고 지켜가기 바랍니다.

이수환

40년의 세월동안 우리나라 농정을 책임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는 FTA이행지원센터의 일원으로 몸 담고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FTA이행지원센터 식구들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이연옥

지난 40년간 한국농업의 발전과 농정의 선진화에 기여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이용선

우리는 선배님들과 지난 40년을 어떻게 걸어왔나. 다가오는 40년은 후배님들과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이 원

40년 동안 피어난 KREI는 지나온 선배들의 열정과 꿈이 서려있고 앞으로 새로 피워야할 KREI는 우리의 열정과 꿈을
담아 키워야 합니다.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 우리와 선배들이 만들어낸 KREI를 지키고 가꿔 줄 후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또 그들이 만들어낼 KREI를 응원하고 격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연

연구원에 발을 들이면서부터는 나도 연구원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나이를 먹고 있다.
내 삶의 많은 부분에 연구원이 담겨 있고 나도 연구원의 일부가 되어 간다.
연구원의 나이 마흔살에 연구원 가족들의 희로애락이 함께 숨쉬는 이유이다.

이정현

78년 동갑내기 친구 우리 연구원 KREI, 올해 40살 지금 너와 나는 무엇을 해야할까?
또 40년이 지나고 나면, 너와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우리 함께 고민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보자.
함께한 지난 추억에 감사하고 함께할 미래 앞에 가슴이 설렌다.

이청은

대한민국 농업의 성장과 함께 앞으로도 성장해 나가는 KREI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40주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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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용

연구원의 40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람의 나이 ‘불혹’이 갖는 의미처럼
흔들림 없이 농업·농촌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잡아주는 연구원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호종

따뜻하고 정이 있는 연구원!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농업·농촌의 미래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임상헌

농촌경제연구원이 어느덧 40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래된 나무의 뿌리가 굳건하듯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으로 지금의
농촌경제연구원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농업분야의 핵심 브레인으로서 더욱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임소영

수많은 선배들의 땀과 열정이 이어져 오늘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우리 연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임수현

지난 40년 동안 내·외부 환경변화에도 연구원이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내부 직원간의 화합과 소통이 잘 되었기 때문
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연구직, 행정직, 공무직 직원 모두 합심하여 연구원을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임영아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을 생각한다면, 아직은 젊디 젊은 우리 연구원!
앞으로도 건강하고 유익한 연구를 하며, 만수무강하길 바랍니다.

임지은

개원 40주년을 축하합니다. 연구원에 몸 담았던, 몸 담고 있는 모두의 열정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지요?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는 연구원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KREI가 농업·농촌 분야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으로 영글어 가길!

임채환

40살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100살이 되는 그 날까지, 저도 최선을 다하여 같이 뛰겠습니다!

임효빈

사람이라면 중년에 속하는 나이에, 대내외 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젊음을 응원합니다.
4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다정

KREI라는 울타리에서 만난 인연이 앞으로도 소중하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전영현

연구원의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나라 농업농촌을 위해 힘써주시는 연구원 가족분들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늘 좋은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 400주년까지 가~자!

정동열

40년간 농촌 경제를 위해 힘써 온 연구원이 자랑스럽습니다.
40주년을 도약으로 앞으로 80년, 120년, 400년까지 쭉 농촌경제에 이바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문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성과를 디딤돌 삼아,
나주에서 40년, 농업·농촌 연구의 자유로운 지식 공동체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민국

40주년 개원을 맞이하여 연구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연구원 원훈인 넓은 시야, 깊은 연구,
높은 긍지를 통해 연구원의 가치를 높이고 연구원 식구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길 바래요

정 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40년을 함께 맞이할 수 있어 기쁩니다. 더나은 우리 연구원의 50년 60년.
또한 모두 다 함께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정길

대한민국 삼농연구의 동량 KREI, 불혹(不惑)을 맞았으니 어떠한 환경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농업강국의 꿈 실현을
위해 더욱 정진하여라!
我衷心祝贺韓國農村經濟硏究院成立四十周年,並希望韓國農村經濟硏究院能持續發展!

정학균

40년간 축적된 연구 역량의 뿌리를 기초로 활발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농업·농촌과 국가에 기여하는
연구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호근

우리 회사의 40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한국농업의 새로운 도전과제에 슬기로운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의 국책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해나갈것을 확신하며 그간 선배님, 동료, 후배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남욱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걸어온 시간이 제 나이보다 더 많네요. 긴 시간 동안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연구해 주신 모든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조성주

정신 똑바로 차리자.

조원주

지난 40년간 한국 농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앞으로도 우리나라 농업발전을 위한 최고의 국책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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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조태희

함께 길을 걸으며 힘과 용기를 준 모든 분들이 있어서 연구원 생활이 참 행복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선후배님과 함께 울고 웃으며 만들어 온 연구원 40년의 역사가 바탕이 되어,
우리 연구원의 미래가 더욱 밝고 희망 가득하길 소망(所望)하며 응원합니다.

지성태

우리 연구원 개원 30주년은 2008년 중국에서 유학할 당시 중국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손님의 신분으로 축하했고,
개원 40주년은 연구원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 주인의 자격으로 축하하며, 개원 50주년은 연구원과 함께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축하할 것이다.

지인배

연구원 40주년을 축하합니다. 저도 연구원에 입사한지 19년째이네요.
이제 연구원을 떠나게 되었지만, 한국농업경제연구의 중추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더욱 더 발전하는 연구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최병옥

향후 40년은 400년으로!!

최병용

40년을 지나 50년을 넘어 100년까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농업의 튼튼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힘냅시다!

최선우

연구원 40주년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농업의 앞날을 밝히는 등불같은 연구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용욱

40년. 사람도 장성하여 한창 최고의 생산성을 발휘할 시기인듯 합니다.
우리나라 먹거리와 농촌에서의 삶을 풍성하게 함과 더불어, 우리나라 밖의 먹거리·농촌 삶도 조금은 더 깊이있게
돌이켜 볼 수 있는 대인배의 농경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의 40년도 화이팅!!

최용호

지금까지 40년 동안 대한민국 농업·농촌을 이끌어 온 우리 연구원!! 앞으로도 큰 변화의 물결 속에서 국민들을 위한
연구로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

나주에서 제2의 도전을 시작하는 한국농촌경제원구원의 앞날에 밝은 햇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최지선

지난 40년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쩌면 그보다 더 크게, 일하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연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지현

개원 40주년을 넘어서 앞으로도 한국농정의 진정한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길 바랍니다.

한근수

개원 40주년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게 굳건히 자리를 지켜 40년을 더해 80주년, 아니 100주년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보현

최고의 국책연구기관을 목표로 지난 40년간 걸어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바람직한 행보를 앞으로도 이어가길
바라며, 함께 길을 만들고 걸어온 KREI 가족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칩니다.

한석호

개원 40주년만큼 자타가 공인한 성숙한 국책연구기관이 되었다는 것을 금년 농업전망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불혹의 나이만큼 객관적이고 냉철한 정책연구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정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구로서 연구원 선배들이 지난 40년 간 우리나라 농업 정책 연구에 기여한 바에 자긍심을
느끼며, 지금의 노력과 위상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한천희

40주년… 농촌경제연구원… 무수한 많은 이야기와 사람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우리 삶의 터전인 연구원.
앞으로 50년, 100년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한태녕

온갖 유혹에 미혹되지 않는 불혹(不惑), 개원 40주년을 맞이하여 연구원이 30대의 성숙함과 10대의 역동성이
함께하는 연구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선배님들이 만들어오신 것처럼 한국 농업과 농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관으로 오래 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허 덕

홍릉시대가 지난지도 벌써 3년째 접어들었네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상우동산’, ‘정일가든’, ‘정환레이크’, ‘진교’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직 나주에선 이런 정겨운 이름이 언뜻 떠오르진 않네요. 그나마 ‘연리지‘라는 비오톱 이름이 ‘크레이지’였다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주 시대에도 정겨운 추억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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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윤

연구원 개원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0년 중 상당기간을 함께하신 연구원 선배님들께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50주년, 60주년, 70주년을 지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 장

나의 이번 생애는 연구원과 함께… 만24세 청년으로 입원해서 몇 달 뒤 연구원의 8번째 생일을 맞았었는데
이제 만57세 장년으로 연구원의 40번째 생일을 맞게 되니 그럴만 하네요.
세월은 흘러가도 항상 젊어서 새롭고 활기찬 연구원이기를 바랍니다.

홍승택

언제나 지금처럼 국가의 농업농촌을 위해 힘쓰는 국책역구기관으로 남길 바랍니다!

황민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음식에 빛을 내주는 당근, 양배추처럼 농업계에 빛을 내주고 있습니다.
40주년에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황민현

연구원의 40주년을 축하합니다.~
앞으로의 40년도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연구원이 되길 기원합니다.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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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YEARS HISTORY OF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978

1988

1998

6장
자료집

수행과제 수
조직 및 기구의 변화
역대 원·부원장
임직원 명단
퇴직자 명단
서훈표창자 명단
인사교류
농경토론회 및 원내세미나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
국제세미나
연도별 결산실적
전산화 연혁
연도별 주요일지

2008

2018

자료집

수행과제 수

1978~ 2017년까지 과제 수
연도

1978~1985

1986~1995

1996~2010

2011~2017

계

횟수

554

687

2,017

1,276

4,534

연도

과제수

연도

과제수

1978

52

1999

110

1979

78

2000

132

1980

58

2001

131

1981

72

2002

136

1982

67

2003

144

1983

61

2004

168

1984

101

2005

167

1985

65

2006

148

1986

82

2007

152

1987

80

2008

168

1988

89

2009

176

1989

67

2010

172

1990

55

2011

173

1991

54

2012

176

1992

50

2013

193

1993

66

2014

197

1994

66

2015

175

1995

78

2016

188

1996

75

2017

174

1997

66

1998

72

계

4,534

※ 연차보고서에 1978~1990년도까지는 보고서 발간 개수 기준(1991년도부터는 과제 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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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웅, 권태진

R102

장기식량수급모형에 관한 연구

주용재 외

R103

고령화추세에 따른 농업구조 조정 및 제도개선 방안

김운근 외

R104

주요농작물 종자 생산 및 공급체계개선에 관한 연구

윤호섭 외

R105

농업기술수준의 국제비교연구

윤호섭, 어명근

R106

농약수급에 관한 연구

강정일 외

R107

한국농업의 발전모형연구

허신행 외

R108

축산진흥을 위한 장기발전연구

허신행, 이성규

R109

정주생활권 설정 및 유형화

최양부 외

R110

정부양곡관리 및 관측에 관한 정책시뮬레이션 모형의 활용방안연구

명광식, 이장호

R111

농가자산 및 차입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종혁, 박성재

R112

협동조합유통사업의 발전방향

허길행 외

R113

제6차5개년 농업부문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이정환 외

R114

농수산물 관세제도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연구

김기성, 김형모

R115

지역농업 개발을 위한 농촉산물의 입지배치에 관한 연구

유승우, 강봉순

R116

농업재해보험 도상연습의 평가분석에 관한 연구

이중웅, 최경환

R117

농가경제조사업무 개선연구

김병호, 이장호

R118

청과물가공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이영석, 박문호

R119

비료판매제도 개선방안 연구

강정일 외

R120

농림수산물 수출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옥, 김형모

R121

농수산물 수입부과금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이재옥, 김동민

R122

농어촌의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보건소조직의 활성화 방안

민상기, 허 장

R123

우유 수급균형유지방안에 관한 연구

허신행 외

R124

주요 농산물의 수매비축제도 개선방안

하현철, 허신행

R125

농업기계유통 및 사후봉사에 관한 연구

강정일 외

R126

농업부문 장기인력수급에 관한 연구

이정환 외

R127

일본과 대만의 식량정책 비교 연구

명광식 외

R128

지방정부의 행정조직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이홍렬, 양정묵

R129

지방정부 예산편성제도 개선방안연구

이홍렬 외

R130

농촌제도금융시장의 구조분석

서종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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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R131

농촉산물 생산자단체의 조직활성화방안 연구

현공남 외

R132

농수산물 유통정보체계 개선방안 연구

허길행 외

R133

농촌공업과 농공지구 개발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서종혁 외

일본의 농촌공업개발제도와 추진실태

서종혁 외

R134

농업관련세제 개선연구

김기성, 김호년

R135

농지임대차제 정립을 위한 조사연구

김성호 외

R136

소 수급안정과 유통구조개선대책에 관한 연구

유철호 외

R137

감귤농가의 경영실태 및 경제분석

이중웅 외

R138

주요 수산물의 수요공급 및 가격구조에 관한 연구

박성쾌, 옥영수

R139

산지개발 및 이용확대방안

이광원 외

R140

농업재해보험제도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김성호 외

R141

농업부문의 투융자동향과 효과

이정환 외

R142

내수면어업 생산고통계조사 개선방안

옥영수 외

R143

농촌도로체계의 설정연구

최양부 외

R144

농어촌 부업단지 육성사업의 평가와 대책

이동필, 김경덕

R145

농촌정주생활권의 특성비교연구

이정환 외

R146

축산물 장기수급안정대책에 관한 연구

허신행 외

R147

R133-별책부록

농지관리 위원회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김성호 외

R148-01

통합농업정보시스템: (1)통합농업정보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

박세권 외

R148-02

통합농업정보시스템: (2)수도작 생산량 예측시스템 전산모형 개발

박세권 외

R148-03

통합농업정보시스템: (3)축산물 유통정보 예측시스템 전산모형 개발

이장호, 서보환

R149

농가소득의 결정과 분배

이정환 외

R150

자유시판비료의소비 및 유통실태 조사연구

강정일 외

R151

지역농업개발모형과 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최양부 외

R152

양곡정책의 장기방향정립 연구

명광식 외

R153

주요국의 농립수산물 구출입제도 및 전략에 관한 연구

이재옥, 김동민

R154

뉴라운드에 대응하는 농림수산물 수출입정책방향-수입부문을 중심으로

김기성, 김형모

R155

낙농경영형태별 사료이용실태와 경영개선방향연구-경기일원의 낙농가를
중심으로

유철호 외

R156

농수축협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서중일, 한상립

R157

농가의 정책수용에 관한 조사연구

이중웅, 이영석

R158-01

산지개발행정기능 강화방안 : 1)산지이용 관련 법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윤원근, 이광원

R158-02

산지개발행정기능 강화방안 : 2)산지관련행정체계 및 조직개편방안

이광원, 양정묵

R159

농어민년금 및 사회보험제도 연구

정명채 외

R160

야채류농가출하체계에 관한 연구: 양파를 중심으로

허길행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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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R148-04

통합농업정보시스템: (4)돈육가격예측 전산모형 개발

박세권 외

R148-05

통합농업정보시스템: (5)동기작물식부면적예측 전산모형개발: Markov
Chain 기법을 이용하여

박세권 외

R148-06

통합농업정보시스템: (6)농업 데이타베이스 구축의 발전방향 : 통계 데이타
베이스의 관점에서

박세권 외

R161-01

농공지구개발사업의 파급효과분석 연구(1차연도) : 1)강원 횡성군 묵계농공
지구사례

최양부 외

R161-02

농공지구개발사업의 파급효과분석 연구(1차연도) : 2)충북 진천군 신정농공
지구사례

김형화

R161-03

농공지구개발사업의 파급효과분석 연구(1차연도) : 3)경남 함양군 이은농공
지구사례

황연수

R162

1987년도 농업재해보험제도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김성호 외

R163

농가의 채무이행과 금리부담에 관한 연구

서종혁 외

R164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정명채, 이영대

R165

양곡 및 주요식품 소비량 조사업무 개선에 관한 연구

박세권, 이장호

R166

농지의보전 및 이용합리화 방안연구-농지보전방식 전환을 위한 접근

김성호 외

R167

행정구역의 합리적 조정방안

최양부, 윤원근

R168

전략적 농산물의 선택과 생산조정방안 연구

허신행 외

R169

농어민연금제도의 연구

정명채, 이영대

R170

돈육의 수출촉진방안 연구

이재옥, 김동민

R171

중국의 농림수산물 생산 및 무역현황 분석

김원태, 김형모

R172

기계화 대농경영의 합리화 방안

이중웅 외

R173

미곡수급여건 변화와 양곡정책의 재조정 연구

윤호섭 외

R174-01

지역농업구조의 특성과 발전전략 : 1)충북 지역농업 사례

성진근

R174-02

지역농업구조의 특성과 발전전략 : 2)전북 지역농업 사례

박정근, 소순열

R174-03

지역농업구조의 특성과 발전전략 : 3) 제주지역 사례

현공남

R175

농업금융 공급체계개선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설광언, 기칠능

R176

수산재해에 따른 양식공제시헙사업 설계: 귤 수하식양식을 중심으로

박성쾌 외

R177

연안어장의 이용롼수 관한 기초연구

박성쾌 외

R178-01

농공지구개발사업의 파급효과분석 및 사후평가연구(2차연도) :
1)강원횡성군 묵계농공지구 사례

김경덕, 유승우

R178-02

농공지구개발사업의 파급효과분석 및 사후평가연구(2차연도) :
2)충북 진천군 신정농공지구 사례

김형화

R178-03

농공지구개발사업의 파급효과분석 및 사후평가연구(2차연도) :
3)경남 함양군 이은농공지구 사례

황연수

R179

농업자재시장의 구조분석

강정일 외

R180

산지자원화를 위한 지원정책방향

김영훈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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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84

임산물 유통개선 및 가격안정에 관한 연구: 견과류 및 버섯류를 중심으로

허길행 외

R186

원양오징어의 국내반입관리에 관한 연구

박성쾌 외

R187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대책에 관한 연구

이재옥 외

R188

정주체계에 따른 농촌중심지 기능분석

이정환 외

R189

원화절상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설광언, 권오상

R174-04

지역농업구조의 특성과 발전전략 : 4)충남 지역농업 사례

김철호

R174-05

지역농업구조의 특성과 발전전략 : 5)전남 지역농업 사례

박준근

R174-06

지역농업구조의 특성과 발전전략 : 6)경북 지역농업 사례

김충실

지역농업구조의 특성과 발전전략 - 충북전북제주 지역협의회 보고서

김병택, 정정석

R181

농업재해보험제도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김성호 외

R182

식품가공산업과 농업과의 연계방안: 축산가공업을 중심으로

백종희, 박문호

R183

농가의 중장기 금융자금 수요분석

서종혁, 박성재

R185

보리재배 기계화에 관한 연구

강정일 외

R190

양곡관리 전산시스템설계에 관한 연구

박세권 외

R191

한·중 농산물 교역전망과 수출경합에 관한 연구

김형모

R192

수도권 주변지역의 농업구조변화에 관한 조사연구

이영석

R193

경제작물(고추담배)재배농가의 경영성과와 변동요인분석

이중웅, 전창곤

R194

농지가격형성에 관한 연구

김정부

R195

민간소유대규모 간척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박석두

R196

농지개혁법에 관한 대법원판례 연구

김기성

R197

경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생산체계정립 방안 연구

이정환 외

R198

식품가공산업 관련 행정업무의 합리화 방안

강정일 외

R199

유제품시장개방에 대비한 원유가격차별정책 연구

허 덕, 허신행

R200

농산물 시장개방의 영향과 대응 전략

허신행 외

R201

사유림 협업경영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이광원 외

R202

양계계열화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유철호 외

R203

영세농의 생활과 복지실태

정명채 외

R204

농작업사고대책과 농업노동재해보험연구

정명채 외

R205-01

농공지구개발사업의 파급효과분석 연구(3차연도) :
1)강원 횡성군 묵계농공지구 사례

김경덕

R205-02

농공지구개발사업의 파급효과분석 연구(3차연도) :
2)충북 진천군 신정농공지구 사례

김형화

R205-03

농공지구개발사업의 파급효과분석 연구(3차연도) :
3)경남 함양군 이은노공지구 사례

황연수

R206

농수산물 저장시설의 적정입지와 규모 분석

김명환, 김진석

R207

농촌지역 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거시적 연구

성진근 외

R174-별책부록-2

1989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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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발행연도
1989

번호

성진근

대단위 매립간탁실태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윤호섭

R148-07

통합농업정보시스템: (7)관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유통정보시스템 설계
및 구현

서보환 외

R148-08

통합농업정보시스템: (8)농업관측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이장호 외

R208

R148-별책부록-1

통합농업정보시스템 - 농업관측모델 베이스 시스템

R148-별책부록-2

통합농업정보시스템 - 모델 데이터 베이스 검색시스템

R174-07

지역농업구조의 특성과 발전전략 : 7)경기 지역농업 사례

유승우

R174-08

지역농업구조의 특성과 발전전략 : 8)강원 지역농업 사례

윤경호

R174-09

지역농업구조의 특성과 발전전략 : 9)경남 지역농업 사례

김병택, 정정석

지역농업구조의 특성과 발전전략 - 경북충남전남 지역협의회 보고서

김병택, 정정석

R209

기계화연농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육성방양

강정일 외

R210

농수산 정책자금 지원제도 개선방안

서종혁 외

R211

농지의 이용 및 유동화 전개방안

김정부 외

R212

전업농 육성과 영농조직 활성화 방안

김정호, 김홍배

R213

농촌 생활환경 정비와 면 단위 정주권 개발방안

이정환 외

R214

주곡 가격정책의 평가와 조정방향

정안성 외

R215

농림수산부문 재정 현황과 개선방향

설광언 외

R216

농업구조정책의 목표와 지원시책

이정환 외

R217

수입 개방화에 대응한 사과 ㉠동농가의 생산성 제고방안

이중웅, 전창곤

R218

화훼산업 육성방안

이영석, 김정호

R219

농수산물 유통마진 조사의 체계화 연구

성배영, 한상립

R220

농업자재 수입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강정일 외

R221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방안

백종희

R222

농지법 제정에 관한 연구

김운근, 김기성

R223

농지가격 변동과 파급효과 분석

김정부 외

R224

수산물 수입개방 대책연구

박성쾌 외

R225

근해어업 경영합리화 방안: 안강망어업과 채낚이어업을 중심으로

옥영수, 박성쾌

R226

산지소유와 묘지제도 연구

김성호 외

R227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농촌사회정책의 방향정립에 관한 연구

정명채, 최경환

R228

이농·탈농의 도시적응에 관한 연구

민상기, 정명채

R229

농촌인력의 체계적 육성방안

이영대, 정명채

R230

대두 관련 제품 수입자유화의 영향 및 대응 방안

윤호섭, 이계임

산림자원의 휴양 관광자원화 위한 기준설정 :
1) 산림휴양개발방법과 정책방향

이광원, 이덕순

R2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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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농촌 지역 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거시적 연구

R207-별책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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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서명(논문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발행연도

번호

1991

1992

책임자

산림자원의 휴양 관광자원화 위한 기준설정 :
2) 산촌휴양지개발방향과 휴양체계

이광원 외

R232

임업인의 효율적인 육성방안

장우환

R233

목재 유통 개선방안

안기옥

R234

농공지구 개발사업의 파급효과 분석

김경덕

R235

축산물 도매시장과 도축장의 적정립지와 운영개선

김명환, 김진석

R236

경제사회 발전과 농림수산업의 역할 변화

이정환 외

R237

농업부문 거시계정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서종혁, 황의식

R238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역할 분담과 기는 연계방안

성배영 외

R239

세계 농산물 교역질서 변화와 한국농업: UR농산물 협상타결 및 EC통합과
관련하여

최세균, 권오복

R240

양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돈육 수출 증대방안

유철호, 허 덕

R241

UR 이후 농가소득 보상방안

최정섭 외

R242

축산 관측모형 개발

유철호, 이철현

R243

UR 이후 농산물 무역정책의 방향

이재옥 외

R244

UR 이후 주요 농산물 수출 증대방안: 해외시장부문

최세균 외

R245

UR 이후 전략작목 선정과 국제 경쟁력 제고방안

이중웅 외

R246

전환기 양저의 종합적 개선방안

김명환 외

R247

쇠고기 시장 유통체계 개선방안

유철호, 이성규

R248

UR이후 주요 수산물 수출 증대방안

박성쾌, 김정봉

R249

UR이후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방향

옥영수, 신영태

R250-01

시범마을 종합정비계획 2000년대를 향한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구상 1:
경남 합천군 모산면 평촌리

이정환 외

R250-02

시범마을 종합정비계획 2000년대를 향한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구상 2:
충남 부여군 홍산면 홍양리

이정환 외

R251

농업전문인력의 확보와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정명채 외

R252

농가경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설계 및 구축에 관한 연구

이장호 외

R253

농업관련 조세제도 연구: 농지조세를 중심으로

김기성

R254

농업인력의 확보유지 및 교육훈련 방안

윤호섭 외

R255

일본의 농산물시장 조사연구: 신선채소루를 중심으로

이중웅

R256

대미 배 수출에 관한 조사연구: 해외 농산물시장 조사

최정섭 외

R257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제성과 운영에 관한 연구

김명환 외

R258

주요 청과물의 시장 유통체계 개선 방향

성배영 외

R259

화훼류의 시장 유통체계 개선 방향

성배영, 조명기

R260

주요 과실류의 스급 분석 및 전망

조덕래, 조재환

R261

시설원예농업의 실태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강정일 외

R231-02
1990

서명(논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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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발행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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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414

번호

서명(논문명)

책임자

R262

유기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실태와 장기발전 방향

서종혁 외

R263

품목별 장단기 수급예측모형의 비교검토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오치주 외

R264

한국 임업의 경제 분석

석현덕

R265

용도별 목재 수요예측을 통한 장기 조림정책 방향 연구

장우환, 석현덕

R266

UR이 수산양식에 미치는 영향과 기술 개발방안

김정봉, 박성쾌

R267

은퇴농어민에 대한 지원대책

정명채 외

R268

농촌 여성의 의식변화와 역할에 관한 연구

김종숙, 정명채

R269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의 장기 방향

이정환 외

R270

21세기를 향한 한국농업의 발전방향

한두봉, 김병률

R271

UR이후 세계 곡물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최세균 외

R272

일본 미국의 농업 투융자 동향

최정섭 외

R273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실태와 정책지원 방향

강정일 외

R274

위탁영농회사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전산 프로그랩 개발

오치주 외

R275

경제여건 변화와 농업정책의 파급영향 분석을 위한 모형개발

한두봉

R276

주요 농산물의 수급전망 모형개발

오치주 외

R277

과수부문의 장기 수급 전망과 정책과제

조덕래, 조재환

R278

농가의 정의에 관한 연구

김정호

R279

어가의 정의에 관한 연구

옥영수

R280

임업 및 축산관련 조세제도

김기성

R281

농지관리위원회 활성화방안

김정부, 백선기

R282

외국의 농지전용 허가기준: 일본과 대만을 중심으로

김정부, 백선기

R283

환경보전과 농업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오세익, 강창용

R284

OECD 가입과 한국 농업

윤호섭

R285

동식물 검역의 대내외 여건 변화와 대응방안

이재옥 외

R286

UR 이후 콩수급 관리제도 개선방안

김명환, 이계임

R287

대일 신선채소류 수출 확대방안: 신선오이를 중심으로

이중웅

R288

농산물 도매시장의 효율적 거래방식과 적정효율체계에 관한 연구

성배영 외

R289

쌀 생산 가공처리 및 판매의 시스템화에 관한 연구: 미곡종합처리장사업을
중심으로

박동규, 유남식

R290

쌀의 지역별 차별화 전략

서종혁 외

R291

전통가공식품 육성방안

이동필 외

R292

농촌계획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이정환 외

R293

지역 전략산업 선정에 관한 연구

어명근 외

R294

세계목재시장의 여건변화와 목재의 안정적 확보방안: 해외 조림투자의 활성
화 방안을 중심으로

석현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발행연도

1993

번호

서명(논문명)

R295

국유림야관리 특별회계와 국유림 경영 개선방안: 국특회계법 폐지에 따른
문제를 중심으로

이광원 외

R296

농가의 성격 변천에 관한 연구: 산업화에 의한 가족농의 구조적 변화분석

정기환

R297

한말 일제하 양반 소지주가의 농업경영에 관한 연구: 구례류씨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두순, 박석두

R298

토지이용형 농업의 경영체 확립에 관한 연구: 구도작 대농경영의 성립발전
을 위한 경영형태론적 접근

심영근 외

일본의 대규모 수도작경영의 실태와 정책과제

김정호 외

R299

위탁영농회가 운영 실태 조사연구

강정일 외

R300

농림수산 정보화 추진 현황 및 개선 방안

이장호 외

R301

영농조합법인의 실태와 육성방안

김정호, 박문호

R302

농산물 시장개방 영향 및 대책의 지역별 유형화

서종혁 외

R303

농업에 대한 국민의식과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김종숙, 민상기

R304

OECD 자본이동자유화규약과 한국 농업

윤호섭, 어명근

R305

농지소유 및 전용제도 개편의 영향과 대책에 관한 연구

김정부 외

R306

마늘·양파 주산지 육성방안

이중웅

R307

농산물 유통관련 서비스시장 개방과 대응방안

김동환, 전창곤

R308

종자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두순, 이영석

R309

남북한 농업부문 교역 및 협력방안 연구

김운근 외

R310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개혁과 전망

최정섭 외

R311

중국 향진기업의 발전과 농촌경제

고재모, 이일영

R312

농업부문 신용보증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박성재, 황의식

R313

시장개방 이후 식량작물의 중장기 수급대책

김명환, 이계임

R314

농업부문 총량지표중장기 전망

조재환 외

R315

농어촌특별세 운용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

김용택

R316

주요 농산물의 수급예측모형 개발과 농업관측 운영체계 개선

오치주, 이철현

R317

주요 채소의 수급안정방안

김병률

R318

주요 과일의 수급안정을 위한 기초연구

조덕래

R319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어촌마을 정비방안

박시현 외

R320

한말 일제하 양반 소지주가의 수지변화에 관한 연구-구례류씨가의 사례-

박석두, 이두순

R321

쌀 농업의 환경보전효과에 관한 연구

오세익 외

R322

수산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기성

R323

농가경영성과의 사례 연구

이영석

R324

WTO 체제하의 수산물 수입검사 및 검역에 관한 연구

옥영수, 김성채

R325

WTO 체제하의 태평양 연안국가와의 농산물 교역전망과 대응방안

이재옥 외

R326

농지규모화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김정부 외

R298-01

1994

1995

책임자

415

자료집

발행연도

번호

1996

1997

416

책임자

R327

농어촌 투융자사업의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김용택 외

R328

농가의 상속과 경영승계에 관한 연구

이성호, 김정호

R329

수도작 기계화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강창용 외

조직체 운영에 필요한 전산 프로그램 개발

정인걸

R330

주요 양념채소의 식부면적과 작황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이중웅, 이영석

R331

쇠고기 수입 자유화에 따른 한국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유철호 외

R332

농업관련 환경정책 분석모형에 관한 기초연구

김은순

R333

유통 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농산물 유통체계의 변화와 대응방안

김동환, 전창곤

R334

1990년대 후반 유럽연합(EU)의 농정전망

최정섭 외

R335

주요 식품의 소비구조 변화와 전망

최지현, 이계임

R336

농업관측사업 실행을 위한 기초연구

오치주 외

R337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촉진을 위한 도매시장 관리제도 개선 연구

허길행, 조명기

R338

지방자치시대의 농정의 발전방향

서종혁 외

R339

동북아역내 농산물무역 및 농업개발 협력의 현황과 과제
-중국 동북지역 러시아 극동지역 및 북한을 중심으로-

김운근 외

R340

주요 농산물의 PSE/CSE 추계

윤호섭

R341

WTO 체제에 대응한 일본의 농정전환에 관한 연구

김태곤

R342

통일 이후 산지제도

이광원

R343

버섯산업의 정책과제와 육성방향

이영석

R344

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한중일 어업관계 및 국내 어업대책

옥영수

R345

농업 시뮬레이션을 위한 일반 균형모형 개발

이태호 외

R346

무·배추의 생산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이중웅

R347

농어촌의 노인 복지실태와 정책방향

박대식 외

R348

WTO 출범이후 농산물 무역 자유화 논의 동향과 대책

최세균 외

R349

아르헨티나의 농업현황과 협력 가능성

최윤국

R350

사회주의 농업의 체제전환과 북한 농업의 전망
-중국과 동독의 구조개혁사례를 중심으로-

김운근 외

R351

농림사업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용택 외

R352

농지이용증진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김정부 외

R353

한말-일제초 농촌사회구조와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

박석두

R354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농산물 구매행태에 관한 연구

김종숙

R355

뉴질랜드의 농업개혁에 따른 농업 및 무역구조 변화

신승열, 최세균

R356

일본의 농정 추진체제에 관한 연구

김태곤

R357

무역·환경 연계 논의 동향과 우리 농업의 대응 방향

최정섭, 임송수

R358

원유품질 고급화의 경제분석 및 정책방향

허 덕, 신승열

R359

지방자치시대의 임정 발전방향

이광원 외

R329-01

1995

서명(논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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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7

1998

번호

서명(논문명)

책임자

R360

농림수산 조세제도의 변천과 발전방향

김기성

R361

환경보전형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오세익 외

R362

농기계의 지대별 적정공급에 관한 연구

이성호, 위용석

R363

사유림 대리경영제 연구

장철수 외

R364

농산물 수입개방의 영향평가와 수입관리 정책방향

이재옥, 최윤국

R365

농지거래실태에 관한 연구

백선기

R366

농축산물 콜드체인시스템 구축방안

허길행, 정은미

R367

화훼산업의 중장기 발전방향

이두순 외

R368

원예특작부문의 중장기 정책방향

김병률 외

R369

녹차산업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이중웅

R370

농업구조개선과 중소농대책

정명채 외

R371

농촌생활환경 정비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박시현, 박병오

R372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유승우, 민상기

R373

농가 여성의 노동력 구조와 경제활동 실태

정기환

R374

농촌복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박대식, 이영대

R375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김정부 외

R376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금융제도 개선 방향

윤호섭

R377

농업인력의 현황 분석과 중장기 수급 전망

김경덕

R378

국내 재배 한약재의 수급 전망과 유통체계 개선 방향

이동필 외

R379

무역 환경 연계 논의와 환경농업 정책과제

임송수 외

R380

영농규모화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김정부 외

R381

국민의료보험 통합과 농어촌 적용 대책

정명채, 박대식

R382

농지의 효율적 보전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부 외

R383

농산물 및 식품 관련 관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최세균 외

R384

농업통상의 여건 변화와 정책과제

이재옥 외

R385

주요 농산물의 대일 수출 증대방안

성명환, 최윤국

R386

농지전용에 따른 가격변화에 관한 연구

백선기

R387

농업부문 벤처기업 육성방향

김경덕, 황의식

R388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박성재 외

R389

절화 생산농가의 경영실태 분석

이두순 외

R390

축분비료의 생산 및 이용 활성화 방안

허 덕외

R391

과실류 소비행태에 관한 연구

이계임 외

R392

농산물 품질인증제도와 안정성조사제도의 발전방향

김명환 외

R393

농촌지역 토지비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유승우 외

R394

통일 대비 농림업부문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김운근 외

417

자료집

발행연도

1999

2000

2001

418

번호

서명(논문명)

책임자

R395

농촌 인구 과소화지역의 유형별 특성과 대책

정기환 외

R396

사유림 협업경영 활성화 방안

장우환, 장철수

R397

농업정책평가 분석모형 개발

이규천, 김정호

R398

농업부문 녹색GDP의 산출을 위한 기초연구

김은순, 김태훈

R399

농촌 지역특산품 개발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

유승우 외

R400

유리온실의 경영실태 분석

이두순 외

R401

육류 소비구조의 변화와 전망

이계임 외

R402

조사료 생산확대방안 연구

신승열 외

R403

포도 수급 전망과 정책과제

이중웅

R404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개선방향

박현태 외

R405

중장기 농가부채대책 방향

박성재 외

R406

농림부문 공공투자의 효율성 제고방안-농업생산기반정비투자를 중심으로-

김용택 외

R407

농업·농촌의 역할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박대식, 김정호

R408

농촌 쓰레기 관리의 현황과 개선방향

허 장외

R409

농어촌 의료 서비스 체계 개선방안

정명채 외

R410

외국의 농산물 수출지원 실태

어명근 외

R411

농축산물 유통경로간 효율성 비교연구

김병률 외

R412

환경농업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김은순, 허 장

R413

쇠고기 수입자유화와 한우산업 발전방안

허 덕외

R414

외식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대응방안

이철현, 김병률

R415

김치수요의 변화와 전망

이계임 외

R416

21세기 식량안보 확보방안

성명환 외

R417

지역단위 농업환경모형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허 장외

R418

도시지역 농지의 이용과 정책과제

박석두, 김홍상

R419

노령 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생산적 복지대책

박대식 외

R420

지역협동조합의 효율적 합병방안 연구

박성재 외

R421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이동필 외

R422

우리 나라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관리방식의 개선방향

임정빈 외

R423

임업부문 SOC 투자와 정책개선 방향

장철수 외

R424

가축 방역 시스템 강화방안

허 덕외

R425

주요 농축산물 안전성의 효율적 관리방안

최지현, 이계임

R426

WTO 체제하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방안

김병률 외

R427

농업재해대책의 실태와 개선방향

최경환, 박대식

R428

농촌 공동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송미령, 박시현

R429

한·중·일 농업발전 전망과 협력방안

강정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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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논문명)

책임자

R430

농업관측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이용선 외

R431

북한 집단농장의 분배제도에 관한 연구

김영훈 외

R432

농촌지역의 정보화 실태와 정보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이동필 외

R433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관리 및 표시에 관한 정책 연구

임송수, 박용하

R434

도시림 관리정책의 개선 방향

석현덕 외

R435

기초자치단체의 농정기능에 관한 연구

이규천 외

R436

한국농촌경제사회의 장기변화와 발전(1985∼2001)

오내원 외

R437

주요 과채의 주산지 구조와 지역간 경쟁력 분석

박현태 외

R438

농가의 소비지출구조 분석

김성용, 이계임

R439

중국의 농산물유통체계에 관한 연구

전창곤 외

R440

농산물 공동출하 유형별 효과 분석과 개선방향

허길행, 김경필

R441

지역단위 농업환경모형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김창길, 강창용

R442

농지소유 및 이용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박석두, 황의식

R443

농촌마을의 리더십 구조와 역할에 관한 연구

허 장, 정기환

R444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박대식, 최경환

R445

농업관련 NGO의 농정 참여에 관한 연구

김수석 외

R446

쇠고기 유통과 소비행태 분석

정민국 외

R447

북한의 농업인력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권태진, 김영훈

R448

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 비교 및 관세 감축효과 분석

최세균 외

R449

산촌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향

장우환 외

R450

벤처농기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이동필 외

R451

농업생태계의 물질순환 및 환경부하 분석

김창길 외

R452

국토계획체계 변화에 따른 농촌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송미령 외

R453

1990·1995·2000 농업총조사에 의한 농업구조 변화 분석

김정호 외

R454

쌀 정책평가를 위한 모형개발 연구

성명환 외

R455

농가의 미곡유통 실태 분석

박동규, 김혜영

R456

쌀 소비 행태 분석

이계임, 김민정

R457

농기계 사고 실태와 비용추정

강창용, 오세익

R458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실태와 발전 전망

전창곤

R459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식품산업의 성장과 구조 변화 요인분석

김철민

R460

농촌지역 사회자본의 존재 양태 분석

정기환

R461

작목별 농작물재해보험의 확대 가능성 분석

최경환

R462

POS 데이터를 이용한 우유 수요 분석

신승열, 정민국

R463

체제전환국의 농업금융제도 개혁과 시사점

박준기, 박성재

R464

농가경제 불안정 실태와 요인 분석

황의식, 문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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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65

북한 특구 농업개발 방향과 협력과제

김영훈 외

R466

산림사업법인의 실태분석

장우환, 장철수

R467

동북아 농업구조와 역내 농산물 교역구조

어명근 외

R468

중국의 쌀 수급 현황과 전망

정정길, 성명환

R469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 추진방안

김창길 외

R470

선진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와 국내 도입방안

최지현 외

R471

북한의 농업부문 개혁·개방 정책과 남북협력

권태진 외

R472

산지유통 혁신전략과 농협의 역할

황의식 외

R473

동북아경제협력체 창설의 농업부문 파급효과 계측

어명근 외

R474

쌀 관세화 유예 협상 시나리오 분석과 협상 전략

서진교 외

R476

중국의 경제성장과 한국 농업·농촌의 새로운 기회

권오복, 정정길

R477

쌀농업의 구조 변화 동향과 전망

김정호, 이병훈

R478

사회자본 측정지표 개발 : 농촌 지역의 사회자본과 지역사회발전에 관한
연구(2차연도)

정기환, 심재만

R479

농업·농촌관련 토착자원의 권리보호체계 수립 방안

김수석

R480

농업부문 사회갈등의 실태와 관리방안 연구 :
한·칠레 FTA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홍상, 심재만

R481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실태 분석

박대식

R482

주민참여형 마을개발사업의 평가와 모형 정립

송미령, 성주인

R483

농촌 지연산업 활성화 방안

박석두, 김태연

R484

중국 산동성의 채소류 생산 유통 수출 현황과 전망

김병률 외

R485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오세익 외

R486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 방향

김정호 외

R487

가축 사육두수 총량제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송주호 외

R488

한·ASEAN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비한 농업부문 기초연구

권오복 외

R489

농가소득보전 및 소득안전망 확립 방안

김용택 외

R490-1

도농간 소득 및 발전 격차의 실태와 원인 분석 :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간 소득격차 완화방안 (1차연도)

이동필 외

R490-2

농촌정주생활여건의 지역간 실태비교와 개선방향

김창현 외

R490-3

산업활동의 지역간 실태비교와 농촌지역 산업활성화

김정홍

R491

농촌농가인구 및 농업노동력 중장기 전망과 정책과제

김경덕

R492

지방농정과 지역농업개발 성공사례 연구

박문호, 허 덕

R493

지역축제가 농촌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유승우, 박경철

R475

한·일 FTA 농업부문 파급영향 및 협상전략

최세균 외

R494

기상 요인이 청과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

이용선 외

R495

우유 수급 전망과 조절 방안에 관한 연구

송주호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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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96

2005 DDA 농업협상 대응전략

서진교, 임소영

R497

아세안 지역의 농업·농촌 실태와 발전전략 :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중심

김경덕, 심재만

R498

농촌의 내발적 지역활성화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정기환 외

R499

경제활동기회의 농촌지역간 차이 분석 :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간 소득
격차 완화방안 (2차연도)

박시현 외

R500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구매행태 분석

김창길 외

R501

임업부문 직접지불제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

장철수 외

R502

농산물 수출조직의 진단과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김병률, 박성재

R503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 방안

권오복 외

R504

신규 취농의 실태와 정책 과제

김정호, 마상진

R505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1/2차연도)

송미령 외

R506

농업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방안

마상진, 김영생

R507

버섯산업의 현황과 과제

강창용 외

R508

휴경농지의 실태와 정책방향

박석두, 김수석

R509

직접지불제가 농업생산 및 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

오내원, 김배성

R510

중국의 농산물 수급 중장기 전망(1/2차연도)

어명근 외

R511

할인점의 농산물구매 행태 분석과 전망

서성천, 김병률

R512

쌀 협상 이후의 농지이용구조 변화 전망과 대책

김홍상 외

R513

외식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계임, 김민정

R514

동북아경제협력체 출범과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
동북아경제협력체 구상과 농업부문의 과제(3차년)

어명근 외

R515

농촌 경관관리 실태와 정책 방안 : 농촌의 경관가치 평가와 관리 방안

성주인

R516

지역분권적 농촌정책의 발전과정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김수석, 김태연

R517

고랭지농업의 환경친화적 재편을 위한 기초연구

신용광 외

R518

농촌관광 수요확대 방안 연구

유승우, 이희찬

R519

가축질병의 경제적 영향 분석

송주호 외

R520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

김창길 외

R521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2/2차연도)

송미령 외

R522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제도개선방안 연구

김수석, 박석두

R523

농업부문 바이오매스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1/2차연도)

강창용 외

R524

농촌노인의 사회안전망 실태와 개선대책

박대식, 최경환

R525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박대식 외

R526

농촌의 내발적 지역활성화에 관한 한·일 간 비교연구
-지역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김태곤 외

R527

농촌지역의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 발전

정기환 외

R528

밤의 수급 전망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이상민, 장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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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29

생산 및 수입단계의 농식품 안전성 확보방안

최지현, 김민정

R530

수입쌀 가치평가 및 소비 대체효과 분석

박동규 외

R531

식량난 이후 북한의 농업과 농정변화 분석 1995-2005년

김영훈, 지인배

R533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 평가와 시장 활성화 방안

이계임, 김민정

R534

조합공동사업법인 발전방향 연구

황의식, 정호근

R535

중국의 농산물 수급 중장기 전망(2/2차연도)

어명근 외

R536

농촌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 전략 :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간 소득격차 완화방안(제3차연도)

박시현 외

R537

청과물 가격 변동의 시계열 분석

이용선 외

R538

DDA 농업 모댈리티 협상안의 평가와 대응 방향

임송수 외

R539

FTA·DDA협상 이후의 과수산업 발전전략

박문호 외

R540

WTO 체제하의 쌀산업 정책의 평가와 과제

김정호 외

R541

교토의정서 이행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김창길 외

R542

남북한 농업개발협력 추진 방안 연구

권태진 외

R543

농가의 경제사회적 성격변화와 전망

김정호 외

R544

농업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학습활성화

마상진, 최경은

R545

농업부문 바이오매스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2/2차연도)

박현태 외

R546

농업부문 전망모형 구축 연구(1/2차연도)

김명환

R547

농업인의 노후 소득대책에 관한 연구

최경환, 황의식

R548

농촌의 내발적 지역활성화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3/3차연도)

김태곤 외

R549

살기좋은 농촌만들기를 위한 정책재편 방안(1/2차연도)

송미령 외

R550

선진국형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 :
한국농업의 구조변화와 관련 정책 평가(1/2차연도)

박성재 외

R551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성 제고 방안

최지현 외

R552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와 정책과제

강혜정, 마상진

R553

동아시아 FTA 대비 농업 부문 연구(1/2차연도)

최세균 외

R554

정기시장의 구조와 기능 변화 연구

이용선 외

R555

중국원예산업의 발전과 대응방안

어명근 외

R556

중장기 쌀 수급안정방안

박동규 외

R557

지식기반사회에서의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박시현 외

R558

축산농가의 소득안정 방안

송주호 외

R559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개선방안

신용광, 황윤재

R560

한국인의 식품 소비 트렌드 분석

이계임 외

R561

향토음식산업의 육성방안

이동필, 최경은

R562

EU 농업구조 변화와 농정개혁 연구

임송수, 버클리 힐

R563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농지제도 개편방안(1/2차연도)

김수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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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64

국토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한 농촌 중심지 발전 방안

성주인 외

R565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 :
기후변화 농업부문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1/2차연도

김창길 외

R566

농산물 수출유망시장 분석과 대응방안 : 러시아를 중심으로

김경필 외

R567

농산물 안전관리 제도의 적용실태와 개선방안 : GAP를 중심으로

김성훈 외

R568

농식품 감모 및 폐기 통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황윤재 외

R569

농업부문 전망모형 구축 연구

김명환 외

R570

농촌의 다문화가정 실태와 정책방향

박대식, 최경은

R571

농촌지역통계 DB 구축을 위한 연구

김용렬, 김경덕

R572

동아시아 FTA 대비 농업부문 연구(2/2차연도)

최세균, 신유선

R573

목재의 수급 모형 구축 및 전망

이상민 외

R574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및 유통실태 조사연구

김영훈 외

R575

산지유통조직의 성공요인 분석

국승용, 최병옥

R576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재편 방안(2/2)

송미령 외

R577

선진국형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

박성재 외

R578

수입 청과물의 유통 체계 연구

이용선 외

R579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부문 보상체계 개선방안

정호근, 오내원

R580

신규 취농의 진입장애 해소 방안

마상진, 정기환

R581

오리 꿀벌 산양 사슴 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

우병준 외

R582

전업농 위험관리방안 연구

황의식, 이용호

R583

중국의 주요 농산물주산지 변동에 관한 연구

전형진 외

R584

친환경 농자재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강창용, 이웅연

R585

UR 이후 농업부문 시장개방 영향 분석

김정호 외

R586

농업경쟁력 저해요인 실태분석을 통해 농업부문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김병률 외

R587

농어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실태와 개선 방안

박대식 외

R588

식품안전기본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 개편방향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 정립을 중심으로

황윤재, 한재환

R589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농지제도 개편방안(2/2차연도)

김수석 외

R590

경제·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농어촌경제활성화 방안(1/2차연도)

이동필 외

R591

국제 곡물시장 분석과 수입방식 개선 방안

이대섭 외

R592

기초생활권 생활 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송미령 외

R593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과 대응전략(2/2차연도)

김창길 외

R594

농식품 R&D의 전망과 정책 과제

권오복 외

R595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
(1/5차연도)

최지현 외

R596

농업부문 지방공기업의 발전 방안

박석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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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97

농업부문 FTA 이행 및 보완대책 평가

최세균 외

R598

북한농업·농촌실태와 대북 농업지원 방향 연구 -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김영훈 외

R599

쇠고기산업의 구조와 발전 방안

우병준 외

R600

시설원예산업의 재도약 방안 - 생산 수출부문 중심

박현태 외

R601

식품제조업 부분균형모형(FISMO) 개발

김명환 외

R602

신선편이농산물시장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이용선 외

R603

임산물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방안 - 단기소득 임산물 중심으로

이상민, 최지현

R604

지방자치단체의 농림투융자 국고보조금 운용 효율화 방안

황의식 외

R605

지역농업 주체의 확립과 육성 방안

박문호 외

R593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Korean Agriculture and Its
Counterstrategies

김창길 외

R606

경제·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방안(2/2차연도)

이동필 외

R606-1

농어촌 지역 농식품산업 활성화 전략

황의식, 김광수

R606-2

농어촌 지역경제 다각화 전략

이동필 외

R606-3

농어촌 지역 자족기반 실태와 확충 전략

송미령, 김영단

R607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산림의 역할과 관리 최적화 방안

이상민 외

R608

남북한 농림업부문 녹색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

권태진 외

R609

농산물 수출시장 확대 방안(1/2차연도)

어명근 외

R609-1

과실·특작류 수출시장 확대 방안

김경필, 한호석

R609-2

채소 및 화훼류 수출시장 확대 방안

박기환 외

R609-3

축산물 수출시장 확대 방안

우병준, 김현중

R609-4

전통주 수출시장 확대 방안

어명근 외

R610

농식품분야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평가

송주호 외

R611

농어업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
(2/5차연도)

최지현 외

R611-1

콩가공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 두부 및 장류산업을 중심으로

최지현 외

R611-2

쌀 가공산업의 발전전략

국승용, 한재환

R611-3

과실가공산업 발전전략

전창곤, 김동훈

R611-4

인삼·약초를 활용한 식품가공산업 발전전략

이용선, 이선령

R612

농어촌 취약계층의 생활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박대식 외

R613

농업·농촌부문 녹색성장 추진전략 개발(1/2차연도)

김창길 외

R613-1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진단과 과제

김창길 외

R613-2

농촌 부문의 녹색성장 진단과 과제

김정섭, 김영단

R613-3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농촌관련 정책통합 추진방향

이명기, 장정경

농업부문 에너지 수급전망과 청정에너지 농업시스템 구축(1/2차연도)

김연중 외

농업부문 에너지 수급 구조와 전망

김연중 외

R614
R614-1

424

서명(논문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발행연도

2010

2011

번호

서명(논문명)

책임자

R614-2

농업부문 에너지 이용 실태

정은미, 이웅연

R614-3

농업부문의 청정에너지 이용실태와 과제

박현태, 김연중

R615

농작물재해보험의 성과와 정책과제

최경환 외

R616

농촌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방안

박석두 외

R617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1/2차연도)

오내원 외

R617-1

농촌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의 발전방향과 과제

김광선 외

R617-2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역량 강화 방안

마상진 외

R617-3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성과 평가와 지원방안

오내원 외

R618

동물복지형 축산의 동향과 정책 과제

우병준 외

R619

양정개혁(2004년) 평가와 과제

박동규 외

R620

전업농의 투자행위 분석과 정책방향

박준기 외

R621

주요 농산물의 가치사슬 분석과 성과제고 방안

김연중 외

R622

지방농정 거버넌스 선진화 전략과 과제

김수석 외

R623

지역개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지역경제모형(KREI-REMO) 구축 연구

박시현 외

R624

축산계열화의 평가와 발전 방안

정민국 외

R625

한·중·일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 비교와 상호협력 방안

황윤재 외

R626

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최세균 외

R626-1

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중국의 FTA 사례분석

어명근 외

R626-2

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일본의 FTA 사례분석

최세균 외

R626-3

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터키의 FTA 사례분석

최원목 외

R627

OECD/DAC 가입에 따른 개발도상국 농업기술지원 전략

김경덕, 김정승

R628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효율적 활용 방안

최병옥 외

R629

도시농업의 비전과 과제

김태곤 외

R630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 확보 방안 (2/3차연도)

김용택 외

R630-1

식량안보 및 해외농업 물류체계 구축

김병률 외

R630-2

해외농업개발의 성공모델과 전략

김용택 외

R630-3

해외농업개발과 협력의 연계

권태진 외

R613e

Strategies for Promoting Green Growth in Agriculture and Rural Districts
(The 1/2th Report)

김창길 외

R631

농산물 수출시장 확대 방안 (2/2차연도)

어명근 외

R631-1

농식품 수출지원제도 개선방안

김경필 외

R631-2

신흥시장 농식품 수출확대 방안

어명근 외

R632

농식품 원산지표시의 효과 분석과 활용도 제고 방안

이계임 외

R633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
(3/5차연도)

최지현 외

육가공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

최지현, 조소현

R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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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R633-2

유가공산업의 발전전략

장재봉, 전혜미

R633-3

김치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

이용선, 박규은

R633-4

천일염 가공산업 발전 전략

전창곤, 하홍근

R634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정책과제

박대식 외

R635

농업부문 에너지 수급전망과 청정에너지 농업시스템 구축 방안(2/2차연도)

김연중 외

R635-1

청정에너지의 산업 동향 및 농업부문 확대 가능성 전망

박기환, 이웅연

R635-2

농업부문의 청정에너지 생산·이용실태 분석

박현태, 한혜성

R635-3

농촌지역의 청정에너지 생산·이용 시스템 구축 방안

김연중 외

R636

농업·농촌부문 녹색성장 추진전략 개발 (2/2차연도)

김창길 외

R636-1

농업부문의 녹색성장 추진전략 개발

김창길 외

R636-2

농촌 부문의 녹색성장 추진 전략

김정섭 외

R636-3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부문 정책조합 방안

김윤형

R637

농업부문 조세체계와 개선 과제

김미복, 김수석

R638

농지 총량 관리에 관한 연구

채광석, 김홍상

R639

농촌 문화산업의 실태와 육성 방안

김광선 외

R640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2/2차연도)

이규천 외

R640-1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유형별 특성과 발전 과제

김광선

R640-2

사회적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육성과 네트워크 활성화

마상진

R640-3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사업모델

오내원, 김창호

R640-4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

이규천, 김창호

R641

426

서명(논문명)

물가안정을 위한 축산물과 축산식품 유통체계 구축 연구(1/4년차)

정민국 외

R641-1

쇠고기·돼지고기 수급구조 분석 및 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정민국, 김현중

R641-2

쇠고기·돼지고기 유통실태 분석 및 개선과제

이명기, 이형우

R641-3

쇠고기·돼지고기 물가안정을 위한 유통체계 개선 방안

허 덕외

R642

벼 대체 사료작물 이용시스템 구축 방안

우병준 외

R643

북한의 농업법제 고찰 : 농업조직 및 농지관리를 중심으로

김영훈, 남민지

R644

산지유통정책 개선방안

국승용 외

R645

생협 경제사업의 성과와 정책과제

정은미 외

R646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 확보 방안(3/3차연도)

김용택 외

R646-1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 분석

김병률 외

R646-2

해외농업개발 해외진출기업의 경영전략 분석

김용택, 김정승

R647

육묘산업의 실태와 발전 방안

박기환 외

R648

일선조합 역할변화와 체제개편 방향

황의식, 김광수

R649

한·중 FTA 대비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조 변화 전망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전형진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발행연도

2011

2012

번호

서명(논문명)

책임자

R649-1

한·중 농산물 경쟁력 및 교역장벽 분석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문한필 외

R649-2

중국 농업의 구조변화와 한·중 농산물 교역 전망

전형진 외

R649-3

한·중 농업정책시뮬레이션모형: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한석호 외

R650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부문 투융자 실태와 정책과제

박준기 외

R651

지역경제모형(KREI-REMO)에 기초한 농촌지역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박시현 외

R651-1

농촌지역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데이터 서브시스템 개발

김용렬 외

R651-2

지역경제모형(KREI-REMO) 개선과 의사결정 지원시스템과의 연계

한석호 외

R651-3

농촌지역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박시현, 윤병석

R652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리적표시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이동필 외

R653

커뮤니티 비즈니스 중장기 육성방안(1/3차연도)

김태곤 외

R653-1

지역간·계층간 격차실태와 요인분석

김경덕, 임지은

R653-2

지역단위의 농공상 연대방안과 확대가능성

김용렬

R653-3

지연성 농업경영체의 경영실태와 성과

박문호, 김정승

R653-4

농업의 6차산업화와 부가가치 창출방안

김태곤, 허주녕

R654

채소 수급 및 가격안정화 방안 연구

최병옥 외

R655

학교급식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식재료 공급을 중심으로

황윤재, 국승용

R656

해외곡물시장 동향과 해외곡물시장정보체계 구축방안

성명환 외

R657

농업구조정책의 평가와 방향정립에 관한 연구 : 쌀 농업을 중심으로

박석두 외

R658

농촌 지역 활성화 정책의 평가와 발전 방안

김정섭 외

R659

가공식품물가의 장단기 변동요인과 대응방안

황의식 외

R660

가공식품 유통구조 개선방안

최병옥 외

R661

국제곡물시장 분석과 해외곡물시장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성명환 외

R661-1

해외곡물시장정보시스템 운영사업 :
국제곡물시장 분석과 해외곡물시장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1/3년차)

한석호 외

R661-2

국제곡물선물시장의 분석과 활용방안 :
국제곡물시장 분석과 해외곡물시장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1/3년차)

성명환 외

R662

국제사회 농업·농촌부문 협력전략 분석 : 시사점 및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이대섭 외

R663

기후변화가 식량공급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김창길 외

R663e

Impacts and Countermeasures of Climate Change on Food Supply

김창길 외

R664

녹색성장에 대응한 중장기 산림정책 추진전략(1/2차연도)

석현덕 외

R665

농림업 후방연관산업의 전략적 발전방안: 작물보호제와 무기질비료

강창용 외

R665-1

농자재산업의 산업연관분석과 가격변화 영향

박현태 외

R665-2

작물보호제산업의 동향과 발전 방안 : 안전성 관리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강창용, 한혜성

R665-3

무기질비료산업의 동향과 발전 방안 : 공급체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박기환

427

자료집

발행연도

2012

2013

428

번호

서명(논문명)

책임자

R666

농식품분야 생명산업 현황 및 발전방향

김연중 외

R667

농어업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4/5차연도)

최지현 외

R668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박대식 외

R669

농어촌 정주공간의 변화와 정책과제

성주인 외

R670

농업부문 가상수(virtual water) 도입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김윤형 외

R671

농업부문 위험과 포트폴리오에 관한 연구

김미복, 김창호

R672

농업부문 자조금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박성재 외

R673

농지상속 실태와 정책 과제

채광석, 박석두

R674

농촌 공동시설의 유휴화 실태와 활용 증대 방안

김광선, 이규천

R675

농촌관광의 새로운 방향과 정책과제

박시현 외

R676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추진방안

박문호 외

R677

맞춤형 대북 농업협력사업 추진방안 연구 : 효과성과 지속성 증진을 위한 대안

김영훈 외

R678

물가안정을 위한 축산물과 축산식품 유통체계 개선 연구(2/4년차)

정민국 외

R679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통상정책 방향

송주호 외

R680

식품지원제도 활성화 연구

이계임 외

R681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원예·특작산업 발전전략(1/2년차) :
원예산업을 중심으로

이용선 외

R682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 제고방안(1/2차연도)

정은미 외

R683

한·칠레 FTA 국내대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문한필 외

R684

축산업의 후방연관산업 구조와 발전방안

지인배 외

R685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중장기 육성전략(2/3차연도)

김태곤 외

R686

농업 생산·경영 구조의 변화와 전망 2000·2005·2010 농업총조사 분석

김경덕 외

R687

개도국 농촌개발을 위한 협력모델과 전략수립 방안

허 장, 정승은

R688

국민행복시대의 중장기 산림정책 추진 전략(2/2차연도)

석현덕 외

R689

국제곡물시장분석과 해외곡물시장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성명환 외

R690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수입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정원호 외

R691

농림업 후방연관산업의 전략적 발전방안(2/3차연도)-농기계·종자·산림종묘

강창용 외

R691-1

농기계산업의 발전방안

강창용, 한혜성

R691-2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김수석, 박현태

R691-3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묘산업 발전방안

정호근, 임철균

R692

농식품 정책의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실태와 개선 과제

황윤재 외

R693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5/5차연도)-식품산업정책의 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최지현 외

R694

농어촌 정주공간의 변화와 정책과제(2/2차연도)

성주인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발행연도

번호
R695

2013

2014

서명(논문명)

책임자

농업·농촌 에너지 이용실태와 정책방안(1/2차연도)

김연중 외

R695-1

농업·농촌 에너지 수급 및 정책 진단

강창용, 문동현

R695-2

농업용 에너지 생산·이용실태

김연중 외

R695-3

농촌의 생활에너지 생산 및 이용 실태

박시현, 심재헌

R696

농업·농촌정책의 연속성 제고를 위한 농정 추진체계 정비의 방향과 과제

송미령 외

R697

농업부문 재정투융자 성과분석

김미복 외

R698

농지전용의 원인과 영향에 관한 연구

박석두, 채광석

R699

농촌노인의 건강관리실태와 정책과제

조미형 외

R700

농촌지역 공유자원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김경덕 외

R701

물가안정을 위한 축산물과 축산식품 유통체계 구축 연구(3/4차연도)

허 덕외

R702

북한의 농업부문 개혁조치 분석과 전망(1996~2012)

김영훈 외

R703

소비지 전통시장의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방안

전창곤, 김동훈

R704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원예·특작산업 발전 전략(2/2차연도)
-화훼·인삼·녹차산업 중심

박기환 외

R704-1

소비안정 및 수출산업화를 위한 화훼산업 발전 전략

박기환 외

R704-2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인삼산업 발전 전략

전창곤

R704-3

경쟁력 제고와 소비기반 구축을 위한 녹차산업 발전 전략

박문호

R705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 제고 방안(2/2차연도)

정은미 외

R706

임산물 수급모형 구축 및 전망

이상민 외

R707

주요 원예농산물 경영실태 분석 및 생산비 절감 방안

한재환 외

R708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 연구(1/2차연도)

김창길 외

R709

지역농업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과 발전방안

김종선 외

R710

축산업의 외부효과와 정책방안

지인배 외

R711

친환경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 활성화 방안

최병옥 외

R712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중장기 육성전략(3/3차연도)

김태곤 외

R713

한·중 FTA 대비 중국 원예산업의 변화 실태 분석과 대응 방안 연구

전형진 외

R714

FTA 체결 이후 주요 수입농산물 유통실태와 경제주체별 후생효과 분석

이병훈 외

R697e

A Study on the Performance Analysis of Fiscal Investment and Loan in
the Agricultural Sector

김미복 외

R715

가공식품 수출의 효율적 지원 방안

김경필, 허성윤

R716

과일 수입 확대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 분석

이용선 외

R717

국제곡물시장분석과 해외곡물시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3/3차연도)

성명환 외

R718

귀농·귀촌 요인과 농촌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박시현, 최용욱

R719

농가경영안정지원제도 운영 실태와 정책과제(1/2차연도)

박준기 외

R720

농림업 후방연관산업의 전략적 발전방안(3/3차연도)
- 친환경 농자재 상토와 유기질 비료

강창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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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720-1

상토산업의 발전방안

강창용 외

R720-2

부산물 비료산업의 발전방안

강창용 외

R720-3

농림업 후방연관산업의 전략적 발전방안(3/3차연도)-종합 요약집

강창용 외

R721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공급망관리(SCM) 시스템 구축 방안(1/2차연도)

전창곤 외

R722

농업 고용노동력 수급실태와 대응방안

김정섭 외

R723

농업R&D 거버넌스 효율성 제고 및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1/2차연도)

이명기 외

R724

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 제도개선방안 연구

김미복 외

R724-1

2014

서명(논문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여건변화와 발전방안

황의식, 임지은

R725

농지 거래 행태조사와 제도 개선 방안

채광석, 김홍상

R726

농촌 지역사회기반(community-based) 복지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조미형 외

R727

대북 비료지원사업 평가와 비료분야 대북협력 효율화 방안

김영훈 임수경

R728

물가안정을 위한 축산물과 축산식품 유통체계 구축 연구(4/4차연도)

허 덕외

R729

산지이용 증진을 위한 산지임대차 활성화 방안

김수석 외

R730

정주 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촌 주거정책 추진 방안

성주인, 김영단

R731

지방 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마상진, 권인혜

R732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 연구(2/2차연도)

김창길 외

R733

지속가능한 농촌 토지이용계획 지원 모형 연구: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의 개발과 적용

심재헌, 박유진

R734

지역특화 농산업 추진실태 평가와 발전방안

박문호 외

R735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농촌산업정책 개선 방안

김광선

R736

창조농업 실현을 위한 ICT 기술융합의 전략과 과제

김홍상 외

R737

축산농장 위생안전관리 강화 방안

송우진 외

R738

한식정책 추진 실태와 개선과제

황윤재, 이동소

R739

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증대 전략 연구(1/2차연도)

이병훈 외

R740

농업·농촌 에너지 이용실태와 정책방안(2/2차연도)

김연중 외

R741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김성우 외

R742

가정식 대체식품(HMR)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박성진 외

R743

논농업 효율화를 위한 들녘 경영체 육성방안

박문호 외

R744

농가경영안정지원제도 운영 실태와 정책과제(2/2차연도)

박준기 외

R744-1

농업경영체 관리체계 개선방안

김정호, 최은아

R744-2

주요 농가경영안정지원제도 성과평가

안병일 외

R745

농식품 수출조직 운영실태와 육성방안

김경필, 한정훈

R746

농업·농촌 정책지원을 위한 통합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기초연구(1/2차연도)

심재헌 외

R746-1

농업·농촌 정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공간정보 사용 실태 설문조사
및 인터뷰

심재헌 외

R746-2

해외의 농업·농촌 공간정보 현황과 공간정보플랫폼 사례

심재헌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발행연도

번호

책임자

R747

농업·농촌분야 사회갈등 관리실태와 개선과제

김수석, 한혜성

R748

농업R&D 거버넌스 효율성 제고 및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2/2차연도)

이명기 외

R748-1

고창 복분자 기술혁신시스템 현황과 발전방향

안동환, 민자혜

R748-2

문경 오미자 산업의 발전과정과 산업혁신 네트워크 분석

성지은

R748-3

혁신시스템 개념과 변화 흐름에 기반한 농업기술혁신시스템 모형 도출

박재민

R749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수단의 경제적 효과 분석

김창길 외

R750

농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6차산업화 전문인력 육성방안

마상진, 김종인

R750-1

2015

서명(논문명)

6차산업화 인증업체 전문인력 실태조사

마상진 외

R751

농업재해보험이 농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분석

김미복 외

R752

농촌주민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엄진영 외

R753

농촌지역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의 다기능복합화 추진방안

조미형, 권인혜

R754

농촌지역의 사회적 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김정섭 외

R755

대북 식량지원프로그램 구축 방향

김영훈 외

R756

대형마트 휴무제에 따른 농업분야 파급영향과 대응방안

김병률 외

R757

말산업 육성 현황과 발전 방안

지인배 외

R758

미래농업으로 곤충산업 활성화 방안

김연중 외

R759

세계 농산물 무역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유찬희, 이상현

R760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 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1/3차연도)

김홍상 외

R760-1

농업경영체 밭농업 인식 조사

김홍상, 윤성은

R760-2

밭농업 생산 구조 및 생산성 지표 분석

김홍상 외

R761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채광석, 김홍상

R762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식품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이계임 외

R763

임업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략 연구

이상민 외

R764

중장기 양곡정책방향(1/2차연도) - 관세화 이후 쌀 수출입정책을 중심으로 -

김태훈 외

R764-1

늘어나는 쌀 재고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김태훈 외

R764-2

중국 쌀 산업 현황

리닝후이 외

지역임업 및 지역산림관리 활성화 방안(2/2차연도)

석현덕 외

R765
R765-2

지역기반 산림관리 실태 및 여건 분석 -국유림 보호협약을 중심으로-

윤여창 외

R766

채소 계약재배 활성화 방안

이용선 외

R767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1/5차연도)

성주인 외

R767-1

농촌사례지역 정주여건 및 주민의식조사결과

성주인 외

R767-2

대도시 근교 농촌마을의 변화실태조사

이희연 외

R767-3

도서·어촌마을의 변화실태와 정책방향

이승우 외

R767-4

한국농촌마을 심층조사 결과

성주인 외

한중FTA시대 양국 농식품안전분야 협력방안

정정길 외

R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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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769

「한국형 ODA 모델」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심화 연구(2차연도)

이대섭 외

R769-1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심화 연구(2차연도):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 농업협동조합

박성재

R769-2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심화 연구(2차연도):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 친환경농업

허 장

R769-3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심화 연구(2차연도):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 농지제도 및 관리

김관수

R769-4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심화 연구(2차연도):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 농업인력육성

허 장

R769-5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심화 연구(2차연도):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 경제작목재배 및 시설원예

이대섭

R769-6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심화 연구(2차연도):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 농촌특화사업개발

김윤정, 이대섭

R769-7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심화 연구(2차연도):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 영농기계화

이윤정, 허 장

R769-8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심화 연구(2차연도):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이대섭

R769-9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심화 연구(2차연도):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 가축사육 및 가축질병 관리

이학교

R769-10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심화 연구(2차연도):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 농식품 안전 위생 및 검역

박재홍

R769-11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심화 연구(2차연도):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 임산자원 개발 및 산림녹화

우수영

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증대 전략 연구(2/2차연도)

이상현 외

R770-1

FTA활용 국내·외 현지 실태 조사

이상현 외

R770-2

주요 품목별 수출경쟁력 분석

이상현 외

R77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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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771

TCR대비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농산물 가공수출사업 협력방안

최지현 외

R771-1

「한-우즈베키스탄 농산물 가공수출 사업 협력방안」 국제세미나 자료집

최지현 외

R771-2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농업 현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772

시설원예 생산자재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

서대석, 강창용

R773

축산 부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송우진 외

R774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 실태와 정책과제

김광선 외

R775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활용한 마을복지 활성화 방향과 과제

박대식 외

R776

농가의 다면적 경제·사회활동 실태와 과제

김정섭 외

R777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임대차 관리 방안

채광석 외

R778

나고야 의정서에 대응한 농림업 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방안

김수석 외

R779

과학기술 기반 농식품 벤처창업 촉진 방안

박지연, 김연중

R780

기후스마트농업의 실태진단과 과제

정학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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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명(논문명)

책임자

R781

한국인의 식품소비 심층분석

이계임 외

R782

지역특산주 산업 실태와 정책과제

최종우 외

R783

기능성 농식품 시장의 활성화 방안

박성진 외

R784

선진 사례분석을 통한 농업의 수출산업화 방안 연구

이상현 외

R785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산지관리 기본방향 연구

손학기 외

R786

서양채소 수급 실태 분석과 과제

박미성 외

R787

양념채소 저장 실태와 효율적인 수급안정체계 구축 방안
-마늘·양파를 중심으로-

김성우 외

R788

낙농산업 구조개선 방안 연구

지인배 외

R789

FTA 이행에 따른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지성태 외

R790

Post-2015 대응 중장기 국제농업개발협력 추진 전략 수립

허 장외

R791

농업 관련 소득세제의 경제적 함의와 개선 과제

임소영 외

R792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2/5차연도)

성주인 외

R792-1

농촌 읍 소재지 마을의 주민 의식 조사 결과

성주인 외

R792-2

대도시 근교 농촌 마을의 변화 실태 조사

성주인 외

R792-3

도서·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 조사

성주인 외

R792-4

일반·원격 농촌 마을의 변화 실태 조사

성주인 외

R793

수입곡물 가공 산업의 구조 및 시장성과 분석-식품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김종진 외

R794

중장기 양곡정책 방향(2/2차연도) -관세화 이후 쌀 수출입 정책을 중심으로-

김태훈 외

R794-1

중·단립종 쌀시장 모니터링체계 구축

김상태 외

R794-2

쌀 수출확대 가능성과 방안은?(토론회 자료집)

김태훈 외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 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2/3차연도)

김홍상 외

R795-1

R795

밭작물의 분포 특성과 집적화 유형 분석

김홍상 외

R795-2

밭작물 생산체계 사례 조사

김홍상 외

한국농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농업부문 투자 활성화 방안(1/2차연도)

황의식 외

R796-1

R796

일본의 농업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김태곤, 전지연

R796-2

네덜란드 독일 농업구조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이명헌

Post-FTA 농업통상 현안 대응방안

김영훈 외

R797-1

R797

2016 KREI 농업통상 포럼

어명근 외

R797-2

RCEP 국가의 농식품 수입 현황: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이상현 외

유라시아 시대의 해외 농업투자와 사료곡물 확보 방안 연구(1/2차연도):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의 축산 및 곡물분야를 중심으로

최지현 외

R798-1

우크라이나의 양돈 및 사료 산업

최지현 외

R798-2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 농업 현황

최지현 외

농축산 폐자원의 효율적 자원화 방안 연구(1/2차연도)

서대석 외

영농 자재의 저투입 및 대체재 개발 현황과 과제

서대석 외

R798

R799
R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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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발행연도

번호
R799-2

서대석 외

직접지불제 효과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1/2차연도)

유찬희 외

R800-1

소득보전형 직접지불제 효과 분석

정원호 외

R800-2

유럽 생태직불제 조사 결과 보고

유찬희, 오현석

R800-3

주요 국가 직접지불제 도입 배경과 경과

유찬희 외

농업·농촌 정책 지원을 위한 통합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기초 연구(2/2차연도)

심재헌 외

R801-1

농업·농촌 공간정보시스템 현황 및 표준화 방안

심재헌 외

R801-2

R801

2017

434

책임자

해외 영농폐기물 관리 및 자원화 정책

R800

2016

서명(논문명)

농업·농촌 정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공간정보 사용 실태 인터뷰 결과

심재헌 외

R802

농림업분야 빅데이터 활용도 제고방안

김경필 외

R803

농산업분야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

마상진 외

R804

농산물 유통체계의 국제비교분석과 유통정책 개선방향(1/2차연도)

김병률 외

R804-1

일본의 청과물 산지유통 연구

김병률 외

R804-2

중국 채소 유통시스템 조사 연구

김병률 외

R80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정은미 외

R806

개혁·개방시 북한의 농업투자 유치전망과 협력방안(1/2차연도)

최영호 외

R806-1

체제전환기 동독과 우크라이나의 농업 변화와 북한농업에의 시사점

Alfons Balmann 외

R806-2

체제전환 이론과 사회주의 농업

조동호 외

R807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마상진 외

R808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엄진영 외

R809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여가정책 개선방안

김광선 외

R810

지역단위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

김용렬 외

R811

고령친화식품시장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김상효 외

R812

국가 식생활교육 성과지표 개발과 활용방안

황윤재 외

R813

농산물 온라인마케팅 실태와 개선과제

최종우 외

R814

농식품 수출시장 소비 특성 및 수출증대 전략

김경필 외

R815

농업부문 바이오소재 산업의 현황과 과제

박지연 외

R816

농업용수 수요 특성과 물부족 대응 방안

임영아 외

R817

산림경영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민경택 외

R817-1

산림경영인 의식조사 결과

민경택 외

R817-2

소규모 산림경영 국제세미나 결과

민경택 외

R818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계임 외

R819

한반도 산지지형과 인구변화를 고려한 산촌유형구분과 정책과제

손학기 외

R820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스마트농업 발전방안

김연중 외

R821

국제통상환경변화와 농업통상 전략- 비관세조치 대응을 중심으로

조성주 외

R822

농업분야 ODA 기술협력사업의 성과 제고 방안

김종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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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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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논문명)

R823

과일 소비트렌드 변화와 과일산업 대응방안

박미성 외

R824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지인배 외

R825

수입곡물 가공 산업의 구조 및 시장성과 분석- 배합사료 산업을 중심으로

김종진 외

R826

농업부문 공공 R&D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 수요 분석

허정회 외

R827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1/2차연도)

박대식 외

R827-1

사회통합 실태의 도·농간 비교 분석

김태완 외

R827-2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박대식 외

R828

미래 국토 전망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방안 연구(1/3차연도)

심재헌 외

R828-1

시·도 및 부문별로 바라보는 미래 농업·농촌과 대응전략

심재헌 외

R828-2

미래 농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

심재헌 외

R829

직접지불제 효과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2/2차연도)

김태훈 외

R829-1

EU와 미국의 농업직불제 운영내용과 점검체계

오현석 외

R829-2

수입보험 도입방안 연구

정원호 외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3/5차연도)

박시현 외

R830-1

농어촌 마을 주민의 경제활동 실태 조사 결과

박시현 외

R830-2

도시 근교 및 도농복합지역 농촌 마을의 경제활동 실태 조사

박시현 외

R830-3

도서·어촌 마을의 경제활동 실태 조사

박시현 외

R830-4

일반 및 원격 농촌 마을의 경제활동 실태 조사

박시현 외

한국농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농업부문 투자 활성화 방안(2/2차연도)

국승용 외

R831-1

농업부문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

김상봉, 이태호

R831-2

농업경영체 현황 및 농업투자 실태

국승용 외

농산물 유통체계의 국제비교분석과 유통정책 개선방향(2/2차연도)

최병옥 외

R832-1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도매시장의 기능 활성화 방안

최병옥 외

R832-2

프랑스 농산물 도매시장의 발전과정과 전망

최병옥 외
서대석 외

R830

2017

책임자

R831

R832

R833

농축산 폐자원의 효율적 자원화 방안 연구(2/2차연도)

R833-1

농축산 유기성폐자원의 자원화 기술 현황과 발전 방향

R833-2

선진국의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 자원화 현황과 시사점

송주창 외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3/3차연도)

채광석 외

R834-1

R834

지역단위 밭농업 성공사례 -노지작물 재배 지역을 중심으로-

채광석 외

R834-2

SNS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밭작물 소비자 분석

채광석 외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1/2차연도)

이상민 외

R835-1

An Optimal Control Model of Forest Carbon Sequestration for Korean
Forest sector

Robert Mendelsohn 외

R835-2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의 경제적 평가

임영아, 이현정

농촌 지역사회 발전 접근방법의 유형과 실천 과제

김정섭 외

R835

R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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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발행연도

번호
R836-1

책임자

진안 지역사회 발전 사례 조사 및 분석

진명숙 외

개혁·개방 시 북한의 농업투자유치 전망과 협력방안(2/2차연도)

최용호 외

R837-1

동유럽 체제전환국 해외투자 유치 분석과 북한에의 함의:
동독과 루마니아의 사례

이명헌,
Carmen Hubbard

R837-2

중국의 대북 농업투자 사례와 시사점

윤승현, 임채환

R837
2017

서명(논문명)

수탁연구보고(C)
발행연도

1978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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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명(논문명)

책임자

C1978-01

정부양곡관리업무 전산화 기초연구

안창복 외

C1978-02

현지주민의 이주대책

황인정 외

C1978-03

식품수급표 1977년도

김기성

C1978-04-01

농외소득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최양부 외

C1978-04-02

일본농촌공업화의 현황 및 영향분석

이중웅, 최양부

C1978-05

제1차 세계은행차관 새마을사업평가연구

성배영

C1978-06

농어촌 하부구조 개발사업 평가연구 IBRD새마을 차관

성배영 외

C1978-07

Evaluation Study on Rur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s under IBRD Loan

성배영

C1978-08

중규모 수리사업 평가연구 IBRD 새마을 차관

문팔룡, 유병서

C1978-09

Evaluation Study on Small and Medium Scale Irrigation Project under IBRD Loan

문팔룡

C1978-10

야산개발사업 평가연구 IBRD 새마을 차관

최재선 외

C1978-11

Evaluation Study on Upland Reclamation Project under IBRD Loan

최재선

C1978-12

간이상수도 사업평가연구 IBRD 새마을 차관

문팔룡, 유병서

C1978-13

Evaluation Study on Water Supply Project under IBRD Loan

문팔룡

C1978-14

연료림 조성사업 평가연구 IBRD 새마을 차관

정찬길 외

C1978-15

Evaluation Study on Fuelwood Plantation Project under IBRD Loan

정찬길

C1978-16

농로 및 교량사업 평가연구 IBRD 새마을 차관

김성훈, 김치영

C1978-17

Evaluation Study on Rural Roads and Bridges Project under IBRD Loan

김성훈

C1978-18

농어촌 전화사업 평가연구 IBRD 새마을 차관

성배영, 황석고

C1978-19

Evaluation Study on Rural Electrification Project under IBRD Loan

성배영

C1978-20

농촌공업의 현황과 문제점

최양부 외

C1978-21

Problem and Situation of Rural Industry in Korea

최양부 외

C1978-22

농촌 새마을운동의 사회적 성과분석 IBRD 새마을 차관

최양부 외

C1978-23

Social Effects of Rural Saemaul Undong under IBRD Loan

최양부 외

C1979-01

농촌 새마을운동의 경제적 성과분석과 발전방향 제1차 IBRD 차관사업평가연구

황인정 외

C1979-02

Evaluation Study on IBRD Loan Project: Economic Implication of Saemaul
Undong and Its Future Course of Action

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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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979-03

농촌공업의 문제점과 파급효과 IBRD 차관

최양부

C1979-04

농촌공업의 문제점과 파급효과 IBRD 차관 Policy Issues

최양부

C1979-05

제2차 세계은행차관 새마을 사업의 평가연구

성배영

C1979-06

농어촌 통신망사업 평가연구 제2차 IBRD 차관

정찬길

C1979-07

Evaluation Study on Rural Telephone Expansion Project under IBRD Loan

정찬길

C1979-08

간이급수시설사업 평가연구 제2차 IBRD 차관

문팔룡

C1979-09

Evaluation Study on Rural Water Supply Project under IBRD Loan

문팔룡

C1979-10

하천 정비사업 평가연구 제2차 IBRD 차관

문팔룡

C1979-11

A Post Evaluation Study on Minor River Training Project under IBRD Loan

김성훈

C1979-12

농업용수개발사업 평가연구 제2차 IBRD 차관

오호성 외

C1979-13

Evaluation Study on Small and Medium Scale Irrigation Project under IBRD Loan

오호성

C1979-14

간척지의 토지리용과 영농개선사업 평가연구 제2차 IBRD 차관

반성환

C1979-15

Evaluation Study on IBRD Loan Project: Farming in Reclaimed Land

반성환

C1979-16

영농기계화시범사업 평가연구 제2차 IBRD 차관

김영식 외

C1979-17

Evaluation Study on IBRD Loan Project: Farm Mechanization Pilot Project in Korea

김영식

C1979-18

농촌하부구조개발사업 평가연구 제2차 IBRD 차관

성배영 외

C1979-19

Evaluation Study on Rur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s under IBRD Loan

성배영

C1979-20

충북육우개발협회의 축산 및 부락개발사업 평가분석

허신행 외

C1979-21

An Evaluation Study on the Livestock Raising and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of the Chung Buk Beef Cattel Development Association

허신행

C1979-23

농촌시장개발 계획수립에 관한 연구(영문원고)

성배영

C1979-24

서울시지역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동과 유통개선에 관한 연구

성배영 외

C1979-25

A Study on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Activities and Improvement Food
Marketing in Seoul

성배영 외

C1979-26

식품수급표 1978년도

주용재 외

C1980-01

농업노동력 감소와 영농기계화

김영식 외

C1980-02

Social Impact Assessment: Korean Irrigation Funded By USAID

김동일

C1980-03

한국사료산업의 경제적 분석

김동희 외

C1980-04

The Study on Economic Efficiency of Feed and Feed Industry in Korea

김형화

C1980-05

축산물 비교우위 분석과 수출입정책

허신행

C1980-06

정부양곡관리 전산화 연구

김영식

C1980-07

고도산업사회에 부응하는 한국의 농촌개발

황인정 외

C1980-08

식품수급표 1979년도

주용재 외

C1980-09

서울시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건립을 위한 보완조사연구

성배영 외

C1980-10

An Additional Study of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ing Activities in Seoul

성배영 외

C1981-01

1980년산 잠견생산비 조사보고

이중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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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981-02

Livestock and Animal Feed Development in Korea

허신행

C1981-03

지방대도시 농수산물 유통현황 및 도매시장 배치계획연구

성배영 외

C1981-04

The Food Situation and Policies in the Republic of Korea

김동희, 주용재

C1981-05

ADB 차관 남강류역 농업개발사업의 사회지표조사

전도일 외

C1981-06

정부관리양곡 가공임 및 포장임조사

주용재 외

C1981-07

사료수입의 안정화와 효율성 제고

김영진 외

C1981-08

육류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구조개선방안 연구

허신행

C1981-10

농업협동조합의 조직과 기능진단

성배영 외

C1981-11-01

농기계원가조사 : 곡물건조기 21석형 36석형(한성공업)

이정환 외

C1981-11-02

농기계원가조사 : PVC 호스 80mm100mm(한미실업)

이정환 외

C1981-11-03

농기계원가조사 : 농용트랙타 28마력 50마력(한국중공업)

이정환 외

C1981-11-04

농기계원가조사 : 농용트랙타 28마력(동양물산기업)

이정환 외

C1981-11-06

농기계원가조사 : 경운기 디젤 6마력(국제종합기계)

이정환 외

C1981-11-07

농기계원가조사 : 경운기 석유 8마력(대동공업)

이정환 외

C1981-12

식품수급표 1980년도

주용재 외

C1981-13

1980 농어업 조사자료 집계분석결과

김동희

C1981-14

80년대 농정의 기본구상

반성환 외

C1982-01

Demographic Economic and Technical Interaction on Korean Rural
Development: A Report of Research Activity and Findings

김동일

C1982-02

1981년도 양송이 생산비 및 가공원가 조사결과

이중웅 외

C1982-03

포장육 생산 및 판매제비 조사

김형화 외

C1982-04

축산업협동조합의 조직과 기능진단

성배영 외

C1982-05

수산업협동조합의 조직과 기능진단

성배영 외

C1982-06

Linking Rural Women’s Production Enterprise to Family Benefits and to
Country Programme in Korea

전도일

C1982-07-01

관수용양수장비(엔진디젤 10마력) 원가조사(국제종합기계)

C1982-07-02

관수용양수장비(엔진디젤 10마력) 원가조사(아세아종합기계)

C1982-07-03

관수용양수장비(송수호스 3″ 4″ 5″) 원가조사(대호산업)

C1982-07-04

관수용양수장비(양수기 휴갈 5″ 6″) 원가조사(백천기업)

C1982-07-05

관수용양수장비(흡입호스)원가조사(한미실업)

C1982-08

잠업의 장기전망에 관한 연구

김영진 외

C1982-09

농촌구조분석

전도일

C1982-10

사회지표조사를 위한 남강종합개발사업평가

김한구 외

C1982-11

An Evaluation of the Integrated Namgang Area Development Project by
Social Indicators

김한구 외

C1982-12

돼지 사육의 적정규모와 양돈업의 육성방안

김형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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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982-13

전국권 농수산물 유통개선 기본계획연구(중간보고)

성배영

C1982-14

지방주요도시 농수산물 유통현황분석

성배영 외

C1982-15

농업용수개발시험연구: 농업용수개발의 경제성 재검토

김영진, 김정부

C1982-16

농지개량조합 운영개선방안

김봉구 외

C1982-17

휴대용 동력예취기 NB30K NB40 (북성기계)

이정환 외

C1982-18

농업용수개발사업 평가연구 제2차 IBRD차관

김봉구 외

C1982-19

Evaluation Study on Medium Scale Irrigation Project under IBRD Loan

김봉구

C1982-20

2000년대를 향한 농촌정주생활권개발 기본구상(전남 강진권 사례연구)

김재완 외

C1982-21

강진 농촌정주생활권 개발계획 1983~1991

김재완 외

C1982-22

식품수급표 1981년도

주용재, 이영기

C1983-01

Village Receiving System and Group Farming Practice: Four Korean Village Cases

최양부, 정기환

C1983-02

83신기종 콤바인 2조식(RX1300) 원가조사(대동공업)

이정환 외

C1983-03-01

볏집절단기(아세아산업공사)

이정환 외

C1983-03-02

곡물건조기 (순환식 30석) 원가조사(협신)

C1983-04

2000년대를 향한 농촌정주생활권개발 기본구상(경기 안성권 사례연구)

최양부 외

C1983-05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성배영 외

C1983-06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운영방안

정찬길

C1983-07

2000년대를 향한 국가장기발전구상(농업부문 중간보고)

허신행

C1983-08

어촌부업개발에 관한 연구

주우일 외

C1983-09

농업진흥공사 경영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김영진 외

C1983-10

농어촌개발공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연구

성배영 외

C1983-11

산지초지개발에 관한 연구

김영진 외

C1983-12

농업금융정책과 농업금융구조개선방향 제2차 IBRD 차관

윤호섭 외

C1983-13

고성농촌정주생활권개발 기본구상(중간보고)

최양부

C1983-14

식품수급표 1982년도

주용재, 유남식

C1983-15

A Study of Operating Policies for GaragDong Agricultural and Fishery
Wholesale Market

성배영 외

C1984-01

84년도 기계이앙육묘상자 원가조사

이정환, 이정용

C1984-01-01

농기계 원가조사 : 84년도 육묘상자(산파재생) 원가조사(한성)

이정환, 이정용

C1984-01-02

농기계 원가조사 : 84년도 육묘상자(조파신생·재생) 원가조사(국제종합기계)

이정환, 이정용

C1984-01-03

농기계 원가조사 : 84년도 육묘상자(조파신생) 원가조사(삼영화학)

이정환, 이정용

C1984-01-04

농기계 원가조사 : 84년도 육묘상자(조파신생 ㈜앙 산파신생·재생) 원가조사
(대우플라스틱)

이정환, 이정용

C1984-02

트랙타 견인구동형 주행식 분무기(TD=600) 탑재형(TM=400) 원가조사(대동공업)

C1984-03

농용트랙타(33마력) 원가조사

C1984-04

육묘상자세척기(백천기업)원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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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도 농업재해보험조사 사업결과

C1984-06

공냉디젤엔진(5마력)에 대한 원가조사(대흥기계)

C1984-07

주행형탈곡기(해육기계공업)

C1984-08

농용트랙타본체(디젤 32마력) 원가조사(금성전선)

C1984-09

2000년대를 향한 농촌정주생활권개발 기본구상(경남 고성군)

최양부

C1984-10

집유제도개선방안 연구

김형화 외

C1984-11

콩수급에 관한 연구

주용재 외

C1984-12-00-1

전국권 농수산물 유통개선 기본계획연구(종합보고)

성배영

C1984-12-00-2

전국권 농수산물 유통개선 기본계획연구(요약보고)

성배영 외

C1984-12-00-3

National Marketing Master Plan Study

성배영

C1984-12-01

청과물 유통체계분석

성배영 외

C1984-12-02

수산물 유통개선연구

성배영, 김진석

C1984-12-03

축산물 유통체계분석

성배영, 조명기

C1984-12-04

화훼류 유통체계분석

성배영, 조명기

C1984-12-05

도소매시장 운영효율화 연구

성배영 외

C1984-12-06

농수산물 유통의 지역균형과 적정 도매시장 배치분석

성배영, 현공남

C1984-12-07

농수산물 산지류통과 농협판매사업 강화연구

서기원

C1984-12-08

농수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수송체계연구

권원달

C1984-12-09

농수산물 유통관계 법률 및 제도연구

윤효직

C1984-12-10

농수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교육훈련연구

심영근

C1984-12-11

농수산물 유통과 도시계획

황용주

C1984-12-12

농수산물 유통사업 투자분석

문팔룡

C1984-13

축산물 가격안정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허신행 외

C1984-14

농수산물 가격안정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허신행 외

C1984-15

농지제도 및 농지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김성호 외

전국권 농수산물 유통개선 기본계획 보완연구

성배영 외

인천직할시 농산물 도매시장건설 타당성 조사연구

윤호섭 외

C1985-02-01

한국에 있어 후렌치 후라이 가공공장건설의 타당성 분석

주용재 외

C1985-02-02

An Analysis on the Economic Feasibility of Constructing French Fry
Processing Plant in Korea

주용재 외

C1985-03

농협정책사업의 적정취급 수수료율 산정에 관한 연구

강정일 외

C1985-04

Evaluation of a New Approach to Rural Development: the Pilot Integrated
CBIRD / SAEMAUL(PICS)Program in Korea

서종혁 외

C1985-05

해외어업 합작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주우일 외

C1985-06

서울우유 제3공장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연구

허신행 외

C1986-01

축산발전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허신행 외

C1985-01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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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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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1987

1988

1989

번호

서명(논문명)

책임자

C1986-02

정부양곡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주용재 외

C1986-03

농수산물류통공사(가칭) 설립검토를 위한 연구

성배영 외

C1986-04

농가경제조사 표본설계

김병호, 이장호

C1986-05

농산물 가격안정대사업실시를 위한 조사연구

허신행 외

C1986-06

정부조곡매출 대상업체의 경영수지 및 조작원가조사분석

명광식 외

C1986-07

농협농약공급제도 개선방안연구

강정일 외

C1987-01

연안어장 목장화계획 보완연구

성배영 외

C1987-02

산지개발과 이용의 정책방향 연구

이광원 외

C1987-03

농조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김성호 외

C1988-01-01

농공지구 개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최양부 외

C1988-01-02

충남 공주군 장기농공지구 사례

임재환 외

C1988-01-03

전북 남원군 동면농공지구 사례

이동호, 장재우

C1988-01-04

전남 함평군 학교농공지구 사례

장동섭 외

C1988-01-05

경북 영천군 고경농공지구 사례

김병도

C1988-01-06

경남 밀양군 부북농공지구 사례

황홍도

C1988-02

축산자조금 제도에 관한 연구

허신행 외

C1988-03

한국의 잠사업 현황 문제점 및 장기전망에 관한 연구

유철호 외

C1988-04

축산부류 도매시장의 수수료 징수방법 및 요율에 관한 연구

유철호 외

C1988-05

농업기계화 사업의 장기정책방향 연구

강정일 외

C1988-06

횡성지역 종합개발계획 1989~1993

이광원 외

C1988-07

영광지역 종합개발계획 1989~1993

이광원 외

C1988-09

농림수산 행정조직 개편방안

C1989-01

낙농발전 장기대책 수립 및 추진계획에 관한 연구

허신행 외

C1989-02

2000년대 채소 수급전망 및 가격안정방안에 관한 연구

허신행 외

C1989-03-01

부산 서부권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방안 수립연구

성배영 외

C1989-03-02

부산 서부권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방안 수립연구(요약보고)

성배영 외

C1989-04

고창군지역 종합개발계획 1990~1994

이정환 외

C1989-05

남해군지역 종합개발계획 1990~1994

이정환 외

C1989-06

농림수산물 수입자유화 장단기대책에 관한 연구

이재옥 외

C1989-07

구례군지역 종합개발계획 1990~1994

이정환 외

C1989-08

도계 수수료의 적정수준 및 징수방법에 관한 연구

백종희, 김남우

C1989-09

추곡 수매가 산정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윤호섭 외

C1989-10

유통인 복지회관 건립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방안 연구

성배영 외

C1989-11

농협 비료사업 취급수수료율 산정연구

강정일 외

C1989-12

간척사업과 수산업과의 관계 및 수익성 비교검토 연구

이정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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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C1989-13

쇠고기 수입자유화가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철현 외

C1990-01

군위군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1991~1995

이정환 외

C1990-02

김제군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1991~1995

이정환 외

C1990-03

농축산물의 효율적 수입관리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

성배영 외

C1990-04

수입 쇠고기 포장육 생산원가조사

유철호 외

C1990-05

농약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정일 외

C1990-06

양곡관리 및 농산물 검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윤호섭 외

C1990-07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 관리운영방안 연구

성배영 외

C1990-08

부분육 가공 및 유통에 관한 연구

성배영 외

C1990-09

수출입 식물 훈증방제수가 산출 연구

강정일, 강창용

C1990-10

가축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대책에 관한 연구

유철호 외

C1991-01

UR 농산물협상 및 수입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최양부 외

C1991-02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개발모형연구

이광원 외

C1991-03

남원군지역 종합개발계획 1992~1996

이용만 외

C1991-04

중원군지역 종합개발계획 1992~1996

이정환 외

C1991-05

정부위촉판매사업 취급수수료율 산정연구

유철호 외

C1991-06

강원도지역 유기자연농산물 개발계획

서종혁 외

C1991-07

농수산물 유통실태 조사연구

성배영 외

C1991-08

UR협상대응 농업기술 개발대책수립조사연구

허신행 외

C1991-09

2000년대 농업기계화의 전망과 과제

강정일 외

C1991-10

영농형태별 농가경제 조사연구

김정호 외

C1991-11

한국어선협회 장기발전방안 연구

박성쾌 외

C1991-12-01

농외소득원 개발정책의 평가와 장단기 발전전략

서종혁 외

C1991-12-02

경기도 농외소득원 개발전략

이정용

C1991-12-03

강원도 농외소득원 개발전략

하서현, 김경량

C1991-12-04

충청북도 농외소득원 개발전략

성진근

C1991-12-05

충청남도 농외소득원 개발전략

임재환

C1991-12-06

전라북도 농외소득원 개발전략

이용만, 신용철

C1991-12-07

전라남도 농외소득원 개발전략

김형모

C1991-12-08

경상북도 농외소득원 개발전략

최규섭

C1991-12-09

경상남도 농외소득원 개발전략

김병택

C1991-12-10

제주도 농외소득원 개발전략

현공남

C1991-13

감귤 가공공장건설사업 타당성 검토 조사연구

성배영 외

C1991-14

농어촌 복지제도 개발에 관한 연구

정명채 외

C1991-15

가축 배설물처리와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

유철호 외

1990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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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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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992

번호

서명(논문명)

책임자

C1991-16-01

농촌 및 농업구조 변천에 관한 연구 : 구례 유씨가의 생활일기(상)1851~1915

김성호 외

C1991-16-02

농촌 및 농업구조 변천에 관한 연구 : 구례 유씨가의 생활일기(하)1916~1936

김성호 외

C1991-16-03

농촌 및 농업구조 변천에 관한 연구 : 구례군 사회조직 문서 1871~1935

김성호 외

C1991-16-04

농촌 및 농업구조 변천에 관한 연구 : 구례 유씨가의 농가일기 1912~1942

김성호 외

C1991-16-05

농촌 및 농업구조 변천에 관한 연구 : 구례 유씨가의 지세분정기 1914~1941

김성호 외

C1992-01

창원시 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방안 수립

성배영 외

C1992-02

산림 휴양계획모형과 다목적리용

이광원, 이덕순

C1992-03

남양주군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1993~2002

이정환 외

C1992-04

구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방안 연구

성배영 외

C1992-05

지역산림리용과 농가림업모형

이광원 외

C1992-06

농가경제조사 표본설계연구

오치주 외

C1992-07

고구마 전분 관련산업의 발전방향 연구

김명환 외

C1992-08

남제주군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1993~2002

이정환 외

C1992-09

농업기계 유통체계 개선방향 연구

강정일 외

C1992-10

춘천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방안 수립

성배영 외

C1992-11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사연구

박성쾌 외

C1992-12

UR이후 농산물 가격정책 조정방향 연구

이재옥 외

C1992-13

UR협상타결이후 농산물 수출지원에 관한 연구

최정섭 외

C1992-14

가축 배설물 처리와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

유철호 외

C1992-15

인삼사업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서종혁 외

C1993-01

농업금융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김용택 외

C1993-02

임실군지역 종합개발계획 1994~2003

이정환 외

C1993-03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의 합리적 이용개발모형연구 :
산림자원의 합리적 이용개발모형과 개발 주체 육성

이광원 외

C1993-04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의 합리적 이용개발모형연구 :
산촌 산림 개발주체와 농림가육성모형

이광원 외

C1993-05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의 합리적 이용개발모형연구 :
산촌 휴양지개발과 산림 휴양계획 모형

이광원

C1993-06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의 합리적 이용개발모형연구 :
경제임업의 창출과 임업경영계획 및 산림계획의 전산화

이광원 외

C1993-07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의 합리적 이용개발모형연구 :
산림생산기반육성과 임도 및 임업기계화

이광원 외

C1993-08

외발산동 직판시장 건설 및 운영방안 수립 연구

성배영 외

C1993-09

한우육 고급화를 위한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유철호 외

C1993-10

광주군지역 종합개발계획 1994~2003

이정환 외

C1993-11

주요 청과물 유통비용 분석

성배영, 한상립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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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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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논문명)

책임자

C1993-12

가공식품 수출증대를 위한 기초조사연구: 중국산 원료농산물 이용을 중심으로

최세균, 송성완

C1993-13

중국 농축산업의 현황과 전망

고재모, 이일영

C1993-14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추진방향과 실천계획: 농어촌구조개선대책과 농어촌진
흥공사의 역할

강정일 외

C1994-01

조림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황원 외

C1994-02

농업경영자 기술전문대학 설립운영방안 연구

정명채 외

C1994-03

수입개방이후 농산물 수입관리대책에 관한 연구

이재옥 외

C1994-04

UR이후 축산업의 전망과 발전방향

유철호 외

C1994-05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연구

C1994-06

부산시 동부권 농산물 도매시장건설 기본계획수립 연구

성배영 외

C1994-07

농수산물 생산자·소비자 물가지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치주, 이철현

C1994-08

산림 100년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석현덕 외

C1994-09

아산군 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

이정환 외

C1994-10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국민연금 확대방안

정명채 외

C1994-11

첨단 시설원예 농업의 경제성 분석 연구

오세익 외

C1994-12

양정제도 개편에 따른 농협의 역할

김명환 외

C1995-01

해외교포 마케팅조직을 통한 농림수산물 수출촉진방안 연구-미주지역을 중심으로-

허길행 외

C1995-02

농촌지역 2·3차 산업의 활성화 방안

이동필 외

C1995-03

진주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방안 수립 연구

허길행 외

C1995-04

산촌종합개발 정책방향과 추진체계

이광원, 박주하

C1995-05

산촌 종합개발 모형과 개발계획

이광원 외

C1995-06

어장·어항·어촌을 통합한 어촌종합개발 모형수립에 관한 연구

박성쾌 외

C1995-07

농수산물 유통개혁 백서

허길행 외

C1995-08

비료 수입개방에 따른 농협의 대응방안 연구

최지현, 강정일

C1995-09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림수산기술개발 정책방향

강정일 외

C1995-10

농산물 포장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김명환 외

C1995-11

지리산권 산림산촌종합개발계획 연구

장철수 외

C1995-12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이영대, 박대식

C1995-13

제주시 농협 농산물공판장 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방안

김명환 외

C1996-01

성남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방안 연구

허길행 외

C1996-02

고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방안 연구

허길행 외

C1996-03

임산물 종합처리장 설치에 관한 타당성 조사연구

석현덕 외

C1996-04

수리조직 활성화와 쌀 생산 전업화에 관한 연구

김성호 외

외국의 농업용수관리제도

김성호 외

측우기록분석과 수리유적조사

김성호 외

『조선 고대 관측기록 조사보고』 자료

김성호 외

C1996-04-01
C1996-05
C199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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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C1996-05-02

1996

조선시대의 제언과 현존 실태

김성호 외

한국 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신영태 외

C1996-07

농어촌발전대책 중간평가

강정일 외

C1996-08

중국 수산업의 조사 연구

김정봉 외

C1996-09

농협 경제사업의 발전방향 : 판매·가공사업을 중심으로

김명환 외

C1996-10

구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연구

허길행 외

C1996-11

국유림내 특정자원의 세입화 방안

이광원 외

C1996-12

WTO 체제하의 농업지원제도 조사연구

서종혁 외

C1996-12-01

외국의 직접지불제도 자료집

서종혁 외

C1996-12-02

EU의 직접지불제도 자료집

서종혁 외

C1996-12-03

미국·카나다의 직접지불제도 자료집

서종혁 외

C1996-12-04

일본의 직접지불제도 자료집

서종혁 외

C1996-13

농작물보험의 도입에 관한 연구

정명채 외

C1996-15

인천광역시 농업타운 조성 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상 연구

정기환 외

C1996-16

주요 농산물의 해외개발수입 방안 연구

고재모 외

C1996-24

어촌지역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정기환 외

C1997-01

축산물 수입자유화에 따른 축협유통사업 활성화 방안

유철호 외

C1997-02

농림사업 2단계 중간평가

강정일 외

C1997-03

농촌지역의 정보화 실태와 발전방향
- 농촌지역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연구 -

이동필 외

C1997-04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지리적표시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성명환 외

21세기에 대응한 농수산물 유통개선대책 연구 - 종합보고서 -

허길행 외

C1997-06

곡물의 중장기 수급전망과 대응정책

이정환 외

C1997-07

아태지역 식품유통 및 수급동향과 변화요인 분석

어명근 외

C1997-08

어항지정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강정일 외

C1997-09

식품유통 및 소비통계조사의 체계구축과 데이터베이스화

김병률

C1997-10

농림사업평가

강정일 외

C1997-10-01

1998

책임자

C1996-06

C1997-05-01
1997

서명(논문명)

농림사업평가 : 요약보고서

강정일

C1997-11

농림부문 해외인력 활용방안

정명채 외

C1997-12

농림부문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차등보조제 도입방안

박성재 외

C1998-01

특수가축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유철호 외

C1998-02

카자흐스탄 농업발전전략

김명환 외

C1998-03

감귤 수출증대 방안 연구

최정섭 외

C1998-04

조건불리지역 및 환경보전에 대한 직접지불제 조사연구

서종혁 외

C1998-05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연구

박시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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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8

1999

번호

책임자

C1998-06

식품 관련 관세율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최세균 외

C1998-07

농업부문 장단기 예측정보시스템 개발

이정환 외

C1998-08

농협 농산물 유통사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허길행 외

C1998-09

주요 농산물의 관측체계 구축 -1998년도 사업결과보고-

오치주 외

C1998-10

쌀 농업의 비용 절감을 위한 경영모델과 지역시스템 개발

김정호 외

C1998-11

북한의 농업기술 현황과 남북한 농업기술 협력방안

김운근 외

C1998-12

통일 대비 북한 산림 관리방안

석현덕, 정정길

C1999-01

인삼수급전망과 인삼협동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성명환 외

C1999-02

임산약용자원을 활용한 농산촌 지역 소득증대 방안 연구

장철수 외

C1999-03

감귤 자조금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임송수 외

C1999-04

영산강IV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중 경제성분석에 대한 연구

김정부 외

C1999-05

약용작물(한약재)의 가공 및 유통관련 규제개혁 연구

장철수 외

C1999-06

농림사업경영체 경영실태 평가

박현태 외

C1999-07

농축산물 도매사업의 효과적 진입방안

전창곤 외

C1999-08

농업기계화사업의 과제와 정책방향

김철민 외

C1999-09

농업용수이용료의 부과 수준과 기준 정립을 위한 연구

김용택 외

C1999-10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환경평가기준 연구 중 농업적성도 조사·분석부문

김홍상 외

C1999-11

송아지 생산 안정기준가격 설정 모델 개발

정명채 외

C1999-12

영광군 농수축산물 직판장 입지 선정 및 관리운영 방안

김병률 외

C1999-13

농산물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 도입 방안

김병률 외

C1999-14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김병률 외

C1999-15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의 효과분석

김홍상 외

C1999-16

농가 도우미제도 도입방안 연구

정명채, 박대식

C1999-17

식물 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 연구

이두순 외

C1999-18-01

남북 농업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김영훈, 김운근

C1999-18-02

북한의 농산물교역실태와 남북한 교역활성화 방안 연구

유재현 외

C1999-18-03

남북한 농산물 계약재배 추진 방안

고재모, 이일영

C1999-18-04

남북한 공동 해외 농업개발 추진 방안

이병화 외

C1999-19

21세기 임정비전과 산림정책 기본법

장우환 외

C1999-20

산림사업용 묘목생산 및 묘목가격 산정체계에 관한 연구

석현덕 외

C1999-21

임산물 수출확대방안 연구

석현덕 외

C1999-21-1

임산물 수출확대방안 연구 : 제1권.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시장확대 전략

석현덕 외

C1999-21-2

임산물 수출확대방안 연구 : 제2권. 목재류 해외시장조사

석현덕 외

C1999-21-3

임산물 수출확대방안 연구 : 제3권. 비목재류 해외시장조사

석현덕 외

목탄·목초액의 산업화 연구

석현덕, 장철수

C19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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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000

번호

서명(논문명)

책임자

C1999-24

식품소비통계조사 표본설계방안 연구

이용선 외

C1999-25

농산물 유통 마진조사 표본설계방안 연구

전창곤, 이철현

C1999-26-01

북한 농업정보체계 구축방안

김운근 외

C1999-26-02

북한의 농업관련 법령현황 및 통일대비 통합방안

정영화

C1999-27

북한 농업동향

김운근, 전형진

C1999-28

1999/2000년 북한의 식량 수급 전망

김운근 외

C1999-29

북한의 농산물 유통과 농민시장 운영실태

정정길 외

C1999-30

북한의 농업기자재 수급현황과 남북한 협력방안

권태진 외

C1999-31

21세기 농업·농촌의 비전과 정책과제

김정호 외

C1999-32

농산물 물류센터 건설 운영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

이용선

C1999-33

각국의 농업분야 오염자 부담원칙 적용실태 및 국내 도입방안

김창길, 김윤식

C1999-34

닭고기 군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정민국, 허 덕

C1999-35-0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 대응 방안

어명근 외

C1999-35-02

동북아 농업협력 방안

김태곤, 정정길

C1999-36

WTO 차기 농산물협상의 전망과 대책

이재옥 외

C1999-37

수출국의 차기 농산물협상 대응에 관한 연구

최정섭, 이현옥

C2000-01

농업관련산업의 유형화와 연관구조 분석

김철민 외

C2000-02

농업경영 컨설팅 체계 발전방안

김정호 외

C2000-03

농업경영체 지대별 발전모형과 정책방향 연구

박문호 외

C2000-04

농업생산성 제고방안

김용택 외

C2000-05

임산약용자원을 활용한 농산촌지역 소득증대 방안 연구

장철수 외

C2000-06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시설비 및 운영비 조사연구

허 덕외

C2000-07

논농업 직접지불제

박동규 외

C2000-08

충북 지역 농업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

유승우 외

C2000-09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방안

김병률 외

C2000-10

21세기 농업과학기술의 좌표와 정책방향

박상우 외

C2000-11-01

제2임산물 종합유통센터 입지분석 연구

석현덕 외

C2000-11-02

농업경영 컨설팅 체계 발전방안

김정호 외

C2000-12

김포 매립지의 농업적 활용방안 연구

김홍상 외

C2000-13

수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 기본계획 및 운영방안 연구

전창곤 외

C2000-14

무주군 농업개발계획 수립 연구

오내원 외

C2000-15

지식기반사회 구현을 위한 농촌부분의 규제개혁 구상

이동필 외

C2000-16

수리시설 유지관리 국고보조제도 개선 연구

김용택 외

C2000-17

칼로리 자급률의 개념 정립과 목표 설정

최지현 외

C2000-18

산림도시 개발방법 및 실연기술 개발

장우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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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C2000-19

448

책임자

구미화훼단지 선산권 옥성지구 개발계획

박시현 외

구미화훼단지 선산권 옥성지구 개발계획 요약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2000-20

밭기반 정비사업의 효과분석

김홍상, 한용희

C2000-21

영산강 4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 타당성 및 기본조사 보고서 (사회·경제분야)

김주훈 외

C2000-22

국민건강보험의 농어민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정명채 외

C2000-23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정비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박시현 외

C2000-24-01

제주 함덕농협 유통사업 컨설팅 결과보고서

김병률 외

C2000-24-02

제주 서귀포농협 유통사업 컨설팅 결과보고서

김병률 외

C2000-24-03

제주 안덕농협 유통사업 컨설팅 결과보고서

김병률 외

C2000-24-04

거창 사과원예농협 유통사업 컨설팅 결과보고서

김병률 외

C2000-24-05

경남 단감농협 유통사업 컨설팅 결과보고서

김병률 외

C2000-24-06

경남 합천 율곡농협 유통사업 컨설팅 결과보고서

김병률 외

C2000-25

서남권 도매시장 건설을 위한 영등포상권 이전과 후적지 정비방안 연구

허길행 외

C2000-26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 방안

장우환 외

C2000-27

사유림 투자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연구

석현덕 외

C2000-28

공공보건 의료기관 투자사업평가

정명채 외

C2000-29

임업분야 WTO 뉴라운드 대응방안 연구

어명근 외

C2000-30

화훼류 유통구조 실태와 개선 방향

박현태 외

C2000-31

북한의 농업개발 전략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

김운근 외

C2000-32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김영훈 외

C2000-33

남북 농업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범농장 추진 방안 연구

정정길 외

C2000-34

남·북한 농업 유통부문 협력방안

정정길 외

C2000-35

북한의 주요 농업개발 현황과 협력방안

박래경 외

C2000-36

남북한 해외 농산물시장 공동 개척방안

홍택기

C2000-37

C2000-19-1

2000

서명(논문명)

미곡융자수매제 시범사업평가 및 정부수매제 종합적 개편방안

김명환 외

C2000-38-01

외국의 농업투융자제도 조사연구

김정호 외

C2000-38-02

농림사업 융자지원조건 개선방안

김정호 외

C2000-39

농정 추진 실적 평가와 농업·농촌 정책 방향

서종혁 외

C2000-40

분화류 생산 수출실태와 해외시장 동향연구

이두순 외

C2000-41

농협 영농자재 사업의 혁신방안 연구

강창용 외

C2000-42

농업기술보급체계 및 현장영향 평가

오세익 외

C2000-43

도매시장 표준하역비제도 운용방안 연구

전창곤 외

C2000-44

농업법인경영의 발전방향과 정책개선방안 연구

박문호, 전익수

C2000-45

초등학교 교과서 농업관련 내용 개정 연구

최경환 외

C2000-46

농산물 시장개방이 국내 농업에 미친 영향

최세균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발행연도

2000

2001

번호

서명(논문명)

책임자

C2000-47

민간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활성화 방안

허길행 외

C2000-48

WTO 뉴라운드 대응 공동연구 : 농업분야 영향분석

임정빈 외

C2000-49

세계농업모형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연구

윤호섭 외

세계농업모형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연구(별책부록)

윤호섭 외

C2000-50

농업금융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성재 외

C2000-51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농업구조 정보모형 개발

김태곤

C2001-01

생산자단체와 대형유통업체간 전자거래 (사이버 도매시장) 구축방안 연구

이동필 외

C2001-02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위한 표준수확량 산정 및 손해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최경환 외

C2001-03

김해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방안 연구

전창곤 외

C2001-04

친환경농업 사용자재 등 신자재 관리방안

허 장외

C2001-05

육류 소비자 권장가격 산정 모형 개발 연구

최정섭 외

C2001-06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시행체계에 대한 연구

이규천, 이우신

C2001-07

중국의 WTO 가입과 시장개방에 따른 채소·과수·화훼산업 영향과 대응방향

김병률 외

C2001-08

WTO 농산물 품목별 협상대책 연구

이재옥 외

C2001-09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소정 협력사업 2차연도 평가와 개선방안

김병률 외

C2001-10

가락시장 도축장폐쇄 타당성 검토

최정섭 외

C2001-11

새로운 접근법에 의한 21세기 농업·농촌정비방향

김정호 외

C2001-12

식료의 안정적 공급 및 농산물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 방안

이동필 외

C2001-13

축산물등급판정소 조직진단 및 재정안정화 방안

허 덕외

C2001-14

가락시장 이전 타당성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허길행 외

C2001-15

금산 국제인삼물류센터 종합운영계획 연구

전창곤 외

C2001-16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농림부문 2단계 규제정비 방안

이동필, 김종선

C2001-17

연해주 한·북·러 농업협력사업 추진 기본전략 연구

김영훈 외

C2001-18

농업인, 가축 및 농용시설 등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규정 정비방안

이동필 외

C2001-19

21세기 종자산업의 발전방향

박현태 외

C2001-20

21C 농업·농촌의 비전과 발전전략

이정환 외

C2001-21

답리작 맥류의 랩-사일리지 베일건초의 생산 가공유통 시스템의 경제성 분석
및 장단기 발전대책

신승열 외

C2001-22

21세기 시설원예산업의 지속발전방안 연구

김병률 외

C2001-23

농촌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박대식 외

C2001-24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개발연구

이정환 외

C2001-25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최세균, 김태곤

C2001-26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 건설기본계획 및 운영방안 연구

전창곤 외

C2001-27

밭기반정비사업의 중장기추진방향

김홍상 외

C2001-28

미곡종합처리장 경영개선 및 중장기 발전모델 개발

박동규

C2000-49-1

449

자료집

발행연도

번호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계약의 효율적 운용방안

박동규 외

C2001-30

경영체별 소득안정화 방안 연구

오내원 외

C2001-31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가치평가 연구

오세익 외

C2001-32

산림보험제도 의식조사 및 임목표준금액 산정

석현덕 외

C2001-33

농업기반공사의 기능과 역할정립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김정부 외

농업기반공사의 기능과 역할 정립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요약보고서

김정부 외

C2001-34

주요국(미국, EU, 일본)의 농정변화와 WTO 농업협상과의 관계분석

임정빈 외

C2001-35

동북아지역 농업협력 강화 방안

서종혁 외

C2001-36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관리제도 개선방안

김영훈, 임정빈

C2001-37

농작물 종자산업의 남북한 협력방안

정정길, 권태진

C2001-38

남북한 농업의 상호보완성 증대방안

김운근

C2001-39

제4차 국토종합계획 실천을 위한 농업·농촌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박시현 외

C2001-40

농가계층별 소득증대 방안: 농외소득 증대의 방향과 전략

오내원 외

C2001-A1

농산물 포장규격 이용실태와 수요분석과 기술개발 파급효과

강창용 외

C2001-A2

중고농기계의 유통실태와 이용 활성화 방안

강창용 외

C2001-A3

물벼 건조저장 시설의 모델개발, 경제성 평가, 전국적 배치, 정책지원방향

김명환 외

C2002-01

마산항 농산물수출물류센터 건설기본계획 및 운영방안 연구

전창곤 외

C2002-02

주요국의 WTO 농산물협상 제안서 분석 및 대책 수립

임정빈, 이재옥

C2002-03

쌀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 및 2002년 쌀산업 안정대책 연구

박동규

C2002-04

주요국의 WTO농산물협상 제안서 분석 및 대책수립

이재옥, 임정빈

C2002-05

한국농업·농촌 100년사

박석두

C2002-06

쌀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대책 세부 시행방안

이정환 외

C2002-07

조건불리지역 밭농업 직접지불제 세부 시행방안

오내원 외

조건불리지역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향조사와 가치평가

유진채

C2002-08

농장관리·농장재정·사회문화 지표 및 농업정책 개발연구

임송수 외

C2002-09

과수농가의 투자결정모형과 응용프로그램 개발

박성재 외

C2002-10

소래지구 아름마을 가꾸기 시범사업 개발계획

박시현 외

C2002-11

채소농가 소득안정화를 위한 위험관리시스템 개발

김정호 외

C2002-12

충주시 농업·농촌 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최지현 외

C2002-13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전략

김창길, 김정호

C2002-14

수입자유화에 대응한 녹차산업의 발전방안 연구

박문호, 임송수

C2002-15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시행방안 연구

김명환 외

C2002-16

고양 화훼단지 조성 및 관리운영방안 연구

전창곤 외

C2002-17

전통장류의 일본수출시장 분석

최지현, 이계임

C2002-18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송미령 외

C2002-07-1

2002

450

책임자

C2001-29

C2001-33-01

2001

서명(논문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발행연도

번호
C2002-18-1

2002

2003

서명(논문명)

책임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요약보고서

송미령 외

C2002-19

농촌폐비닐 적정배출과 종합적인 수거촉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방안

허 장외

C2002-20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사회교육 방안

정기환 외

C2002-21

수출용 분화류 공정생산, 포장, 출하시스템 개발의 경제성 분석

박현태 외

C2002-22

농업종합자금제의 비전과 장단기 발전전략

박성재 외

C2002-23

주요 GM작물의 경제성 및 소비자 선호도 분석

임송수 외

C2002-24

구병리 아름마을 가꾸기 개발계획

송미령 외

C2002-25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

김정호 외

C2002-26

선인장 국제시장 조사 및 수출 확대 방안

박현태 외

C2002-27

중국의 밤 산업 동향

장우환 외

C2002-28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임산물 교역과 대응방안 연구

장철수 외

C2002-29

새로운 농촌 건설을 위한 농촌개발과 복지증진 대책

김정호 외

C2002-30

WTO뉴라운드 대비 농업·농촌 발전과제

김정호 외

C2002-31-1

기린농협 유통활성화사업 컨설팅 결과보고서

조명기 외

C2002-31-2

청일농협 유통활성화사업 컨설팅 결과 보고서

조명기 외

C2002-31-3

화개농협 유통활성화사업 컨설팅 결과보고서

박문호 외

C2002-31-4

횡천농협 유통활성화사업 컨설팅 결과보고서

전창곤 외

C2002-32

남북한 당국자간 농업협상을 위한 의제 개발 및 대응 방안

김영훈 외

C2002-33

북한 농업 및 농정 동향 분석

권태진, 최봉석

C2002-34

여성농업인 복지지표 개발 연구

박대식 외

C2002-35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전창곤 외

C2002-36

제천시 농업·농촌발전계획 2003-2010

김병률 외

C2002-37

도·농 통합형 농촌 정주기반 구축방안 연구

송미령 외

C2002-38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농업분야 대응방안

최세균 외

C2002-39

WTO 농업협상에서 농업의 비교역적사항(NTC) 반영방안

임송수, 이재옥

C2002-A1

농업정보 응용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이장호 외

C2002-A2

물관리 생력화 기술 개발의 경제성 분석

김은순, 박준기

C2002-A3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정비방안 연구

권태진 외

C2002-A4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한중 농산물 교역 및 농업협력방안 연구

이재옥 외

C2002-A5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개발모형정립과 실용화 방안

박시현 외

C2002-A6

폐영농자재의 발생 및 수거실태와 효율적 관리방안

강창용 외

C2002-A7

농산물시장의 개방확대에 대응한 지역농산물의 차별화 전략

성명환 외

C2003-01

농산물 공동계산 표준모델 개발

허길행 외

C2003-02

성주지역 유통센터건립 타당성 조사연구

조명기 외

C2003-03

마늘산업 구조조정 특별지원사업 추진방안 연구

김병률 외

451

자료집

발행연도

번호

452

책임자

C2003-04

친환경농축산업 육성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김창길 외

C2003-05

국제기구의 북한농업 개발사업 추진방식 분석 및 적용방안

권태진 외

C2003-06

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 방향 및 방안

박시현 외

C2003-07

수산물 수급실태 분석과 중장기 전망에 관한 연구

이계임 외

C2003-08

WTO 쌀 재협상의 시나리오별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이재옥 외

C2003-09

WTO 농업협상과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대응 방향

최세균 외

C2003-10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한 단기소득 임산물 관측연구

장철수 외

C2003-11

한국농업전문학교 중장기 발전방향

최경환, 박대식

C2003-12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쌀 비축제도 연구

성명환 외

C2003-13

미곡종합처리장사업 성과 평가

박동규 외

C2003-14

농림투융자 성과분석 및 향후 투융자 방향에 관한 연구

김용택 외

C2003-15

DDA 및 FTA에 대응한 농업&농촌 정책의 방향과 과제

김정호 외

C2003-16

영세민 식품보조제도 도입방안 연구

김성용 외

C2003-17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에 관한 연구

정기환 외

C2003-17-1

2003

서명(논문명)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에 관한 연구 요약집

정기환 외

C2003-18

한약재 유통활성화를 위한 e-Marketplace 구축 방안

이동필 외

C2003-19

DDA 농업협상이 원예특작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김병률 외

C2003-20

산지 쌀가격 조사체계 개선

박동규 외

C2003-21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강창용 외

C2003-22

산림유기자원을 활용한 산림자연퇴비의 실용화에 관한 연구

장우환 외

C2003-23

WTO/DDA 농업협상 모댈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 방향

임송수 외

C2003-24-1

2003년 농협 유통활성화사업 컨설팅 - 채소류 상품화 및 연합사업 추진방안

조명기 외

C2003-24-2

2003년 농협 유통활성화사업 컨설팅 - 꽈리고추 쪽파 공동출하 및 유통전략

조명기 외

C2003-24-3

2003년 농협 유통활성화사업 컨설팅 - 마늘 상품화 및 판매전략

조명기 외

C2003-25

농업·농촌 특별대책 실천방안 연구

김정호 외

C2003-26

중국 농업의 경쟁력 분석과 한국 농업의 중장기 비전

김정호 외

C2003-27

방콕협정에 대한 농업분야의 대응방안

어명근, 최세균

C2003-28

WTO/DDA 농업협상 시장접근분야 주요쟁점별 영향분석

서진교 외

C2003-29

밤나무 재배실태와 정책방향 연구

장우환 외

C2003-30

산림보험제도 단계적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

석현덕 외

C2003-31

개방화 확대에 따른 농업분야 대응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최지현

C2003-32

북한 특구 농업개발 방향과 협력과제 연구

김영훈 외

C2003-33

김포간척지 화훼단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김홍상, 허 장

C2003-34

농협의 농촌복지사업 추진방안

박대식 외

C2003-35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방향과 사업화 방안

박시현, 박주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발행연도

2003

2004

번호

서명(논문명)

책임자

C2003-36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및 소득 차이 비교분석

김창길, 김태영

C2003-37

음성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 설치 용역 결과보고서

조명기 외

C2003-38

친환경농업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환경부하오염원별 관리방안 구축에 관한 연구

김창길

C2003-39

북한 농업발전 전략과 남북협력

권태진 외

C2003-A1

환경친화적 토착농업의 경제성 분석연구

오세익

C2003-A2

농지개량 및 정비기술 개발의 경제성 분석

김수석, 박경철

C2003-A3

수출용 분화류 공정생산, 포장, 출하시스템 개발의 경제성 분석

박현태, 강창용

C2003-A4

동식물 검역 효율화 방안 및 WTO/SPS 협상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최세균

C2003-A5

농산물시장의 국제 가격전이효과 분석 모형(PTM)의 개발 및 응용

최세균

C2003-A6

WTO 출범이후 곡물(쌀/밀/옥수수) 교역 및 재고행위분석을 통한 안정적 식량
수입방안과 최적 곡물재고정책 수립

서진교 외

C2003-A7

인삼 및 인삼제품의 품질인증과 관리체계 구축

성명환, 허주녕

C2003-A8

신선채소류의 수출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수출상품화 모델 개발

전창곤 외

C2003-A9

장미품종 로열티 권리화 대응방안 연구

김수석 외

C2004-01

농작물재해보험의 단계별 확대방안

최경환 외

C2004-02

농민신문 지면 개선을 위한 여론조사 : 결과보고서

김동원, 박혜진

C2004-03

밀양시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 연구

유승우 외

C2004-04

과수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불제도 연구

최지현, 김민정

C2004-05

거창군 농업·농촌 발전계획수립 연구

박문호 외

C2004-06

중장기 직접지불제 확충 방안 연구

박동규 외

C2004-07

장성군 농업·농촌발전계획

최경환 외

C2004-08

계통사료 발전방향 및 공동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

황의식 외

C2004-09

감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조사 연구

전창곤, 박재홍

C2004-10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조명기, 전창곤

C2004-11

WTO/DDA 협상타결이 인삼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력 제고 방안

성명환 외

C2004-12

고려인삼 중장기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방안 연구

성명환 외

인삼 산업의 비전과 정책 대안

성명환 외

C2004-13

한·일 FTA 농업부문 협상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최세균 외

C2004-14

최소 필요열량 기준 자급률 산정

최지현

C2004-15

시장개방하의 채소수급안정제도 발전방향

김병률 외

C2004-16

농지조성비제도 개선 연구

박석두 외

C2004-12-1

C2004-16-1

농지조성비제도 개선 연구 : 요약보고서

박석두 외

C2004-17

사유재산피해 지원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최경환 외

C2004-18

한·일 FTA 체결과 임업부문의 정책과제

어명근 외

C2004-19

농업종합자금 성과평가

황의식 외

453

자료집

발행연도

2004

454

번호

서명(논문명)

책임자

C2004-20

농산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방안 연구

박대식 외

C2004-21

울산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타 건설 기본계획 및 운영방안 연구

전창곤, 조명기

C2004-22

개방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발전방안

김경필 외

C2004-23

농수산부류 거래방법 개선방안 연구

전창곤

C2004-24

소비자·생산자·유통업계의 식품안전관련 의식 및 요구사항 조사

박재홍

C2004-25

OECD 농업환경지표 제출을 위한 설문서 작성

김창길, 김태영

C2004-26

농지은행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김홍상, 김경덕

C2004-27

유통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유통교육 발전방안 연구

전창곤

C2004-28

농수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와 가락동 도매시장 유통개선 방안 연구

조명기

C2004-29

양곡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농협쌀 유통대응 방안 연구

성명환

C2004-30

지역농업 클러스터 육성방안

김정호, 김태연

C2004-31

농산촌 테마관광 종합타운 조성사업 실시계획

송미령 외

C2004-32

농산물 표시제도 개선

이계임 외

C2004-33

농업·농촌 종합대책 실천방안 연구

김정호 외

C2004-34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편의 방향과 정책과제

김홍상, 신은정

C2004-35

식량자급율 목표설정 방안 연구

최지현

C2004-36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남북농기계지원 및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강창용 외

C2004-37

북한의 농업부문 개혁·개방 정책과 남북협력 방안

권태진 외

C2004-38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방안

허길행 외

C2004-39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재배치 연구

전창곤 외

C2004-40

우리나라 표고 산업의 정책과제와 발전 방향

석현덕 외

C2004-41

한·EFTA FTA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어명근 외

C2004-42

바이오농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연구

박시현 외

C2004-43

WTO/DDA 협상에 따른 임산물에 대한 영향분석

석현덕 외

C2004-44

밤의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석현덕 외

C2004-45

쌀 농가 소득안정 방안 연구

박동규 외

C2004-46

바이오 장기 생산 무균돼지의 경제성 분석

허 덕외

C2004-47

2004년 쌀 재협상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서진교 외

C2004-48

지속가능한 하구역관리방안 (농업부문)

박석두 외

C2004-49

중장기 산림자원 육성전략 수립 및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석현덕 외

C2004-50

WTO 쌀 협상에 대비한 TRQ 쌀 수입관리 및 국내유통 방안

최세균 외

C2004-51

2004 농업인교육훈련 평가사업

박문호

C2004-52

한·중·일 FTA의 농업부문 파급효과 계측

어명근 외

C2004-53

산지유통 혁신을 위한 공동마케팅조직 발전전략

황의식 외

C2004-54

논콩 재배사업 및 콩 수매제도의 발전방안

김명환, 김혜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발행연도

2004

2005

번호

서명(논문명)

책임자

C2004-55

농업과 연계한 식품산업 지원방안

김철민

C2004-56

DDA농업분야 Modality협상 결과분석 및 C/S 작성방향에 관한 연구

서진교 외

C2004-57

이해당사국별 양자협상 전략수립에 관한 연구

이재옥 외

C2004-58

WTO 쌀협상관련 부속서 5의 수정 및 C/S 작성방안에 관한 연구

임송수 외

C2004-A1

시설농업용 폐영농자재의 농가처리실태와 효율적 관리제도

강창용 외

C2004-A2

절임식품류에 대한 국내외 현황조사 분석

이계임 외

C2004-A3

산림내 폐잔재의 현지 활용을 위한 한국형 조립식 탄화장치 기술개발 및 실용화
연구

장철수 외

C2004-A4

목초액의 한방이용시 경제성 분석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장철수, 석현덕

C2004-A5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

서진교 외

C2005-01

친환경 축산 직불제 시범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

허 덕외

C2005-02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경환 외

C2005-03

양념류 국영무역 수입 및 판매개선방안

홍승지

C2005-04

고창군 복분자산업 육성방안

박석두 외

C2005-4-1

고창군 복분자산업 육성방안 : 요약보고서

박석두 외

C2005-05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의 의미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정정길 외

C2005-06

투융자 관리계획서 검토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용택 외

C2005-07-1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최적배치방안 및 운영지침 연구 : 최적배치부문

최지현 외

C2005-07-2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최적배치방안 및 운영지침 연구

김동환 외

C2005-08

태안군 농산물 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조명기, 박현태

C2005-09

남북 농업협력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김영훈 외

C2005-10

DDA 농업협상 보조분야 modality 협상 쟁점별 대응방향 연구

조규대 외

C2005-11

DDA 농업분야 Modality 협상 쟁점분석과 협상대책(시장접근분야 중심)

서진교 외

C2005-12

화천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권역별 특성화 사업계획

송미령 외

C2005-12-1

화천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권역별 특성화 사업계획 : 요약보고서

송미령 외

C2005-13

축산물 생산 유통의 Traceability System 구축방안 연구

허 덕외

C2005-14

DDA 농업분야 Modality 협상 대응에 관한 연구

서진교 외

C2005-15

농식품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표시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이계임 외

C2005-16

원전 온배수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박현태 외

C2005-17

농업부문 중심의 거시계량경제모형개발과 정책실험

김용택 외

C2005-18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기계화 정책 방향과 농기계산업의 발전방향

강창용, 박현태

C2005-18-1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기계화 정책 방향과 농기계산업의 발전방향
- 요약보고서 -

강창용, 박현태

C2005-19

산림농업의 정책화 방안

석현덕 외

C2005-20

양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 방안 타당성 조사

조명기 외

C2005-21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김정호 외

455

자료집

발행연도

2005

456

번호

서명(논문명)

책임자

C2005-22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

김경덕, 심재만

C2005-23

대외개방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관련 제조업 및 농수산업 DB구축 방안

박준기, 문한필

C2005-24

농업분야 협력사업 평가

정기환 외

C2005-25

산림분야 규제의 순응도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장철수 외

C2005-26

청원군 농업·농촌 발전계획수립연구

유승우 외

C2005-27

농가부채문제 전망과 농가파산 및 회생프로그램 개발

황의식 외

C2005-28

친환경쌀의 재배유형별 생산·유통·소비구조 분석과 경쟁력 제고방안

오세익 외

C2005-29

발아현미를 이용한 부가가치 상품 개발과 중국시장 진출방안

조명기 외

C2005-30

목질 바이오매스 열에너지 개발의 경제성 분석과 에너지용 산림폐재의 지속적
확보방안

석현덕 외

C2005-31

녹차 수출시장 진출 전략과 수출상품 개발

박문호 외

C2005-32

제천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박대식 외

C2005-33

임산물 수출대상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및 전략품목 개발을 위한 시장조사 :
밤, 표고, 송이를 중심으로

민경택, 석현덕

C2005-34

2010 산림엑스포 개최 기초조사

석현덕 외

C2005-35

OECD 회원국 농업 농정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개도국지위 유지 논리
개발

임송수 외

C2005-36

정부양곡 도정 보관 및 RPC사업 활성화 방안

박동규, 김혜영

C2005-37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관리 연구

성주인, 박경철

C2005-38

농산물가공품의 원산지표시제도 개선방안

이계임 외

C2005-39

용인시 농축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 타당성 검토

김병률 외

C2005-40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설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김병률 외

C2005-41

지역농업 클러스터 발전방안

김정호 외

C2005-41-1

지역농업 클러스터 자원조사 시·군별 집계표

김정호 외

C2005-41-2

지역농업 클러스터 발전방안 도별 사례집

김정호 외

C2005-41-3

지역농업 클러스터 시범사업 추진실태 조사

김정호 외

C2005-42

통일에 대비한 농업분야 통합방안 연구

권태진, 지인배

C2005-43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 지수 측정방안 연구

박대식 외

C2005-44

밭농업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연구

김태곤 외

C2005-45

’05 재정성과관리 모니터링 연구 - 주요 산림사업을 중심으로 -

석현덕 외

C2005-46

남북 공동 시범영농단지 조성과 활용방안 연구

김영훈, 지인배

C2005-47

담양지역 연합판매사업 컨설팅 보고서

황의식 외

C2005-48

DDA 농업협상 국내보조분야 협상전략

조규대 외

C2005-49

산림·산촌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민경택 외

C2005-50

밤 재해보험사업을 위한 표준수확량 조사연구

이상민 외

C2005-51

진천군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연구 (2006 - 2015)

유승우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발행연도

번호

2006

책임자

C2005-52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 세부 시행방안 연구

김창길 외

C2005-53

친환경농업의 경제적 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김창길 외

C2005-54

개도국 특별품목 및 특별수입 구제조치 관련 협상 대책

서진교 외

C2005-55

울주군 농업·농촌 종합 발전계획 연구

박문호 외

C2005-56

하동군 녹차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방안

박문호, 한혜성

C2005-57

남원시 허브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

박현태 외

남원시 허브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 - 요약보고서

박현태 외

C2005-58

농업용수관리 일원화 방안 연구

김홍상, 심재만

C2005-59

농산물 표준 운송규격 제정방안 연구

조명기 외

C2005-60

쌀 생산조정제 평가 및 개편방향

김명환 외

C2005-61

개도국 특별품목(SP) 및 특별수입구제조치(SSM) 관련 협상 대책

이재옥 외

C2005-62

양념채소 주산단지 구조개선 방안

김병률 외

C2005-63

지방자치단체 농정평가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김용택 외

C2005-64

농민주 및 민속주산업 발전방안과 개발모델

이동필 외

C2005-65

한·중·일 FTA에 따른 국내 농업부문 대응방안

김용택 외

C2005-66

한·미 FTA 한국농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권오복 외

C2005-67

임산물 생산통계의 집계실태와 개선방안

이상민, 손철호

C2005-68

체제전환 5개국 농기업 투자환경 컨설팅

최지현, 허 장

C2006-01

쌀 공공비축제 세부운용 및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

박동규, 김혜영

C2006-02

포천시 농특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

황의식, 문한필

C2006-03

농가등록제 도입에 관한 연구

오내원 외

C2006-04

과실 수입 파급영향 분석과 대응방안

김경필 외

C2006-05

농정 추진상황의 점검 평가

김정호 외

C2006-06

가축공제 활성화 방안

송주호 외

C2006-07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에 관한 연구

최지현 외

C2006-08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정책대안 개발

송미령 외

C2006-08-1

경관·환경 보전과 창출 및 맞춤형 정주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이재준 외

C2006-08-2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기초생활환경 사업 개선 메뉴 개발

김태연 외

C2006-08-3

전원지역 회귀도시민의 거주실태 조사 및 거점 중소도시 기능제고 방안 연구

이양재 외

C2006-08-4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 및 정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임경수 외

C2006-08-5

중앙·시군 단위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박 경, 구자인

C2006-08-6

도농교류·정주지원기구 설립 방안

유정규, 소순열

농업부문 FTA 추진전략 연구 및 DB구축 -종합보고서-

최세균 외

C2006-09-1

한·미 FTA 영향분석

최세균 외

C2006-09-2

한·중 FTA 영향분석

어명근 외

C2005-57-1

2005

서명(논문명)

C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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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발행연도

2006

458

번호

서명(논문명)

책임자

C2006-09-3

한·EU FTA 영향분석

어명근, 허주녕

C2006-09-4

한·ASEAN FTA 협상 대응방안

권오복 외

C2006-09-5

농업부문 FTA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한·캐나다, 한·멕시코-

최세균 외

C2006-09-6

한·인도 FTA 영향분석

강혜정

C2006-09-7

한·MERCOSUR FTA 영향분석

강혜정, 최세균

C2006-09-8

FTA 추진절차 및 사례분석

최세균 외

C2006-09-9

농업부문 FTA 파급영향과 대응 전략

최세균 외

C2006-10

농림투융자사업의 투명화와 농업금융의 안정화 과제

박성재 외

C2006-11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효율적 도입방안 연구

최지현, 김민정

C2006-12

임진강 유역 농업기반 실태와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2/2차연도)

권태진 외

C2006-13

대북 잠사협력 추진방안 연구

권태진 외

C2006-14

농산물 수출유망품목 발굴 및 수출확대전략 수립 연구

김병률 외

C2006-15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방안

조명기 외

C2006-16-1

장흥군 신활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

송미령

C2006-16-2

「참건강고장 영양군 신활력사업」 FD컨설팅 종합보고서

김창길

C2006-16-3

산청군 신활력사업 전담자문

김홍상

C2006-16-4

보은군 신활력사업 추진관련 FD자문

김병률

C2006-16-5

단양군 신활력사업 전담자문가 자문 및 컨설팅

유승우

C2006-17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최경환, 박대식

C2006-18

농어촌 지역개발·복지 분야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동필 외

C2006-19

쌀 유통부문의 경쟁력제고 시스템 개발(3/3차연도)

박동규 외

C2006-20

농업구조조정과 시장개방의 관계 분석

김정호 외

C2006-21

농업·농촌종합대책 투융자사업 평가모형의 정립 및 향후 투융자계획 조정방안
연구

김용택 외

C2006-22

한·인도 CEPA 협상 대응방안 마련

김윤식, 박성진

C2006-23

한·칠레 FTA 농업부문 영향평가

최세균 외

C2006-24

농업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혁신 방안

김영생, 김정호

C2006-25

농업구조조정과 FTA 추진 전략

어명근 외

C2006-26

새싹·쌈채소 생산·유통실태 및 육성방안

김연중 외

C2006-27

수입 김치 국내유통 실태조사 연구

전창곤 외

C2006-28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농업분야)(3/3차연도)

김홍상, 박주영

C2006-29

농가단위 농업소득 안정에 관한 연구

박성재 외

C2006-30

도·농 균형사회 실현을 위한 선진 각국의 정책기법 연구

마상진, 박대식

C2006-31

서산시 농업·농어촌 발전계획 수립 연구 〔2006~2015〕

유승우 외

C2006-32

산림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석현덕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발행연도

2006

2007

번호

서명(논문명)

책임자

C2006-33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환원방안에 관한 연구

신용광, 장철수

C2006-34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전면 실시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송주호 외

C2006-35

농지의 정의 개선 및 식량위기시 농지활용방안

김홍상 외

C2006-36

농업진흥지역 관리 방안 연구

박석두

C2006-37

DDA 농업협상 진전 상황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

임송수 외

C2006-38

농업용수 수리권 평가 및 개선 방안(Ⅰ) : 법 및 제도

김홍상, 허주녕

C2006-39

중국의 인삼산업 실태와 관련제도

이동필

C2006-40

생산자조직 경제사업 활성화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황의식 외

C2006-41

진주 농산물도매시장 기능전환을 위한 리모델링 방안 연구

전창곤, 조명기

C2006-42

06 주요 산림사업 재정성과관리 모니터링

석현덕, 이요한

C2006-43

맞춤형 농정 추진방안 연구

김정호 외

C2006-44

기장군 농업·농촌발전 종합계획연구

박문호 외

C2006-45

남북 농업협력위원회 체제하 새로운 농업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 연구

김영훈, 지인배

C2006-46

한·미, 한·캐나다 등 FTA 협상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이상민 외

C2006-47

밤 재해보험사업을 위한 표준수확량 조사 및 손해평가 방법 수립에 관한 연구

이상민 외

C2006-48

OECD 농업환경지표개발 논의에 대응한 농업환경지표 개발과 과제

김창길 외

C2006-49

쌀 수탁판매 활성화 방안

박동규 외

C2006-50

식물검역 중·장기 비전 및 발전방안 연구

최지현 외

C2006-51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건설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김병률 외

C2006-52

도매시장 제도·운영방식 및 구조개선에 관한 연구

김병률 외

C2006-53

FTA추진이 화훼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방향

박현태 외

C2006-54

참여정부의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정책변화 연구

김정호 외

C2006-55

농산물시장개방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 연구

최지현 외

C2006-56

농산물 유통시설의 운영성과와 효율성 분석

조명기, 이명기

C2006-57

한·미 FTA 품목별 영향분석 및 국내대책 수립과 D/B 보완 연구

최세균 외

C2006-58

FTA 확산에 대응한 농업협력추진체계 및 발전 전략 연구 :
국제농업개발협력을 중심으로

김용택 외

C2006-59

농촌의 미래 모습, 농촌공간2020

박시현 외

C2006-60

농산물 관세 품목분류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2/2차연도)

최세균 외

C2006-61

바이오 농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박시현 외

C2007-01

통합대비 농업 부문 계획-농지소유 및 이용제도

권태진, 지인배

C2007-02

북한 산림황폐 현황과 산림복구 협력과제

김영훈 외

C2007-03

농업·농촌종합대책 집행평가 및 조정방안 연구

박성재 외

C2007-04

농업부문 비전 2030 중장기 지표 개발

김정호 외

C2007-05

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

김창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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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발행연도

번호

DDA협상을 반영한 중장기 쌀산업 발전 방안

박동규 외

C2007-07

식품 중 위해물질의 위해관리를 위한 Risk/Benefit 분석 Model 개발

이계임 외

C2007-08

버섯 특화사업의 육성방안

김연중 외

C2007-09

조합유형별 상호금융 발전방안 연구

박성재 외

C2007-10

산림통합관리시범권역 운용계획수립

장철수 외

산림통합관리시범권역 운용계획수립 : 요약보고서

장철수 외

C2007-11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국승용 외

C2007-12

베트남 농촌 지역개발 계획 수립 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정기환 외

Action Plan for Two Rural Communities in Vietnam : 베트남 농촌 지역개발
계획 수립 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별책

정기환 외

C2007-13

주요 농자재의 표시실태와 문제, 개선방안

강창용 외

C2007-14

젖소개량 시설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

우병준 외

C2007-15

구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전창곤 외

C2007-16

안동고추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활성화 방안

전창곤, 조명기

C2007-17

돼지생산이력체계 도입을 위한 현장 적용 모델 개발

허 덕, 우병준

C2007-18

제천 약초시장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조명기 외

C2007-19

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 지원제도 도입방안

김정호 외

C2007-20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

오세익 외

C2007-21

양주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타당성 검토

조명기 외

C2007-22

밭작물 브랜드 육성 방안 연구

성명환, 승준호

C2007-23

여건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농식품정책의 추진 전략

최지현 외

C2007-24

농협 김치공장 정밀 경영 진단

전창곤 외

C2007-25

제3차 기후변화협약대책 농림분야 평가 및 제4차 종합대책 추진방안

김창길 외

C2007-26

휴경지 등에 청보리 재배 확대방안 모색 및 가치분석

신용광, 채상현

C2007-27

2007년 주요 재정사업 모니터링(산림이용본부)

석현덕 외

C2007-28

2007년 주요 재정사업 모니터링(산림보호본부)

석현덕 외

C2007-29

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화 방안

정호근, 조용원

C2007-30

농업환경자원정보의 정책적 활용방안 연구

김창길 외

C2007-31

신종위해물질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경제위해도 평가 - 벤조피렌을 중심으로

이계임, 김성훈

C2007-32

남북 농업교류협력 10년: 평가와 과제

김영훈 외

C2007-33

콩 생산안정 및 TRQ물량 관리방안 연구

박동규, 채상현

C2007-34

김해시 농업·농촌 발전계획연구

박문호 외

C2007-35

남북 통합대비 농업부문 계획 -농업조직 통합 및 경영체 정착 육성

권태진 외

C2007-36

축산식품 위생안전성 강화를 위한 수의사처방제 도입방안

송주호 외

C2007-37

임산물 부문 FTA 협상 대응 방안 연구: 한·EU, 한·중

이상민 외

C200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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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007-38

수원함양보안림 지불제 도입 연구

장철수, 신용광

C2007-39

거제시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 계획

최경환 외

C2007-40

순창장류 농산업클러스터 구축 연구

박현태 외

C2007-41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평가·성과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평가지표 개발

이동필 외

C2007-42

제천시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계획

김병률 외

C2007-43

지역혁신자원의 조직화를 통한 지역농업 구축

정은미, 김연중

C2007-44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영농조직 모형 및 지원시스템 개발

박문호 외

C2007-45

농지은행 활성화 및 유휴농지 관리방안 연구

김수석 외

C2007-46

대 개도국 농촌개발 경험 전수 방안 연구

정기환 외

C2007-47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 부여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임송수, 신유선

C2007-48

한·중 FTA대비 중국과수산업의 실태 및 대한국 수출가능성 분석

김윤식

C2007-49

환경변화에 대비한 농안기금 중장기 운용방안 연구

황의식 외

C2007-50

OECD 정책평가모형 운영체계구축과 한국농정평가 대응방안

송주호 외

C2007-51

농촌경관관리 및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연구

성주인, 박주영

C2007-52

농산촌의 어메니티 창출 전략과 과제

성주인, 송미령

C2007-53

AHP기법을 통한 성과관리전략 수립방안

황의식 외

C2007-54

축산 정책수단과 생산성 변화 연구

정민국 외

C2007-55

벼 대체 소득작목 유통저장개선 연구

최지현 외

C2007-56

서남권 낙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기초조사 연구-농업분야

이용선 외

C2007-57

FTA 협상에 따른 가공식품 및 식품·외식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성훈 외

C2007-58

쌀 시장개방 확대가 농산업 및 농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대안

박동규 외

C2007-59

한국농업의 해외식량자원 확보 전략

김용택, 김배성

C2007-60

가락시장 하역체계 개선 연구

전창곤, 조명기

C2008-01

지자체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평가·모니터링 및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모형 정립

송미령, 김정섭

C2008-02

FTA 대응을 위한 제주형 밭농업 직접지불제 연구

김태곤 외

C2008-03

대북 식량지원의 효과와 정책과제

김영훈 외

C2008-04

DDA 농업협상 쟁점과 대응방향

임송수, 신유선

C2008-05

참여정부 농정백서 발간

김병률 외

C2008-06

한·GCC FTA 협상대비 농업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임송수, 신유선

C2008-07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한 농산물 양허전략 연구

어명근 외

C2008-08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김태곤 외

C2008-09

선진 농업국의 농업교육 정책동향 및 우수사례 분석

마상진, 최경환

C2008-10

녹차 수급안정 및 경쟁력 제고방안

박문호 외

C2008-11

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 전용경매장 건축 타당성 조사

조명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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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008-12

회생지원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농업경영회생 지원방안 연구

황의식 외

C2008-13

한·호주 뉴질랜드 FTA 추진대비 농업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최세균 외

C2008-14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제 도입방안 연구

김창길 외

C2008-15

베트남 농촌개발 시범사업 컨설팅 - 1차연도 보고서

허 장, 정기환

C2008-16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05∼’09) 중간평가

박대식 외

C2008-17

화천군 농촌 어메니티 자원 및 농가 경영실태 조사를 통한 농촌정책 중장기
방향 연구

송미령 외

C2008-17-1

화천군 농촌마을 어메니티 자원 조사 결과보고서 : 화천군 농촌 어메니티 자원
및 농가 경영실태 조사를 통한 농촌정책 중장기 방향연구

송미령 외

C2008-17-2

화천군 농가 경영실태 조사 결과보고서 : 화천군 농촌 어메니티 자원 및 농가
경영실태 조사를 통한 농촌정책 중장기 방향 연구

송미령 외

C2008-18

농작물재해보험과 타 농가경영안정정책간의 효율적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최경환, 김용렬

C2008-19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육성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김경필 외

C2008-19-1

배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운영모델 및 매뉴얼

김경필 외

C2008-19-2

감귤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운영모델 및 매뉴얼

김경필 외

C2008-19-3

파프리카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운영모델 및 매뉴얼

김경필 외

C2008-19-4

백합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운영모델 및 매뉴얼

김경필 외

C2008-19-5

김치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운영모델 및 매뉴얼

김경필 외

C2008-19-6

유자차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운영모델 및 매뉴얼

김경필 외

C2008-19-7

새송이버섯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운영모델 및 매뉴얼

김경필 외

C2008-20

농업관련 지적재산의 보호와 개발 전략

성명환, 김태균

C2008-21

지역 단위의 순환농업시스템 개발

박현태 외

C2008-22

파프리카 산업의 현황과 과제

정은미 외

C2008-23

농협 김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전창곤 외

C2008-24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중장기 발전 방안

권태진 외

C2008-25

농업관측사업의 평가 및 중장기 발전 방안

김관수 외

C2008-26

기후변화대비 지속가능 발전방안

김연중 외

기후변화대비 지속가능 발전방안 : 요약보고서

김연중 외

C2008-27

약용작물 지역전략산업 육성방안

이동필 외

C2008-28

식량안보 문제의 발생 가능성과 대비방안

김명환 외

C2008-29

화옹간척지 밭조성 사업의 경제성 분석

신용광 외

C2008-30

농촌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추진 실태와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송미령 외

C2008-31

농업구조조정과 직접지불제 개편 방안

오내원 외

C2008-32

시·군 기초생활권 정책 발전방안 구상

송미령 외

기초생활권 발전 비전과 실천전략: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이론적 개념 틀

최양부

한-EU FTA 농업분야 국내 영향 및 대 EU 수출가능성 분석

최세균, 신유선

C2008-26-1

C2008-32-1
C2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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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008-34

2008년 재정사업 모니터링 연구 (산림보호국)

석현덕 외

C2008-35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경일

C2008-36

경남 농산물유통 복합전진기지 타당성 연구

조명기 외

C2008-37

식품 관련 법체계 개편을 위한 기초연구

이계임 외

C2008-38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재정성과 모니터링

석현덕, 김성주

C2008-39

대구광역시 도시근교농업 종합발전대책 연구

박문호 외

C2008-40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성과제고 및 사후관리 방안

김창길 외

C2008-41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1/3차연도)

석현덕 외

C2008-42

사료곡물의 안정적 확보 및 곡물가격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방안

성명환 외

C2008-43

초·중등학교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교과서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최경환, 마상진

C2008-44

남북한 농수산 분야 경제협력사업 추진실태와 활성화 대책

권태진 외

C2008-45

북한농업 발전전략과 남북 농업협력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김영훈 외

C2008-46

해외 여성농업인의 지위 현황과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방안 :
공동경영주의 개념 및 기준에 대해

박대식, 최경은

C2008-47

미래의 농수산물 유통전망 및 사이버거래소 설립방안 연구

이용선 외

미래의 농수산물 유통전망 및 사이버거래소 설립방안 연구 (요약본)

이용선 외

C2008-48

새만금 농업지역 개발방안 연구

오내원 외

C2008-49

농협중앙회 자회사 활성화 방안연구

황의식 외

C2008-50

농식품 안전성 조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이계임 외

C2008-51

농어촌산업정책 추진체계 개편 방안

이동필 외

C2008-52

농림수산관련산업의 부가가치 및 종사자수 추정

김철민 외

C2008-53

평택시 농업·농촌 중장기발전계획

황의식 외

C2008-54

‘창조적 광역발전’시대의 농식품부 사업 광역화 및 체계화 방안 연구 :
농촌정책의 체계화를 중심으로

송미령 외

C2008-55

베트남 농촌개발 시범사업 컨설팅 - 2차연도 보고서

허 장, 정기환

C2008-56

농업계 대학생의 영농분야 신규유입 활성화 방안

마상진, 박대식

C2008-57

농업환경지표를 이용한 정책의 연계성 분석 및 평가

김창길 외

C2008-58

산림바이오매스 확대보급과 산업화에 관한 연구

석현덕 외

C2008-59

쌀의 브랜드 파워 향상을 위한 브랜드 관리 정책

김성훈

C2008-60

한·중 FTA 농업부문의 예상 쟁점과 대책

어명근 외

C2008-61

농어촌 뉴타운 공동체 조성·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박문호 외

C2008-62

임업분야 FTA 협상대응 방안 연구(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걸프만협력체)

이상민 외

C2008-63

해외농업개발 지역별·대상작물별·유형별 실행계획

허 장, 김용택

C2008-64

해외농업개발 장기전략 및 실행계획

김용택

C2008-65

농림·수산·식품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연구

이동필 외

C2009-01

신농업 비전과 전략

김병률 외

C200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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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009-02

DDA 농업협상 시나리오별 영향분석 및 국내대책 방향

송주호 외

C2009-03

한·중 FTA 협상대비 품목군별 대응방안 연구

어명근 외

C2009-04

순창군 서부권(복흥, 쌍치, 구림) 장기 발전 계획

김정섭 외

C2009-05

농식품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개발

최병옥, 이상은

C2009-06

순천 국제생태정원박람회 유치·개최 타당성 조사

석현덕 외

C2009-07

평택시 슈퍼오닝 유통회사 타당성 검토

국승용, 김동훈

평택시 슈퍼오닝 유통회사 타당성 검토 요약본

국승용, 김동훈

C2009-08

기초생활권 유형별 계획수립 매뉴얼 개발

송미령 외

C2009-09

기초생활권 정책 방향 도출을 위한 생활환경, 고용 등 지표 조사 연구

송미령 외

C2009-10

GMO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략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황윤재 외

C2009-11

쌀 관세화유예 협상 3년의 평가 및 관세화 대비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

박동규 외

C2009-12

국제원자재 가격의 국내 가공식품 가격 반영 정도 분석

김성훈 외

C2009-13

GMO 생산유통실태 파악 및 GMO표시 편익분석 연구

한재환 외

C2009-14

식품전용 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최지현 외

C2009-15

강화군 농수산물 유통분야 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국승용 외

C2009-16

안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박석두 외

C2009-17

경상북도 해외농업개발 추진방향

허 장, 김정승

C2009-18

강원권 농산물종합유통시설 건립계획 수립

국승용, 김성훈

C2009-19

주요 밭작물 산업의 활성화 방안

성명환 외

C2009-20

한·뉴질랜드 FTA 체결이 사슴 산업에 미치는 파급 영향 분석

우병준, 김현중

C2009-21

러시아 연해주 경남농장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김경덕 외

C2009-22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 관련 테마별 네트워크 포럼 컨설팅 보고서

김정섭 외

C2009-23

증평군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

송미령 외

C2009-24

세계김치연구소 설립 마스터플랜 수립

최지현 외

C2009-25

배추가공(김치, 절임)공장 설치 타당성 검토

이용선 외

C2009-26

안성 농식품 허브 물류센터 사업계획 수립

국승용 외

C2009-27

문경시 농산물 유통체계 종합개선계획 수립

전창곤 외

C2009-28

장성 대단위 사과 재배단지 조성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최경환 외

C2009-29

정부양곡 조작요율 산정 연구

성명환 외

C2009-30

가공식품 원료 등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최지현 외

C2009-31

농식품 안전체계의 효율적 구축방안 연구

배종하 외

C2009-32

금산 약초물류집하장 건립 종합운영계획 수립

전창곤 외

C2009-33

과수분야 소득보전직불·폐업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김경필 외

C2009-34

농어업선진화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과제 연구

김병률 외

C2009-35

양주시 농업·농촌 발전전략 및 방안

김연중 외

C2009-07-1

2009

서명(논문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발행연도

2009

번호

서명(논문명)

책임자

C2009-36-1

캄보디아 농촌개발 정책 및 전략수립

김용택 외

C2009-36-2

Formulation of Rural Development Policy and Strategy for Cambodia

김용택 외

C2009-37

FTA체결관련 임업부문 경쟁력 강화 방안: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2차 연도)

장철수 외

C2009-38

품목별 산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

석현덕 외

C2009-39

육우산업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전상곤 외

C2009-40

삶의 질 향상 기본·실행계획 추진 평가 및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

박대식 외

C2009-41

남북한 농림산물 계약재배 추진방안 연구

권태진 외

C2009-42

전통주 국내외 산업현황 및 세계화 가능성 조사

이동필 외

C2009-43

간척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박석두 외

C2009-44

농어업·농어촌 미래전략과제 정책화 방안 연구

김병률 외

C2009-44-1

농어업 글로벌 역량 분석

허 장

C2009-44-2

「기능성식품」 시대 대응전략

이용선 외

C2009-44-3

「농어촌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이용 방안

김수석 외

C2009-44-4

글로벌 개방경제하의 「국가식품시스템」 전략: 농어업·농어촌 미래전략과제
정책화 방안 연구 IV

김병률 외

C2009-45

「2009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평가 분석 및 사후관리 방안

김정섭, 허주녕

C2009-46

임산물 FTA협상 영향 분석(메르코수르 페루)

어명근 외

C2009-47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제도개선 연구

김성훈 외

C2009-48

시설농자재 산업의 발전방안 연구

권오복 외

C2009-49

2009년도 주요 재정사업(목재소득)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석현덕 외

C2009-50

농어촌 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연구

성주인 외

C2009-51

농지보전과 농업진흥지역제도 개선방안

김수석 외

C2009-52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활용방안 연구

김연중 외

C2009-53

농촌 및 낙후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제도개선 방안

김광선 외

C2009-54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

박문호 외

C2009-55

유해물질 잔류조사 시스템 구축

한재환 외

C2009-56

지역발전정책 변화에 대응한 농어촌정책 방향 설정 및 농어촌 서비스기준
도입 방안 연구

송미령 외

C2009-57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수립

황윤재 외

C2009-58

장수군 농가경제 분석 및 농정 발전 방안

김정섭 외

C2009-59

DDA 농업협상 품목별 협상대책 연구

송주호 외

C2009-60

남북 농수산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적기반 마련에 관한 연구

김영훈 외

C2009-61

Design and Preparation for the Saemaul Undong Model Village Project in Africa

허 장외

C2009-62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선 및 일선조합과 연계방안 연구

황의식 외

C2009-63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개편 및 환경기준 준수조건 지원정책 도입방안 연구

김창길 외

465

자료집

발행연도

2009

번호

466

책임자

C2009-64

기초생활권 유형별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송미령 외

C2009-65

농축수산물 브랜드 육성정책 개선방안

최병옥 외

C2009-66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 시설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조명기 외

C2009-67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김태훈 외

C2009-68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실시방안 및 직불제도 개편방안 연구

김태곤 외

C2009-69

품종보호제도의 10년 운영평가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성명환 외

C2009-70

제주특별자치도 조천읍 지역발전 10개년 계획

김태곤 외

C2010-01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공동선별비 제도개선 및 풀이용단가 조사

최병옥 외

C2010-02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

최경환 외

C2010-03

농축산물 선행관측 시범사업 연구 - 채소류를 중심으로 -

김정호 외

C2010-04

2020 농어업·농어촌 비전과 전략

박성재 외

C2010-05

경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발전방안(농생명산업 부문)

박시현 외

C2010-06-1

서울 양재동 Agro-Hill 기본구상

김병률 외

C2010-06-1S

서울 양재동 Agro-Hill 기본구상 (요약보고서)

김병률 외

C2010-06-2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 시설현대화 방안

김병률 외

C2010-06-2S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 시설현대화 방안(요약보고서)

김병률 외

C2010-07

국제농업협력사업 평가

이대섭 외

C2010-08

중부내륙중심권 정부사업 공동 발굴

박시현 외

중부내륙중심권 정부사업 공동 발굴: 요약보고서

박시현 외

C2010-09

고추 가공제품의 해외 소비 동향 조사

김경필 외

C2010-10

국내외 연 생산·가공·유통 실태조사 및 무안군 연산업 육성방안 연구

성명환 외

C2010-11

FTA에 대비한 축산물 유통·물류 체계 선진화 방안

우병준 외

C2010-12

쌀가루 수요 전망과 공장 건립 타당성 분석

박동규 외

C2010-13

강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박문호 외

C2010-14

초·중등 교과서 농식품 관련 내용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최경환 외

C2010-15

온실가스 배출관련 농업활동량 변화 전망

김창길 외

C2010-16

기능성 양잠산업 발전방안 연구

김경필 외

C2010-17

국가 농어촌정책의 추진 전략과 과제

송미령 외

C2010-18

품목별 대표조직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최병옥 외

C2010-19

밭농업 소득보전 지원제도 시행방안 연구

박동규 외

C2010-20

원예작물 자조금제도 발전방안

이용선 외

C2010-21

지방분권 추진에 대응한 농지관리사무의 효율적 처리방안

김홍상, 채광석

C2010-22

FTA 대비 전라북도 농업·농촌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김연중 외

C2010-23

백두대간 삼도봉 권역 발전 전략 수립

송미령

C2010-24

캄보디아 농촌마을 소액금융지원 시범사업

김경덕 외

C2010-08-1

2010

서명(논문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발행연도

2010

번호

서명(논문명)

책임자

C2010-25

기후변화 대응 전북의 미래 농업기술 개발 전략

김창길 외

C2010-26

양념채소류 수입관리제도 개선방안

김병률 외

C2010-27

쌀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성명환 외

C2010-28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미생물제제 산업화 연구

김연중 외

C2010-29

공익형 직불제 세부실시 프로그램 연구

김태곤 외

C2010-30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시장 현황과 전망

전형진 외

C2010-31

산림수도 평창 육성 10개년 계획수립

석현덕 외

C2010-32

한·중·일 FTA 농수산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최세균 외

C2010-33

농림수산식품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이동필 외

C2010-34

중국 농수산물 수출입 관련 제도 분석 및 우리의 수출확대 방안

전형진 외

C2010-35

도서지역 농축수산물 해상화물 운송비 지원 방안

전창곤

C2010-36

식량자급률 개념정립 및 새로운 목표치 설정 연구

최지현 외

C2010-37

농촌용수 관리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박석두 외

C2010-38

한·중 FTA 농업분야 품목별 세부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어명근 외

C2010-39

농업분야 고용현황 분석 및 인력수급 안정화 방안

김병률 외

C2010-40

임산물 비관세 협상 및 수출확대 기초자료 구축

장철수 외

C2010-41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쟁점별 협상대책 연구

송주호 외

C2010-42

농어촌 영향 관리 가이드라인 제도 도입 방안

김정섭 외

C2010-43

2010년 국제농업협력사업

허 장외

C2010-43-1

2010년 국제농업협력사업 평가

이대섭 외

C2010-43-2

에티오피아의 농업

이상철 외

C2010-44

농업분야 배출권거래제와 CDM사업의 적용방안연구(2/2차연도)

김창길 외

C2010-45

농어촌 통합형 지역개발 모델 정립 및 실행계획 수립

송미령 외

시·군 지역계획 수립을 통한 통합형 지역개발 개념 및 방법론 정립

강신겸 외

C2010-46

동독지역 농업재편과정 분석과 남북한 농업통합대책 연구(1)

김영훈 외

C2010-47

대금정산회사(조합) 설립 방안 연구

황의식 외

C2010-48

DDA 협상에 따른 영향분석 및 보조금 개편 방안 연구

송주호 외

C2010-49

제주지하수가 지역경제 및 산업에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평가

성명환 외

C2010-50

농식품안전관리 시스템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한재환 외

C2010-51

OECD 농업분야 논의동향분석 및 대응전략수립

송주호 외

C2010-52

축산물 안전사고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및 평가에 대한 연구

황윤재 외

C2010-53

한국농수산대학 학과 신규개설 타당성 조사

최경환 외

C2010-54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용방안 및 농어촌 통계기반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김광선 외

C2010-55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진단 및 성과 평가

마상진 외

C2010-56

농어업인 건강·안전 증진 지원방안

박대식 외

C2010-45-1

467

자료집

발행연도

2010

번호

468

책임자

C2010-57

농어민 전문병원 설치 및 지원방안 검토

최경환 외

C2010-58

유기농업 실천농가 경영 및 유통체계 개선 방안 연구(3/3차연도)

김창길 외

C2010-59

한·베트남 FTA 농업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문한필 외

C2011-01

천안시 식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국승용 외

C2011-02

통상여건 변화에 대비한 식량정책 보완방안 연구

박동규 외

C2011-03

2013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타당성 조사 연구

최경환 외

C2011-04

농식품산업특구 제도의 법제화 방안 및 타당성 연구

김병률 외

C2011-05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지원 실효성 확보 방안

김용렬 외

C2011-06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영천시 인구증대 방안

박시현 외

C2011-07

상주시 농생명산업 클러스터 기본계획

박문호 외

C2011-07-1

국립농업생명미래관 건립 기본구상

박문호 외

C2011-07-2

경북농업기술원 이전 기본구상

박문호 외

C2011-07-3

금수강촌 명품마을 만들기 기본구상

박문호 외

C2011-0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시스템 구축방안

정은미

C2011-09

국내 쌀 수급상의 감모량 통계 개선방안

박동규, 이웅연

C2011-10

녹색성장을 위한 식물공장의 분자농업 산업화 가능성 연구

김창길 외

C2011-11

국가산채산업클러스터 조성방안

박석두 외

C2011-11-1
2011

서명(논문명)

국가산채산업클러스터 조성방안: 요약보고서

박석두 외

C2011-12

농림수산식품부 인력육성정책 진단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마상진 외

C2011-13

파프리카 대표조직 발전방안 연구

정은미, 김수림

C2011-14

농업·농촌 여건변화 대비 농지은행 대응방안

김홍상 외

C2011-15

국·내외 식품산업 모니터링

이용선 외

C2011-16

경상북도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김창길 외

C2011-17

농업부문 중장기 재정투자 방향설정 연구 : 주요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준기 외

C2011-18

비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양념채소류를 중심으로

최병옥, 박영찬

C2011-19

농업기계 관리제도 도입을 통한 효율적 운영 방안

박기환 외

C2011-20

농림수산식품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사업

이동필 외

C2011-21

중국 농업의 지역별·품목별 성장특성 및 시사점

전형진 외

C2011-22-1

농협경제사업의 미래비전과 활성화 방안, 제1권 총괄

박성재 외

C2011-22-2

농협경제사업의 미래비전과 활성화 방안, 제2권 농업경제사업부문

박성재 외

C2011-22-3

농협경제사업의 미래비전과 활성화 방안, 제3권 축산경제사업부문

박성재 외

C2011-22-4

농협경제사업의 미래비전과 활성화 방안, 제4권 일선조합 경제사업부문

박성재 외

C2011-23

한·중 FTA 추진에 따른 제주감귤산업 대응방안 연구

김병률 외

C2011-24

축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정민국 외

C2011-25

2015 담양세계대나무엑스포 타당성 조사

김용렬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발행연도

2011

번호

서명(논문명)

책임자

C2011-26

DDA 농업협상 중간점검

문한필, 정대희

C2011-27

2010∼2011 구제역 백서

김정호 외

C2011-28

농업환경지표를 활용한 농업환경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연구

김창길 외

C2011-29

경상북도 곤충산업 육성방안

박현태 외

C2011-30

장수군 첨단시설원예단지 조성 기본계획

김정섭 외

C2011-31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연구

김병률 외

C2011-3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림수산식품산업 전략수립 연구

김창길 외

C2011-33

유기식품 인증제도 동등성 관련 영향분석

김창길 외

C2011-34

국내산 돼지고기(한돈) 시장 전망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지인배 외

C2011-35

한·호주 FTA 주요 농산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문한필 외

C2011-36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적정소요 연구

김정호 외

C2011-37

농식품 이력관리체계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이계임 외

C2011-38

한·일, 한·중 FTA 대비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 연구

성명환, 한혜성

C2011-39

수입GMO 농산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황윤재 외

C2011-40

출하대금 정산회사 설립 및 출자 타당성 검토

황의식 외

C2011-41

농림수산분야 발전경험 및 기술을 활용한 국제협력 모델 개발

허 장외

C2011-42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김태곤 외

C2011-43

선진국 소득안정제의 최근동향과 농가소득안정 직불제의 쟁점분석

김태곤 외

C2011-44

농어업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수혜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박대식 외

C2011-45

엄궁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전창곤 외

C2011-46

통상협상 기초자료(DB) 구축 및 한중일 FTA 영향분석-임업,임산업 분야

장철수 외

C2011-47

수출형 임산물 공동브랜드 관리를 위한 품질 관리방안

석현덕 외

C2011-48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

김수석 외

C2011-49

동독지역 농업재편과정 분석과 남북한 농업통합 대책 연구(2)
-남북한 경제통합 후 농업부문 대책-

김영훈 외

C2011-50

소비자 부류별 김치소비실태 조사연구

이용선 외

C2011-51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방안

박대식 외

C2011-52-1

201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김광선 외

C2011-52-2

농어업인삶의질향상계획심층평가: 도시민 및 귀농인력활용 강화정책/
농어촌 취약계층 복지지원정책

성주인 외

C2011-52-3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방과후학교 정책 /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

마상진 외

C2011-53

aT 해외조직망 중장기 운영계획

최지현 외

C2011-54

농업부문 국별협력전략(CPS) 수립

이대섭 외

C2011-54-1

국제농업협력사업 평가

이대섭 외

C2011-55

선진 농업금융 사례 분석

박준기 외

C2011-56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 : 요약

김연중 외

469

자료집

발행연도

2011

2012

470

번호

서명(논문명)

책임자

C2011-56-01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 1 : 쌀

장재기 외

C2011-56-02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 2 : 콩

김현태 외

C2011-56-03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 3 : 감자

조지홍 외

C2011-56-04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 4 : 고추

조명철 외

C2011-56-05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 5 : 마늘

곽정호 외

C2011-56-06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 6 : 양파

최인후 외

C2011-56-07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 7 : 배추

박수형 외

C2011-56-08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 8 : 당근

권영석 외

C2011-56-09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 9 : 오이

엄영철 외

C2011-56-10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 10 : 토마토

채 영외

C2011-56-11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 11 : 딸기

정호정 외

C2011-56-12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 12 : 파프리카

이한철 외

C2011-56-13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 13 : 사과

김목종 외

C2011-56-14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 14 : 배

강삼석 외

C2011-56-15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 15 : 포도

박교선 외

C2011-56-16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 16 : 참다래

김성철 외

C2011-56-17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 17 : 감귤

문영일 외

C2011-56-18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 18 : 단감

조광식 외

C2011-56-19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 19 : 나리

구대회 외

C2011-56-20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 20 : 인삼

김동휘 외

C2011-56-21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 21 : 버섯

전창성 외

C2011-56-22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 22 : 한우

최순호 외

C2011-56-23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 23 : 낙농

기광석 외

C2011-56-24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 24 : 양돈

김동운 외

C2011-56-25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 25 : 닭

강보석 외

C2011-57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수립체계 개선방안 연구 :
농어촌 계획제도 정립방안을 중심으로

성주인 외

C2011-58

한·인도네시아 FTA 농수산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문한필 외

C2011-59

OECD 농업·농촌 수산분야 핵심의제 분석 및 시사점

최세균 외

C2011-60

캄보디아 농촌마을 소액금융지원 시범사업(2차연도)

김용택, 김정승

C2011-61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협동조합 운영

박성재 외

C2011-62

농업진흥지역 관리를 위한 주기적 정비체계 구축방안 연구

채광석 외

C2011-63

농산물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 연구(2차연도)

이용선 외

C2012-01

일사일촌 농촌사랑 운동의 추진 실태와 발전 전략

이규천 외

C2012-02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정은미, 정천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발행연도

번호

책임자

C2012-03

구제역에 따른 양돈농가 생산성 분석 및 전망

지인배 외

C2012-04

한·중 농업부문 경쟁력 심층분석

문한필 외

C2012-05

떫은감의 수출 상품화 및 시장개척 연구(3/3차연도)

석현덕 외

C2012-06

경상북도 밭농업 소득보전지원제도 타당성 검토 연구

박동규 외

C2012-07

이로로 명품브랜드 활성화 대책 연구 용역

전창곤, 하홍근

이로로 명품브랜드 활성화 대책 연구 용역: 요약본

전창곤, 하홍근

C2012-08

안동시 낙동강 유역 거점 농업복합단지 조성 기본 구상

김종선 외

C2012-09

평창 Forestopia 산림산업 특구계획 수립

석현덕 외

C2012-10

신지식재산 조사 및 성과분석

성명환, 한혜성

C2012-11

농촌사회의 공생발전 방안 연구 : 공생발전 종합연구

박대식, 마상진

C2012-12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및 운영 방안

국승용 외

C2012-13

농기계수출 종합유통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 연구

강창용 외

C2012-14

식품산업 동향분석 및 전망

이용선 외

C2012-15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군 심층평가 : 2011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황의식 외

C2012-16

충북 특화농산업단지 조성계획

박문호 외

C2012-17

위해요소 사전관리 시스템 (GAP·HACCP) 의무화 방안연구

최지현 외

C2012-18

비축사업 성과분석과 발전방안

최병옥 외

C2012-19

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전창곤 외

C2012-20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타당성조사

최병옥 외

C2012-21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방안

황윤재 외

C2012-22

2012년 OECD 농식품 분야 연구결과 국내반영 방안

송주호 외

C2012-23

농수산자조금법 제정에 따른 원예자조금 활성화 방안

최병옥 외

C2012-24

축산발전기금 운영 성과평가 연구

정민국 외

C2012-25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활성화 방안 연구

김태곤 외

C2012-26

귀농·귀촌 사회적 편익 분석 연구

김경덕 외

C2012-27

한·중 FTA 대비 농업분야 품목별 전문가 회의

어명근 외

C2012-28

농어촌산업화 정책 성과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연구

김용렬 외

C2012-29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2단계사업 설계과제

김병률 외

C2012-30

FTA 직접 피해보전제도 사업시행 방안 연구

문한필 외

C2012-31

구제역백신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지인배 외

C2012-32

시대변화에 따른 농업·농촌의 공익적·경제적 가치 재조명

김용렬 외

C2012-33

한국형 ODA 모델 수립을 위한 농어업 분야 ODA 프로그램 선정 연구

허 장외

C2012-34

농림수산 분야 ODA 평가

이대섭 외

C2012-35

메콩강 유역 농촌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전략: 라오스·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박시현 외

C2012-36

한·중 FTA가 농림업 분야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추가분석

어명근 외

C2012-07-1

2012

서명(논문명)

471

자료집

발행연도

2012

472

번호

서명(논문명)

책임자

C2012-37

귀농·귀촌 정책 및 교육 체계화 방안

김정섭 외

C2012-38

소금연구센터 설립타당성 조사

최병옥 외

C2012-39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방안 연구

김정호 외

C2012-40

세계김치연구소 등 지역기반 산학연과 연계한 전통발효식품산업 육성방안 수립

최지현 외

C2012-41

농림수산식품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박성재 외

C2012-42

임업분야 FTA 협상대응 및 영향분석 :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장철수 외

C2012-43

여건변화에 대응한 제분산업 발전방안

성명환 외

C2012-44

패키지형 남북 농업협력 프로그램 개발과 추진방안

김영훈 외

C2012-45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민경택 외

C2012-46

새만금방조제 유지관리재원 조달방안 연구

박석두, 김정승

C2012-47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최경환 외

C2012-48

유기농특구 조성 방안 연구

김창길 외

C2012-48-1

유기농푸드밸리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 용역보고서

김창길 외

C2012-48-2

유기농특구 조성 방안 연구 - 요약보고서-

김창길 외

C2012-48-3

유기농푸드밸리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 용역보고서 - 요약보고서-

김창길 외

C2012-49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적정 수요예측 및 규모화 연구

이상민 외

C2012-50

농기계 임대·은행사업 운영기관 일원화 방안

강창용 외

C2012-51

농업인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대안

최경환 외

C2012-52

일선조합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황의식 외

C2012-53

농수산식품 통계 및 통계 종합 DB 구축방안 연구

김연중 외

C2012-5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김광선

C2012-54-1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
기관 업무위탁

송미령, 채종현

C2012-54-2

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김광선 외

C2012-54-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농어촌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지역발전 역량 강화 정책

성주인 외

C2012-54-4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 평생학습정책/응급의료정책

마상진 외

C2012-55

주요 단기임산물의 자연재해 복구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기법 연구

민경택, 조병철

C2012-56

임업분야 FTA 피해보전 직불제 시행체계 구축

정호근 외

C2012-57

농촌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방안(2/2차연도)

김용렬, 허주녕

C2012-58

농식품 수출품목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 시스템 개편 방안 :
농식품 수출증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지원 방안 마련

박기환 외

C2012-59

금산인삼약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연구

전창곤 외

C2012-60

유기농업 기술 가치평가 및 신기술 수요 예측

김창길 외

C2012-61

한·미 FTA에 대응한 화천군 농업발전 전략

김정섭 외

C2012-62

중국 축산업의 성장 특성 및 지역화정책 연구

전형진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발행연도

번호

2012

C2012-63

새만금 농업용지 미래 수요 분석 및 토지이용 연구

김홍상 외

C2012-64

농어촌계획제도 선진화와 연계한 농어촌정비법 개정방안 연구

성주인 외

C2012-65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방안

박석두 외

C2013-01

정예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 세계와 경쟁하는

마상진 외

C2013-02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전창곤 외

C2013-03

일월산용문권역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이상민 외

C2013-04

저탄소농업 직접지불제도 도입 방안

김창길 외

C2013-05

강서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 연구

박문호 외

C2013-06

밭농업 직불제 운용평가 및 농가소득보전 프로그램 개선방안 연구

박동규 외

C2013-07

삼산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기본 타당성 조사 용역

전창곤 외

C2013-08

2012년 하반기 농업·농촌분야 OECD 연구동향 분석

송주호 외

C2013-09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효율화 방안 연구

최병옥 외

C2013-10

한·중 FTA 협상 관련 제주지역 농축산업의 대응방안 연구

어명근 외

C2013-11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허용 범위 설정 연구

박석두, 김정승

C2013-12

창조경제 기반의 농업·농촌 신성장 전략

박준기 외

C2013-13

RCEP 농업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송주호 외

C2013-14

친환경 복합타운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박시현 외

C2013-15

한·중 FTA 농업분야 협상 시나리오 분석

어명근 외

C2013-16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연구

채광석 외

C2013-17

농촌산업육성법(가칭) 제정 연구

김용렬 외

C2013-18

한국의 농업분야 ODA사업 정책·전략 및 농림분야 협력전망 분석

허 장외

C2013-19

청송군 기초생활인프라 수요조사 및 전략사업 발굴

송미령 외

C2013-20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변경 보완)

전창곤, 김동훈

C2013-21

메콩강 유역 농촌 지역의 녹색 경제 구현: 라오스·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박시현 외

C2013-22

국내외 식품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사례 및 시사점

김성우 외

C2013-23

외국의 농지 관련 법령 연구

박석두 외

C2013-23-1

일본의 농지제도와 관련 법령 및 해설

박석두 외

C2013-23-2

독일의 농지제도와 관련 법령 및 해설

박석두 외

C2013-23-3

프랑스의 농지제도와 관련 법령 및 해설

박석두 외

C2013-23-4

미국의 농지제도와 관련 법령 및 해설

박석두 외

C2013-24

식품산업의 지역별 일자리 창출 전략

김경덕 외

C2013-25

농촌 노인일자리의 현황과 정책과제

박대식 외

C2013-26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기본 타당성 조사

전창곤 외

C2013-27

해외 쌀 산업 정책 연구

송주호 외

C2013-28

농어업인과 임업인의 지원제도 비교분석 및 산림분야 세제 개선방안 연구

이상민 외

2013

서명(논문명)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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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발행연도

2013

474

번호

서명(논문명)

책임자

C2013-29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사업의 확대와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등에 관한 연구

정원호, 최경환

C2013-30

경북 북부권 및 백두대간 약용식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연구용역

최병옥 외

C2013-31

농업기반정비사업 총량성과분석 평가지표 개발연구

김미복 외

C2013-32

기체결 FTA 양허개선 협상의 농업분야 영향분석

송주호 외

C2013-33

농업수리시설 관리의 효율화 방안 연구

김홍상 외

C2013-34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용역

최병옥 외

C2013-35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민경택 외

C2013-36

산림복합경영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민경택 외

C2013-37-1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송미령 외

C2013-37-2

201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김광선 외

C2013-37-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농어촌산업 고도화/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활용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성주인 외

C2013-37-4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에너지복지정책 / 정신보건센터 / 이주여성긴급지
원센터 / 주택바우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조미형 외

C2013-38

쌀 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한석호 외

C2013-39

농산업클러스터 및 첨단농업시험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채광석, 김정승

C2013-40

농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상생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필 외

C2013-41

한·중 FTA 대비 품목별 기술수준 분석과 대응방안 연구(2/2차연도)

어명근 외

C2013-42

RCEP 대응방안과 목재 교역 규제제도 연구(1/2차연도)

이상민 외

C2013-43

전통식품산업 활성화 전략 수립

김용렬 외

C2013-44

새정부 농촌지역개발정책 및 지역행복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연구

송미령 외

C2013-45

해외산림자원개발과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제도 및 법령 연구

정호근 외

C2013-46

농안기금 사업 성과평가 및 중장기 운용방안

황의식 외

C2013-47

고추·마늘 유통실태와 소비자 구입패턴 분석 및 대응방안

이용선 외

C2013-48

농어촌특별세 기한만료에 따른 농식품 재정분야의 전략적 대응방안

박준기 외

C2013-49

농식품 수출진흥 중장기 종합정책 마련 연구 :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와 수출시장 확대 방안 중심

박기환 외

C2013-50

인공광형 식물공장 경영 모델 연구

김연중 외

C2013-51

맞춤형 농정 지원 등을 위한 농업경영체등록제 개선방안 연구

김수석 외

C2013-52

김치 Codex 규격화 추진성과 분석

김경필, 이동소

C2013-53

농작물 재해보험 조사체계 및 선진사례 분석 연구

최경환 외

C2013-53-1

스페인 농작물재해보험 사례조사 연구

최경환 외

C2013-53-2

미국 농작물재해보험 사례조사 연구

최경환 외

C2013-53-3

일본 농작물재해보험 사례조사 연구

최경환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발행연도

2014

번호

서명(논문명)

책임자

C2014-01

2013년도 농업·농촌분야 OECD 연구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송주호 외

C2014-02

우리나라 농업기계 공급실태와 적정 농업기계 공급방안

강창용, 한혜성

C2014-03

농식품 소비자정책의 추진방향과 정책과제

이계임 외

C2014-04

대구 수산물 분산물류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최병옥 외

C2014-05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개편 방안

정학균 외

C2014-06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

최지현 외

C2014-07

남북 당국간 농업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고찰과 개선방향

김영훈, 임수경

C2014-08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정은미 외

C2014-09

농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농공단지 제도개선 방안 연구

최경환 외

C2014-10

농촌산업 통계·동향 분석을 통한 6차산업 발전전략 연구

김용렬 외

C2014-100

중국의 채소종자산업 동향과 관련 제도

박기환 외

C2014-11

청송군 아버지교육 욕구 조사연구

조미형 외

C2014-12

축산물 유통조사 설계 연구

송우진 외

C2014-13

농업·식품분야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과 감축목표 달성전략

정학균 외

C2014-14

녹색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 방안

이요한 외

C2014-15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계획 및 실행 방안 연구

성주인 외

C2014-16

조경산업 선진화를 위한 조경수 생산·유통시스템 개발 및 유통센터 구축방안
(2/2차연도)

석현덕 외

C2014-17

수입쌀 유통현황 및 부정유통 방지 대책 수립 연구

김태훈, 김지연

C2014-18

논산시 미래발전을 위한 농·축산업 및 농촌 부문 발전계획

김광선 외

C2014-19

축산관측사업 정밀도 제고 및 정책연계 프로그램 구축 연구 :
한우 수급전망모형 구축연구

조재성 외

C2014-20

시화간척지 대송단지의 농업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박석두 외

C2014-21

식품업종 적합업종 지정품목 실태조사

성명환 외

C2014-22

농촌 재능기부 성과 분석 및 향후 발전 방안

김정섭, 전애라

C2014-23

야생화를 활용한 산업화 및 정원문화 활성화 기술개발 전략

민경택 외

C2014-24

농업수입보장보험 운용방안 정책연구

오내원 외

C2014-25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종합발전 계획

박문호 외

C2014-26

ICT 기반 힐빙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박시현 외

C2014-27

완주군 농업·농촌 활성화 5개년 계획수립 연구

성주인 외

C2014-28

밭농업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개선방안 연구

김태곤 외

C2014-29

조사료 통계조사기법 개발 및 적용방안

김명환 외

C2014-30

기능성 양잠산업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김경필 외

C2014-31

담양군 FTA 대응 로드맵 수립(한중FTA 체결에 따른 담양군 대응 로드맵)

어명근 외

C2014-32

제주도 월동채소 6차산업화 지구 조성 및 운영 방안 연구

김병률 외

C2014-33

고랭지배추 6차산업화 지구조성 방안 연구

김병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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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발행연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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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명(논문명)

책임자

C2014-34

유기농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

김창길 외

C2014-35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개선방안 연구

황윤재 외

C2014-36

베트남 농업기계화 지원사업 효과분석

강창용 외

C2014-37

농어업회의소 교육 컨설팅사업 진단 및 성과평가

마상진 외

C2014-38

임가소득 증대와 임산업 성장 모델 개발

장철수 외

C2014-39

축산 수급정책 모형: 한돈

송우진 외

C2014-40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사업 - 농림수산식품분야

김창길 외

C2014-41

산림경영지도사업 실적평가

장철수 외

C2014-42

맞춤형 산채·산약초 산업화단지 표준모델 개발 연구

민경택 외

C2014-43

대중국 임산물 해외 심층정보조사

민경택 외

C2014-44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 ODA 평가 연구

이대섭 외

C2014-45

양자산림협력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산림협력방안 연구

석현덕 외

C2014-46

중국의 곡물산업 동향과 한중 식량안보 협력방안

정정길 외

C2014-47

농촌의 중장기 인구 변화에 대응한 지역 활성화 과제

성주인 외

C2014-48

주요 임산물 유통경로 분석 및 체계정립을 통한 다품목 거점 임산물 유통센터
조성 연구

정호근 외

C2014-49

육묘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육묘관리체계 마련 및 법제화 연구

박기환 외

C2014-50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화 추진 방안 연구

김성우 외

C2014-51

주요 임산물 생산단지 평가 및 컨설팅을 통한 경영활성화 연구

민경택, 김명은

C2014-52

농식품 기초통계 확충방안 연구

이계임 외

C2014-53

2014년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운영

김광선 외

C2014-54

한·중 FTA시대 농수산식품 분야 스타수출품목 발굴조사연구

최지현 외

C2014-55

임농복합단지 배후 농촌지역 개발협력 방안

김영훈 외

C2014-56

농림부문 남북 통일비용 추정 연구

김영훈 외

C2014-57

2014년 산림 관련 법령의 규제비용 분석

석현덕 외

C2014-58

2014년도 농업·농촌분야 OECD 연구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송주호 외

C2014-59

곡물 수급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

김태훈, 손미연

C2014-60

국민 표준식생활지침 기준마련 및 식생활정책 발전방안 :
제1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 평가와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중심으로

이계임 외

C2014-61

주요 시설원예 작물의 냉난방 및 보온형태별 경영실태 분석

김연중 외

C2014-62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이용·관리 비용 부담 체계 개선방안

김홍상 외

C2014-63

(KSP-IDB공동컨설팅) 파라과이 농촌개발을 위한 전략 개발

이대섭 외

C2014-64

해외 산림자원개발 정책목표 설정을 위한 목재자원 수급전망 분석

이상민 외

C2014-65

김치 브랜드 가치평가와 CODEX 규격 활용 제고방안

김경필 외

C2014-66-1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심재헌 외

C2014-66-2

2014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김광선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발행연도

2014

번호

책임자

C2014-66-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정책/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성주인 외

C2014-66-4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 장애인복지정책 / 폐기물관리정책 / 추수평가

마상진 외

C2014-67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2019) 수립방향 연구

성주인 외

C2014-68

RCEP 및 TPP 임산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2차연도)

이상민 외

C2014-69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영향평가 모델 구축

김창길 외

C2014-70

주요 쌀 수출입국 쌀 산업 및 정책 심층조사

박동규 외

C2014-71

119조 투융자 효과 분석

김미복 외

C2014-72

농식품분야 규제비용총량제도 운용방안 연구

황의식 외

C2014-73(Ⅰ)

201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 Ⅰ : 밭농업경쟁력강화사업군 심층평가

박준기 외

C2014-73(Ⅱ)

201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 Ⅱ

박준기 외

C2014-74

식품산업분야 재정지원체계 개편 연구

황의식 외

C2015-01

한국농식품 신흥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김경필 외

C2015-02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

김수석 외

C2015-03

경북북부권 생강 출하조절센터 건립·운영 기본 타당성 조사 용역

전창곤 외

C2015-04

녹색사업단의 조직, 기능 재정립에 관한 연구

장철수 외

C2015-05

양분총량제 도입방안 마련

김창길 외

C2015-06

국가축산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허 덕외

국가축산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요약보고서-

허 덕외

C2015-07

ICT를 활용한 산지 APC - 소상공인 농수산물 직거래 직배송 시스템 기술개발

김병률 외

C2015-08

농업분야 국가 온실가스 장기 감축목표 설정 연구

정학균, 김창길

C2015-09

식량안보 목적의 농업보조금 개편방안: Post Bali DDA 협상 대응을 중심으로

문한필 외

C2015-10

한중 FTA 영향평가

한석호 외

C2015-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직개편 방안 연구

김수석 외

C2015-1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직개편 방안 연구 : 요약본

김수석 외

C2015-12-1

수출 촉진을 위한 농기자재산업 활성화 방안 (제1부)

강창용 외

C2015-12-2

수출 촉진을 위한 농기자재산업 활성화 방안 (제2부)

강창용 외

C2015-12-3

C2015-06-1

2015

서명(논문명)

수출 촉진을 위한 농기자재산업 활성화 방안 -요약보고서-

강창용 외

C2015-13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지식다이얼로그 구축사업 -한·캄보디아 정책세미나

김종선 외

C2015-14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을 위한 농산물 기준가격 산출방안 연구

오내원 외

C2015-15

농업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 등에 관한 연구

김미복 외

C2015-16

중앙아시아 산업구조 심층분석 및 진출전략 연구

이대섭 외

C2015-17

TPP 규범협상이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분석

어명근 외

C2015-18

농업부문 기후변화 경제적 영향분석 모형개발

김창길 외

C2015-19

농업인안전보험료 차등지원 방안 연구

유찬희, 김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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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발행연도

2015

번호

책임자

C2015-20

농업 기업간 생상협력 및 분석 용역

박성진 외

C2015-21

2015년 글로벌 산업경제 포럼 : 한국의 농림어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

김병률 외

C2015-22

캄보디아 농촌종합개발사업 타당성 조사(F/S)

허 장외

C2015-23

농어촌 토지이용 관련 제도 및 문제점 분석

심재헌, 민경찬

C2015-24

시설농업단지 지하수함양 사업타당성분석 용역

채광석 외

C2015-25

FTA 확대에 따른 축산기반 강화대책 연구(젊은이가 돌아오는 축산대책 중심으로)

허 덕외

C2015-26

산림계획제도 개선방안 연구

민경택 외

C2015-27

산지은행제도 도입을 통한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방안 연구

장철수 외

C2015-28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제도화 방안

이계임 외

C2015-29

한·중남미 FTA 체결시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이상현 외

C2015-30

1차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산림·임업)

석현덕 외

C2015-31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사업 평가 연구용역

송우진 외

C2015-32

가금산물 가격조사체계 구축 연구 용역

송우진 외

C2015-33

조합별 산림경영지도사업 실적평가 용역

석현덕 외

C2015-34

도축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지인배 외

C2015-34-1

도축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요약본

지인배 외

C2015-35

연초생산 및 지원사업의 효율화 방안 연구

전창곤, 김동훈

C2015-35-1

연초생산 및 지원사업의 효율화 방안 연구(요약집)

전창곤, 김동훈

C2015-36

김치원료 종합처리시스템 확산 마스터플랜 수립

전창곤, 김동훈

C2015-37

전라남도 농축산분야 FTA 대응전략

황의식 외

C2015-38

중국의 농산물 수급구조 변화와 대한국 수출 확대 가능성 분석

정정길 외

C2015-39

산촌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민경택 외

C2015-40

농업인의 보험이용 실태분석과 농축협조합 보험사업 발전방향

황의식 외

C2015-41

차기 국제농업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

정은미 외

C2015-42

거창 국제원예힐링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정은미 외

C2015-43

천안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 수립 연구

전창곤 외

C2015-44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에 따른 산림분야 규제비용 분석

구자춘 외

C2015-45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성주인 외

C2015-46

외국제 농기계 시장 몫 확대 요인과 문제, 대응방안

강창용

C2015-47

종자산업통계 관리체계 구축 사업

박기환 외

C2015-48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농림·수산·식품 분야

최지현 외

C2015-49

2014/15년 AI 발생확산 원인 및 재발방지 방안 연구(2014/15년 AI백서)

허 덕외

2014/15년 AI 발생확산 원인 및 재발방지 방안 연구(2015/15년 AI백서) -부록-

허 덕외

C2015-50

2015년 감귤거래소 설치 타당성 및 실현방안 용역

김병률 외

C2015-51

김치제조업의 적정규모 추정과 채소가격 안정효과 분석(1차연도)

최병옥 외

C201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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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논문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발행연도

2015

2016

번호

서명(논문명)

책임자

C2015-52

FTA 수입농산물 유통마진 조사

최용호, 윤영석

C2015-53

산림소득 지원사업 사후관리 평가

민경택 외

C2015-54

2015년 농업·환경분야 OECD 연구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용역

김창길 외

C2015-55

농협의 역할정립 및 제도개선 방향

황의식 외

C2015-56

기 체결된 FTA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상민 외

C2015-57

농촌고령자 실태 및 정책개선 방안

조미형, 박지연

C2015-58

사례연구를 통한 농촌 복지문화 모형 연구 용역

조미형

C2015-59

CODEX 대응 업무 개선방안 연구

김경필, 한정훈

C2015-60

FTA 대응 경쟁력 향상 기술개발사업 성과 분석 및 추진방향 설정

이명기 외

C2015-61

딸기 수출확대를 위한 대상국별 비관세장벽 분석

서대석 외

C2015-62

농업분야 로드맵 연구

김영훈, 최용호

C2015-63

농업정책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

김미복, 김윤진

C2015-64

일본 농정개혁 연구

김종인 외

C2015-65

수출물류비 폐지대비 사업개발용역

김경필 외

C2015-66

5대 민감 품목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최병옥 외

C2016-1

TPP 종합영향분석 : 농업 효과 분석

한석호 외

C2016-2

태안화력 온배수 농업부문 활용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김연중 외

C2016-3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업환경자원 관리 강화방안 연구

김창길 외

C2016-4

2015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및 식생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이계임, 이동소

C2016-5

농업 고용인력 실태조사 및 수급안정 방안

김정섭 외

C2016-6

DDA 협상대응 시나리오 구상

이상현 외

C2016-7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직불제 개편방안 연구

송우진 외

C2016-8

도시농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허주녕 외

C2016-9

농식품 규제비용 분석지원을 위한 연구

황의식 외

C2016-10

축산물등급판정제도 발전방안 연구

허 덕외

C2016-11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자급률 제고방안 연구

성명환 외

C2016-12

농산물유통 효율화를 위한 이미지경매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

김병률 외

C2016-13

동부권 농식품 6차산업화단지 조정 기본계획 연구용역

전창곤 외

동부권 농식품 6차산업화단지 조정 기본계획 연구용역(요약보고서)

전창곤 외

C2016-14

중장기 곡물수급분석 및 대응방향 수립

박동규 외

C2016-15

국민경제를 고려한 미래 축산정책 개선방안 연구

우병준 외

C2016-16

일본 농촌사회 변화와 지역농협 보험사업

황의식 외

C2016-17

경협사업 추진방안 연구

김영훈 외

C2016-18

2014~2015년 구제역 발생원인 분석 및 방역체계 개선 방안 연구

지인배 외

2014~2015년 구제역 발생원인 분석 및 방역체계 개선 방안 연구: 요약본

지인배 외

C2016-13-1

C201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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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발행연도

번호
C2016-18-2

2014~2016 구제역 백서 -부록-

지인배 외

경기도 특화작목 수급 및 경영분석 모델개발과 활용방안 연구

이용선 외

C2016-20

메가 FTA의 경제효과 분석 방법론 개선방향을 위한 기초연구

한석호 외

C2016-21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운영 및 활용방안 연구

성주인 외

C2016-22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전창곤 외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요약보고서)

전창곤 외

C2016-23

들녘경영체 운영효과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박문호 외

C2016-24

국가산채클러스터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

김용렬 외

C2016-25

지방 도매시장 물류기반의 산지APC
-소상공인 농산물 온라인 거래 시스템 고도화 및 실증연구

김성우 외

C2016-26

임업부문의 TPP 협정문 분석 연구

장철수 외

C2016-27

공공비축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

김태훈 외

공공비축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 요약본

김태훈 외

C2016-28

한-EU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

한석호 외

C2016-29

한-GCC 및 이스라엘 FTA 경제적 영향분석 연구

이상현 외

C2016-30

구제역 백신주 선정 경제성 분석 연구

송우진, 서강철

C2016-31

밭 식량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최지현 외

C2016-32

산림·임업부문 직불제 도입 방안 연구

석현덕 외

C2016-33

농산물 소비관측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김상효 외

C2016-34

국산재 목재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연구

구자춘 외

C2016-35

2016년 농업·환경분야 OECD 연구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임영아 외

C2016-36

스마트 팜 운영실태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김연중 외

C2016-37

농업부문 통계연구

김영훈 외

C2016-38

구제역 백신주 선정 경제성 분석 연구

송우진, 서강철

C2016-39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

김정섭 외

C2016-40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연구

우병준 외

C2016-41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업경영체DB 분석 및 활용 연구

한석호 외

C2016-42

중장기 원예특용작물의 수급 소비량 분석 및 대응방향 수립

한석호 외

중장기 원예특용작물의 수급 소비량 분석 및 대응방향 수립: 요약본

한석호 외

C2016-43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사업 평가

송우진, 서강철

C2016-44

농식품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11~20) 중간평가 연구

정학균 외

C2016-45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김미복, 전영현

C2016-46

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가치에 대한 경제적 평가

김창길 외

C2016-47

농업직불제 운영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박준기 외

C2016-48

농지은행사업 개편을 통한 농지이용효율화 방안 연구

김수석 외

C2016-27-1

C201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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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C2016-19

C2016-22-1

2016

서명(논문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발행연도

번호
C2016-48-1

김수석 외

2016 식품산업 트렌드와 2017 식품산업 전망

최지현 외

C2016-49-1

2016 외식업체 경영실태 구매현황 조사

최지현 외

C2016-49-2

2016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

최지현 외

C2016-49-3

국내외 식품 시장 정보 및 동향 분석

최지현 외

C2016-49-4

식품산업 연계구조 분석

최지현 외

C2016-50

ICT 적용 축산농가 실태분석 및 투자효율 평가

허 덕외

C2016-51

주산지정비 타당성조사 용역

김홍상 외

주산지정비 타당성조사 용역(요약보고서)

김홍상 외

C2016-52

인삼시장 소비형태 변화와 인삼산업 육성을 위한 인삼산업법 전면 개정에 관한
연구

성명환 외

C2016-53

대중국 조경수 및 분재 수출전략 연구

민경택 외

대중국 조경수 및 분재 수출전략 연구: 요약보고서

민경택 외

C2016-54

2015년 신설·강화 규제 및 상쇄과제 비용분석

구자춘

C2016-55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분야)

황의식

C2016-56

제5차 산림기본계획(’08∼’17) 평가를 위한 연구

석현덕

C2016-57

국제보호지역 등재를 위한 한반도 핵심생태축의 특성분석과 관리방안 연구

손학기

C2016-58

농업경영체의 영농활용기술 도입요인 및 경영성과 분석(3의 3차연도)

김연중 외

C2016-59

대경권 영천 농산물 유통단지 조성계획 수립 연구

전창곤 외

대경권 영천 농산물 유통단지 조성계획 수립 연구: 요약보고서

전창곤 외

한중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정도채 외

C2016-51-1

C2016-53-1

C2016-59-1
C2016-60
C2016-60-1

한중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요약본

정도채 외

C2016-61

농어촌 복지증진 대표사업 발굴 연구용역

김정섭, 김경인

C2016-62

상주 뽕생산건강특화단지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전창곤 외

C2016-62

상주 뽕생산건강특화단지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요약보고서

전창곤 외

C2016-63

2016년 산림소득지원사업 사후관리 평가

민경택 외

C2016-64

미래 농촌 정주공간 변화에 따른 지역개발정책 추진방안 연구

심재헌 외

C2016-64-1

2017

책임자

농지은행사업 개편을 통한 농지이용효율화 방안 연구 -요약보고서-

C2016-49

2016

서명(논문명)

미래 농촌 정주공간 변화에 따른 지역개발정책 추진방안 연구(요약보고서)

심재헌 외

C2017-1

고춧가루 혼합유통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김성우 외

C2017-2

미국 대선이 농업경제·통상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이상현, 안수정

C2017-3

중남미지역 농촌개발사업 성과중심 통합관리

허 장외

C2017-3-1

중남미 농촌개발사업 성과중심 통합관리 중남미 지역 및 국별 지원전략 연구

허 장외

C2017-3-2

중남미 농촌개발사업 성과중심 통합관리 증거기반 접근강화 적용방안 연구

허 장외

C2017-4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국승용 외

C2017-5

중대동물 감염병 연구실험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2/2차연도)

지인배 외

481

자료집

발행연도

번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이상기후로 인한 보장범위 확대 가능성 기초 연구

박준기 외

C2017-7

쇠고기 이력제를 활용한 축산관측 고도화 연구

서홍석 외

C2017-8

미래환경 변화와 농식품부 기능 재설정 방안을 위한 해외사례 분석

김용렬 외

C2017-9

청년 영농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마상진, 김경인

C2017-10

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한 분야별 계획(농림, 축산, 식품)

김영훈 외

C2017-11

종자산업통계 구축 및 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계약

이계임 외

C2017-12

TPP 농업분야 대응 전략 수립

한석호 외

C2017-13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유통 및 수출실태 조사와 수출촉진을 위한 전략상품화 및
해외마케팅 방안

민경택 외

C2017-14

마을단위 6차산업 추진 매뉴얼

박시현 외

C2017-15

식물안전성 평가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조성주 외

C2017-16

미 신행정부 출범 관련 국제 통상 자문

이상현 외

미 신행정부 출범 관련 국제 통상 자문(부속서)

이상현 외

C2017-17

통일 이후 농업통합 및 개발 전략

김영훈

C2017-18

한·중·미 FTA 영향평가

조성주

C2017-19

전주시-전주농협 전주푸드 상생협력방안 구축 연구

정은미

C2017-20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 체결시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조성주

C2017-21

발전소 온배수 이용시설농업과 양식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김연중 외

C2017-22

쌀 생산조정제 도입방안 연구

김종인 외

C2017-23

미래지향적 식품정책 마련 연구

최지현

C2017-24

수출 지원 사업 효과성 분석 조사 용역

박기환

C2017-25

농작물재해보험(7개과수) 표준가격 연구

박미성

C2017-26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김용렬 외

C2017-27

정부 농산물 매입검사 개선방안 연구

김태훈

C2017-28

FTA 개선 협상의 농업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지성태

C2017-29

대중국 절화류 수출적용기술 모델 개발(2의2차연도)

김경필

C2017-30

EU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시장영향분석

한석호

C2017-31

농업가뭄 피해액 추정에 관한 연구

채광석 외

C2017-32

시설원예산업 육성방안 수립 및 관련 제도 개선 연구

최병옥 외

시설원예산업 육성방안 수립 및 관련 제도 개선 연구: 요약보고서

최병옥 외

C2017-33

포도 수출연구사업단 사전기획 연구

김경필

C2017-34

2017년 OECD 농업.농촌분야 연구동향 및 분석

김상현

C2017-35

농촌마을 과소화에 대응한 지역개발사업 유형 개발

심재헌

C2017-36

6차산업(농업융복합산업)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은미

C2017-37

2019 국제농업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정은미

C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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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C2017-6

C2017-16-1

2017

서명(논문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발행연도

번호

책임자

C2017-38

제2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연구

손학기

C2017-39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 백서

황의식 외

C2017-40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송미령

C2017-41

농업경영체 DB 활용 성과 및 시사점 연구

한석호 외

C2017-42

농림식품과 관련산업의 부가가치 및 종사자수 추계 연구

서홍석 외

C2017-43

친환경 농업 소득 자료 조사용역

임영아, 이혜진

C2017-44

2016 GCF 사업개발 지원사업 - 나미비아 지속가능 농촌개발 프로젝트

허 장

C2017-4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발전모델 개발(1차연도)

송미령 외

C2017-46

제주산마늘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김성우

C2017-47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관리 현장적용 모델개발 연구

박성진

C2017-48

차기(18~22) 쌀 목표가격 설정을 위한 시나리오 및 영향분석 연구

김종진

C2017-49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사업 - 농림수산식품분야

국승용

C2017-50

닭고기 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지인배 외

C2017-51

2017년 산림소득 지원사업 사후관리 평가

민경택 외

C2017-51-1

2017

서명(논문명)

2017년 산림소득 지원사업 사후관리 평가 요약보고서

민경택 외

C2017-52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사업 평가연구

허 덕외

C2017-53

농식품산업 투자 초기시장형성 및 농식품모태펀드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박준기 외

C2017-54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방안 연구

박기환

C2017-55

관상 산림식물(조경수·분재·이끼류 등) 산업육성대책 수립

석현덕

C2017-56

모잠비크 영농기술교육시스템 구축사업 사후평가 용역

김종선

C2017-57

유망 목제품 발굴을 통한 수출확대 방안

민경택

C2017-57-1

유망 목제품 발굴을 통한 수출확대 방안

민경택

C2017-57-2

목제품 수출 핸드북

민경택

C2017-58

규제비용관리제에 따른 신설·강화 규제 및 상쇄과제 비용분석

정호근

C2017-59

육계생산비 절감 방안에 관한 연구

김현중

C2017-60

RCEP, 한·미 FTA 농업분야 대응전략

조성주

C2017-61

2017년 식품산업정보분석 전문기관 사업

이계임

C2017-61-1

2017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 보고서

이계임

C2017-61-2

2017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 보고서

이계임

C2017-62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

강창용

C2017-63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효과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채광석

C2017-64

일본·멕시코와의 FTA 주요 임산물 영향분석 및 탄력관세 중장기 운영전략

정호근

C2017-65

팔용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타당성 연구

전창곤

C2017-66

OECD 정책틀을 적용한 한국 농식품 분야의 혁신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 연구

이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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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정책연구보고(P)
발행연도

번호

1990

P001

간미역 대일 수출제도 개선방안

신영태, 박성쾌

P002

농업재해보상과 작물재해보험대책

정명채 외

P003

농업계 교육체계 개선방안

이영대 외

P004

지속적 어업발전을 위한 수산자원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방안

신영태 외

P005

어촌 지도사업의 평가와 발전방안

박성쾌 외

P006

UR타결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개방의 파급영향 분석

최양부 외

P007

수산물의 소비패턴 변화와 수요전망

박성쾌, 정명생

P008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김정호, 권태진

P009

WTO 체제하의 농산물 수입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옥

P010

농업의 여건 변화와 농업통계의 발전 방향

이성호

P011

APEC과 농산물무역

어명근, 김동민

P012

북한의 농자재 생산 및 소비 현황

최세균

P013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표시제도 연구

박동규, 유남식

P014

WTO 출범과 농업부문 직접지불제도

이정환

P015

산불의 실태와 대책

류장혁, 이광원

P016

농어촌지역의 유형구분과 농공단지개발사업의 활성화방안

이동필, 이상문

P017

농어촌 마을정비를 위한 민간자본 유치방안

박시현, 이상문

P018

한국담배인삼공사 민영화에 따른 담배·인삼 재배농가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

정명채, 이동필

P019

북한의 1996년 곡물 생산량 추정

김운근, 성명환

P020

농촌지역의 교통여건과 주민의 통행행태

김정연

P021

조곡공매제도 개선방안

유남식, 이정환

P022

수출농업 활성화 방안 수출단지를 중심으로

김동민

P023

원유 수금 예측 모형 개발

이철현

P024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김정호 외

P025

통일대비 북한 농림업부문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 통일 이후 문제상황 전망 및 대책 -

김운근 외

P026

IMF 관리체제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강정일 외

P027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김명환, 김병률

P028

지방농정의 효율적 추진 방안

정기환 외

P029

국제 환경농업 논의 동향과 대응방안

김은순, 권태진

P030

IMF 관리체제하의 농업동향과 대응방안

유철호 외

P031

자연휴양림과 관광농원의 연계개발 방안

유승우 외

P032

무역·환경 연계에 관한 논의와 쟁점 분석

임송수

P033

OECD의 농업정책 평가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

윤호섭

P034

농작물 보험 및 재해지원제도 연구

정명채, 허 장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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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논문명)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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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번호

서명(논문명)

책임자

P035

1998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 추정

김운근 외

P036

주민 자율적 농촌마을 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박시현, 박병오

P037

구제역의 파급 영향과 정책 과제

서종혁 외

P038

WTO 쇠고기 분쟁 패널의 내용과 향후 대책

이재옥 외

P039

농가경제·부채 실태와 정책 과제

김정호 외

P040

쌀산업 여건변화와 대응방안

박동규

P041

농업용 전기 및 유류의 이용·관리제도 개선방안

강창용 외

P042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분석

김정호 외

P043

한국경제의 비전과 전략

이정환 외

P044

한우산업의 전망과 정책방향

허 덕외

P045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농촌계획의 위상과 방향 정립

송미령, 김홍상

P046

한·일 FTA 체결의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CGE모형 개발

신동천, 최세균

P047

농업인 교육훈련 평가

박문호

P048

일본의 신선채소 수입제한과 한·중·일 교역관계

김병률, 김태곤

P049

미국과 일본의 농업소득안정정책

김태곤

P050

2002년 수확기 쌀시장 안정화 방안

박동규, 김명환

P051

마늘 세이프가드 해제의 파급영향과 대책

최정섭 외

P052

한·칠레 FTA에 대응한 농업부문 대책

최세균 외

P053

WTO/DDA 농업협상 시장접근분야 세부협상원칙(Modality) 수립에 관한
논의 동향과 과제

이재옥 외

P054

WTO 농업협상에서 국내보조에 대한 논의 동향과 과제

임송수

P055

북고성군 온실농장 협력사업사례와 과제

김영훈, 권태진

P056

2002 구제역 발생 실태와 파급영향

최정섭 외

P057

농어촌특별세와 농업재정

김준영

P058

국내보조에 관한 WTO/DDA 농업협상 전략

임송수

P059

한국 농업의 현실과 비전

이정환 외

P060

WTO 개도국 지위의 논리와 협상 대응 방향

임송수, 김상현

P061

농가 숙박업의 제도화 방안

박시현, 박주영

P062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

이정환 외

P064

농업부문 워크아웃 도입방향

박성재 외

P065

표고버섯 산업의 동향과 관측사업 구상

석현덕, 민경택

P063

일본의 쌀 농업 구조 정책과 쌀 정책개혁

김태곤, 이병훈

P066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업의 역할

김태곤

P067

신국토 구상과 농산촌의 혁신체계 구축

송미령 외

P068

기업농의 가능성과 조건

김정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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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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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명(논문명)

책임자

P069

대만의 쌀 시장 개방과 시사점

정정길, 이현주

P070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체계화 방안

송미령, 박주영

P071

미국 BSE 발생 이후 국내 쇠고기 소비 변화 분석

송주호 외

P072

농업관련산업의 GDP 추계

김철민

P073

과채류의 작형별 단수함수 추정

이용선 외

P074

소비자패널 표본설계 및 구축

김경필 외

P075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모니터링 추진방안

박시현, 박주영

P078

중국의 중단립종 쌀 생산·수출 잠재력

정정길 이성귀

P079

일본 쌀 시장개방 시나리오 분석

고바야시 히로아끼

P076

저소득농가의 농가경제 실태 분석

박준기 외

P077

농업총조사 통계에 의한 지역농업의 역량 분석

김정호, 이병훈

P080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파급영향 분석

정민국 외

P081

중국산 수입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

최지현 외

P082

쌀 수매제도 폐지의 파급영향과 대책

김명환 외

P083

농촌지역 행정체계 혁신방안

마상진 외

P084

생우 수입의 경제성 분석

송주호

P085

농업인 교육·훈련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방안

마상진, 최경환

P086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송미령 외

P087

NAFTA 이후 멕시코 농업의 변화 분석

김윤식 외

P088

DDA 농업협상 영향 평가

김명환 외

P089

한·미 FTA 영향분석 및 국내대책 연구

최세균, 이대섭

P090

농지유동화 실태와 정책과제

김수석, 허주녕

P091

농업분야 곤충자원 활용실태와 향후과제

김배성

P092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동필

P093

농업법인의 마케팅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서성천, 김정호

P094

농산물 브랜드 가치 분석 : 농협 하나로 클럽 축산물 브랜드를 중심으로

황윤재

P097

농업관련산업의 GDP와 종사자수 추정

김철민 외

P095

고객 지향적 농산물유통 사례 연구

국승용, 최병옥

P096

농업 경영체의 조직화 효과와 활성화 방안

황의식, 정호근

P098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성향과 마케팅 전략

김창길 외

P099

신기술과 농업경영의 비전 사례연구

김정호 외

P100

국제곡물시장의 새로운 변화와 국내 대응방안

김용택, 김배성

P101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의 쟁점 비교와 대응방안

허 덕외

P102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경제적 영향과 대책

우병준 외

P103

낙농가의 경영수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허 덕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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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2009

2010

2011

번호

서명(논문명)

책임자

P104

한·중·일 청소년의 식품소비 비교분석

이계임 외

P105

2008 OECD 농업분야 논의 대응 : 농업위원회와 농업정책·시장작업반회의를 중심으로

송주호 외

P106

농촌지역 아동복지 실태와 정책과제

이규천, 최경환

P107

농자재가격의 변동요인과 정책과제

강창용 외

P116

경제여건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김명환 외

P108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의 현황과 과제

이계임 외

P109

국제농업협력의 추진전략 및 실천방안

허 장, 정기환

P110

쌀 관세화 전환과 쌀 직불제 개편 방안

박동규 외

P111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LIS 구축 방안

송미령, 박주영

P112

주요국과의 농업부문 FTA 추진 현황과 전망

최세균 외

P113

농식품 수출증대 전략

최세균 외

P114

농업협동조합 선진화 방안 연구

황의식 외

P115

영세·고령농의 사회안전망 개선방안

박대식 외

P117

농산물 물류체계 진단과 효율화 방안

전창곤 외

P118

쇠고기 등급제의 효과와 정책 과제

전상곤, 채상현

P119

농어업용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효과 및 정책방안

김연중 외

P120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의 평가와 개선방향

김태곤, 정호근

P121

탄소성적표지제도의 농업분야 적용과 시사점

김창길 외

P122

농촌학교의 활성화 실태와 시사점

최경환, 마상진

P123

쌀 수급안정 방안 연구

박동규 외

P124

중국 동북3성의 중·단립종 쌀산업 구조변화와 생산계열화 실태 조사 연구

전형진 외

P125

쇠고기 수요 환경변화가 한우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전상곤 외

P126

DDA 농업협상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쟁점분석

김태훈 외

P127

기후변화협약 REDD+ 메커니즘의 이해와 향후 협상전망

석현덕, 윤범석

P128

농업·농촌부문 공공갈등사례와 갈등관리방안 연구

김수석, 마상진

P129

종자산업의 동향과 국내 종자기업 육성 방안

박기환 외

P130

농어촌지역 슬레이트지붕의 실태와 대책방향

이동필 외

P131

축산업 면허제에 대한 연구

전상곤 외

P13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에 관한 지자체 조례안 연구

정은미

P133

농업·농촌 2030/2050 비전과 과제

김정호 외

P134

농촌의 폐교활용 실태와 정책 과제

마상진

P135

마을공동사업체의 법인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김정호, 박문호

P136

2010년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김창길 외

P137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권 종합진단지표 개발과 활용

송미령 외

P138

식품분야 소비자정책 추진방향

이계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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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9

유기가공식품의 소비실태분석 연구

정학균, 장정경

P140

농업보조금 개편 방안 연구

박성재 외

P141

구제역 청정국 지위 유지 여부의 영향 분석

우병준, 이명기

P142

농촌형 지역경제 및 산업 기상도 구축을 위한 지표 발굴

김용렬, 윤병석

P143

산지유통인의 법인화와 계약재배 참여방안 연구

전창곤 외

P144

축산 방역체계 개선 방안

정민국 외

P145

잡곡의 유통 실태 조사 분석

성명환, 권대흠

P146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의 실태와 개선 방향

송미령, 권인혜

P147

수입원재료 가격 상승의 식품물가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이용선 외

P148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사례와 논의 동향 분석

최세균 외

P149

쌀 생산 및 소비량 통계 개선방안

박동규 외

P150

기후변화에 대응한 목재수급 정책과제

민경택 외

P151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성주인 외

P152

기상요인을 고려한 단수예측모형 개발 연구

한석호 외

P153

농지처분명령 운용실태와 개선과제

김수석

P154

2011 수확기 쌀 수급안정방안

박동규 외

P155

성공적인 협동조합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 : 일선 농협을 중심으로

박성재

P156

논농업 활성화를 위한 쌀 사료화 방안

김태곤, 허주녕

P157

친환경농식품의 생산·소비실태와 시장전망

김창길 외

P158

농촌지역 마을회관 이용 실태 조사연구

김동원 외

P159

중장기 농정 이슈와 대책 방안

김정호 외

P160

밭농업 직불제의 생산유발 효과

박동규 외

P161

주요 채소 가격의 변동 패턴 및 요인 분석

이용선 외

P162

2012 지역발전지수를 활용한 농어촌 실태 분석과 정책 개선방안 연구

송미령 외

P163

2012년 미국 농업법Farm Bill 제정 동향과 시사점

송주호 외

P164

한국의 난산업 현황과 발전 과제

박현태

P165

귀촌과 지역공동체 육성 정책의 연계 추진방안

성주인 외

P166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시사점과 농업·농촌 정책의 과제

김정섭 외

P167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법인의 역할강화와 정책과제

황의식 외

P168

농촌 대중교통 및 도로체계 개선 방안

김광선

P170

농어촌특별세의 운용실태와 정책과제

박준기 외

P169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연구: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을 중심으로

이계임 외

P171

지역별 농촌 일자리 창출 방안

송미령, 민자혜

P172

친환경농산물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따른 대응방안

정학균, 문동현

P173

FTA에 대응한 지역별 농산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종합보고서-

김병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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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P174

농산물 가격의 물가에 대한 영향 평가와 시사점

이용선 외

P175

WTO 농업보조금 분쟁사례 분석과 시사점

송주호 외

P176

스마트 농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김연중 외

P177

농업경쟁력 평가지표 개발 연구

이병훈 외

P178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등록실태와 활용 방안

김수석

P179

도축장 구조조정 방안 연구

지인배 외

P180

유기질 비료 유통·이용 문제와 개선방안

강창용, 한혜성

P181

일본 농지제도의 변천과 최근 동향

김정호

P182

농업·농촌 국민의식 변화분석 연구

김동원 외

P183

일본 대만의 TRQ 초과수입 실태와 시사점

박동규, 승준호

P184

기업의 농업참여 실태와 상생협력 방안

김태곤 외

P185

식량안보 지표개발 연구

김태훈, 김지연

P186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 설립 동향과 제도 개선 과제

김정섭, 김미복

P187

농업분야 ODA 사업 평가 지침 작성을 위한 연구

허 장, 지성태

P188

농업법인경영체 경영실태 분석

박문호, 임지은

P189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의 국내 농식품 소비 파급 영향

황윤재, 이동소

P190

2013 DDA 협상과 향후 대응방안

문한필 외

P191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연계협력 실태와 과제

송미령, 권인혜

P191-1

강원도 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연계협력 실태와 과제

이영길 외

P191-2

경남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연계협력 실태와 과제

마상열 외

P191-3

전라북도 연계협력사업 실태분석 및 신규사업 발굴

이성재 외

P191-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생활권 연계협력 추진 방안

엄상근 외

P191-5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충남지역의 연계협력 실태와 과제

김정연 외

P191-6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충북지역의 연계협력 실태와 과제

변혜선 외

P192

고랭지 채소면적 변동요인과 전망

김태훈 외

P193

북한 황폐산지 복구를 위한 협력 방향

석현덕 외

P194

지역 일자리 지수 개발과 정책적 시사점

심재헌 외

P195

유라시아 주요 국가 농업투자협력 활성화 방안:
극동러시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허 장외

P196

농림사업 정책평가체계 개선방안

김미복 외

P197

밭농업 기반정비 확충방안

김홍상, 채광석

P198

한·영연방 FTA에 따른 축산업 대책 연구

정민국 외

P199

단순가공 농산물의 품질·안전 관리 방안

김성우 외

P201

도시농업의 치유기능 확산과 도농상생 방안

김태곤 외

P203

쌀 관세화 전환과 양정과제

김태훈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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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P207

지역별 농산물 유통개선 사례와 정책방안

김병률 외

P200

쌀 관세화 검증협상 대응방안

송주호

P202

축산계열화사업 성과와 과제: 육계산업을 중심으로

우병준, 김형진

P204

한우와 돼지고기 수요 변화 요인 분석

지인배 외

P205

기 체결 FTA 사후영향평가모형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석호 외

P206

구제역 발병 농가 실태와 정책 과제

지인배 외

P208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 및 보완대책 중간성과 분석
-2013. 5. 27. 대책 및 2014. 5 보완대책을 중심으로-

김병률 외

P209

농업보조금 집행 실태와 정상화 방안 연구

박준기, 허주녕

P210

당근의 주산지 조직화를 통한 자율적 수급안정 방안

최병옥 외

P211

국내 할랄식품 시장 실태와 대응과제

황윤재 외

P212

기체결 FTA 이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평가 연구:
한·칠레, 한·EU, 한·미 FTA를 중심으로

한석호 외

P214

TPP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시사점

이상현 외

P215

농업부문 한·아세안 FTA 이행 실태와 시사점

지성태 외

P216

농자재 EPR 적용 실태와 정책과제

강창용, 서대석

P218

신기후체제에 대응한 저탄소농업 활성화 방안

정학균 외

P213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미래 비전과 지역발전 전략

이용선 외

P217

농촌 취약계층 생활실태 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송미령 외

P219

첨단온실 사업 정책자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서대석 외

P220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연차별 투융자 규모 산정 연구

우병준 외

P221

통일 후 북한지역 중단기 통합농정계획의 기본구상

김영훈

P222

The studies on promoting forest carbon sequestration to meet Paris climate
agreement targets

석현덕 외

P223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방안

박시현 외

P224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융복합 전략

김광선 외

농촌관광 융복합 16가지 이야기

오형은 외

P225

시설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김병률, 채상현

P226

주요 약용작물 규제 실태와 정책과제

김용렬 외

P227

가뭄으로 인한 농업피해액 계측 연구

채광석 외

P228

가축방역정책효과분석: 구제역 백신 정책을 중심으로

송우진, 서강철

P229

당류저감 정책 관련 논의동향과 과일산업의 대응과제

박미성 외

P230

채소류 수급안정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력방안

이용선 외

P231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 성과 평가와 향후 추진 방향

이대섭 외

P232

기업의 농업 진입 관련 쟁점과 과제

김병률 외

P233

농촌노인의 의료·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및 정책과제: 기능장애 노인을 중심으로

안 석외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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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34

AI 방역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지인배 외

P235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개선방안 연구

지성태 외

P236

주요국의 다원적 기능 관련 법·제도 분석 및 활용방안

유찬희 외

P237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영향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

이용선 외

P238

농업·농촌 가치 확산과 새로운 농정패러다임 구축

김병률 외

농정분야별 정책방향: 「농업·농촌 가치 확산과 새로운 농정패러다임 구축」자료집

김병률 외

P239

4차 산업 혁명 기술의 임업부문 적용 및 발전방향

석현덕 외

P240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 방향

김정섭 외

P241

건고추 산업 실태와 개선과제

김성우 외

P238-1

연구자료(D)
발행연도

1978

1979

1980

1981

1982

번호

서명(논문명)

책임자

D001-01

EC의 공동농업정책

D001-02

덴마크의 농업

D001-03

일본의 식량관리제도

김기성, 유남식

D001-04

정부양곡창고 조사

주용재, 김진수

D002

70연대의 농업과 농촌의 제변화

D003

전환기의 농정과제와 정책대안: 개원기념 세미나 결과

D004

일본농업의 기본문제와 기본대책

D005

유럽의 농업정책

D001-05

80연대 농수산식품의 도매물가 유지적정선 및 안정대책

이은우, 허신행

D001-06

80년 기준 농수산식품의 도매 및 소비자 물가지수 개편안

이은우, 허신행

D001-07

가축 사육예측 모형개발

이성규, 허신행

D001-08

농어촌 부업단지의 현황과 개선방향

윤장배

D00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데이타 베이스: 세계편

이부권 외

D007

데이타 베이스 사용 지침서

D008

ASEAN의 농업개황

D009

한국과 캐나다의 농산물 무역현황과 전망

D010

장서종합목록

D011

농촌중심권 개발의 이론과 지침

D012

농림수산물 무역 기본통계(1973~1980)

이백훈

D013

전환기의 서구농업과 협동농정의 실상 : 프랑스·서독·네델란드·덴마크의 시찰결과

김동희

D014

농업재정금융통계

곽병섭, 최세균

D015

농업보호정책: 선진제국을 중심으로

허신행

이백훈

491

자료집

발행연도

1982

1983

1984

1985

492

번호

서명(논문명)

D016

농가소득구조 개편을 위한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일본·대만·호주·뉴질랜드

D017

제18차 세계농업경제학회 참가보고서

D018-01

국회 농정관계 질의·답변 : ’82 정기국회 본회의 및 농수산위원회

D018-02

정책연구자료 : 농민이 바라는 농정

D018-03

국회 농정관계 질의·답변 : ’86 제 116 및 117회 국회농수산위원회

책임자
허신행

D019

국제농림수산통계년보 1982

김운근. 고재모

D020

복합영농의 현장: 농가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김재완 외

D021

농수산물 유통 해외조사 보고서: 일본·대만·필리핀·호주

허길행

D022

개발도상국간의 농촌개발협력과 농촌지도

D023

한국 농업의 오늘과 내일

D024-01

농지제도 개선 관계자료집 : 제1집(1958~59)

김성호. 전경식

D024-02

농지제도 개선 관계자료집 : 제2집(1961~65)

김성호. 전경식

D024-03

농지제도 개선 관계자료집 : 제3집(1967~68)

김성호. 전경식

D024-04

농지제도 개선 관계자료집 : 제4집(1969~71)

김성호. 전경식

D024-05

농지제도 개선 관계자료집 : 제5집(1971~78)

김성호. 전경식

D024-06

농지제도 개선 관계자료집 : 제6집(1978~82)

김성호. 전경식

D018-04

정책연구자료 : 1983 농정여론조사보고서

D018-05

정책연구자료 : 농민이 바라는 농정 1983년도

D018-06

국회 농정관계 질의·답변 : ’83 제118 및 119회 국회농수산위원회

D025-01

농지개혁사 편찬 자료 : 농지개혁사 편찬의 의의와 사업계획

D025-02

농지개혁사 편찬 자료 : 농지개혁 경과일지

D025-03

농지개혁사 편찬 자료 : 농지개혁 및 농지제도 관계 문헌

D025-04

농지개혁사 편찬 자료 : 농지개혁 및 농지제도 관계문헌목록(연도순)

D025-05

농지개혁사 편찬 자료 : 신한공사문서

D025-06

농지개혁사 편찬 자료 : 농지개혁과 지주제에 관한 사례연구

D026-01

농지개혁사 관계 자료집 : 제1집(법규 및 내규편)

김성호 외

D026-02

농지개혁사 관계 자료집 : 제2집(예규 통첩편)

김성호 외

D026-03

농지개혁사 관계 자료집 : 제3집(통계편)

김성호 외

D026-04

농지개혁사 관계 자료집 : 제4집(신한공사 보고서류편)

김성호 외

D027

미국 및 캐나다 농산물 유통 현지조사보고서

성배영, 김정기

D018-07

정책연구자료 : 농민이 바라는 농정 1984년도

D018-08

국회 농정관계 질의·답변 : ’84 제 120, 121, 122회 국회농수산위원회

D018-09

국회 농정관계 질의·답변 : ’84 제 123회 국회농수산위원회

D025-07

농지개혁사 편찬 자료 : 농지법안

D025-08

농지개혁사 편찬 자료 : 일제하 농민층분해와 지주제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발행연도

1985

번호
D025-09

농지개혁사 편찬 자료 : 한국토지제도사 관계문헌목록

D025-10

농지개혁사 편찬 자료 : 농지개혁시 피분배지주 및 일제하 대지주 명부

D028-02

제6차 5개년계획연구 : 농업부문총량지표분석과 정책방향의 선택

D028-03

제6차 5개년계획연구 : 농가소득문제의 전망과 대응전략

D028-04

제6차 5개년계획연구 : 농업부문 투자수요 전망과 투자방향

D028-1

제6차 5개년계획연구 : 한국 농업의 여건변화와 농정과제

D029

1986

서명(논문명)

한국농정일지

D030-01

농어촌지역종합개발 자료 : 한국사회의 산업화와 농촌발전의 구상

D030-02

농어촌지역종합개발 자료 : 농촌지역 종합개발과 정책과제

D018-10

정책연구자료 : 농민이 바라는 농정 1985년도

D025-11

농지개혁사 편찬 자료 : 농지개혁 진행일지: 충남 서산군 근흥면 사례

D026-05

농지개혁사 관계 자료집 : 제5집(신문기사편)

D030-03

농어촌지역종합개발 자료 : 농촌지역 종합개발방식과 정책방향

책임자

홍성종, 김 철

김성호 외

D031

일본의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D032

농업경제문헌검색어집

유광남, 박문석

D033

일본농업과 농정의 발전

이정환

D034

농업경제 학술잡지 기사색인

D035

농축수산물 수입제한 내용(’86하반기·’87상반기)

이재옥, 김동민

D036

농산물 수요모형 이용지침서(KREI-AIDS)

이정환 외

D037

Rural Industrialization and non-farm Activities of Asian farmers

최양부

D038

한국농촌조사의 총합적 연구

봉명근

D039

통계지표로 본 도시와 농촌의 사회경제변동에 관한 연구

박성현

D040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

D040-01

공주지역 종합개발계획 1987~1991

최양부 외

D040-02

강진지역 종합개발계획 1987~1991

최양부 외

D040-03

청송지역 종합개발계획 1987~1991

최양부 외

D040-04

3개 종합개발정책 실험지역의 개발계획 1987~1991

D040-05

파주지역 장기개발 방향

D040-06

영월지역 장기개발 방향

D040-07

옥천지역 장기개발 방향

D040-08

진안지역 장기개발 방향

D040-09

함양지역 장기개발 방향

D041-01

농정사 관계자료집 : 광복직후의 농업관계논설집: 1945.11~1947.6

김성호 외

D041-02

농정사 관계자료집 : 광복직후의 농업관계 논설집: 1947.7~1949.8

김성호 외

493

자료집

발행연도

1987

번호

국회 농정관계 질의·답변 : ’85 제 124-127회 국회농수산위원회

D018-11

정책연구자료 : 농민이 바라는 농정 1986년도

D018-12

정책연구자료 : 농민이 바라는 농정 1987년도

D026-06

농지개혁사 관계 자료집 : 제6집(신한공사 문서편)

김성호 외

D041-03

농정사 관계자료집 : 6.25동란 직후의 농업관계 논설집: 1949.8~1953.9

김성호 외

D041-04

농정사 관계자료집 : 전후 복구기의 농업관계 논설집: 1953.9~1955.10

김성호 외

D041-05

농정사 관계자료집 : 전후 조정기의 농업관계 논설집: 1955.11~1960.4

김성호 외

D041-06

농정사 관계자료집 : 미군정하 농업관계 정보보고서 문건: 1945.10~1948.12

김성호 외

D041-07

농정사 관계자료집 : 해방이후 분야별 농정일지: 1945.8~1986.12

김성호 외

D042

주요국의 농산물가격안정책과 화훼류통

김진석, 조명기

D043

21세기를 향한 한국농업의 역할과 발전지향

이정환

D044

집유제도 개선방향

허신행 외

D045-01

농지임대차 관행 총람: 경기도편

김성호 외

D045-02

농지임대차 관행 총람: 강원도편

김성호 외

D045-03

농지임대차 관행 총람: 충청북도편

김성호 외

D045-04

농지임대차 관행 총람: 충청남도편

김성호 외

D045-05

농지임대차 관행 총람: 전라북도편

김성호 외

D045-06

농지임대차 관행 총람: 전라남도편

김성호 외

D045-07

농지임대차 관행 총람: 경상북도편

김성호 외

D045-08

농지임대차 관행 총람: 경상남도편

김성호 외

D041-08

농정사 관계자료집 : 농림수산관계기구 침닭기능 신 및 기본통계

김성호 외

D041-09

농정사 관계자료집 : 건국후 40연간의 농림수산관련부문별 예산

김성호 외

D041-10

농정사 관계자료집 : 해방직후의 농업관계신문기사: 1945.11~1950.6

김성호 외

D041-11

농정사 관계자료집 : 6.25동란 직후의 농업관계신문기사: 1950.6~1955.6

김성호 외

농지임대차 관행 총람: 총괄편

김성호 외

D046-01

21세기를 향한 우리 농정의 과제와 진로: 전문가 초청 토론회 결과

D046-02

21세기를 향한 농업 부습텝발전목표와 과제: 전문가 의식조사 결과

D046-03

21세기 농정발전 구상을 위한 기초연구(Ⅰ)

D046-04

21세기 농정발전 구상을 위한 기초연구(Ⅱ)

D046-05

21세기 농정발전 구상을 위한 기초연구(Ⅲ)

D046-06

한국농업의 선택

이정환

D046-08

21세기를 향한 수산업 발전과 바다 이용전략

박성쾌 외

D047

494

책임자

D018-11

D045

1988

서명(논문명)

농정사관계자료

D047-01

농림수산통계조사

신 윤

D047-02

농림수산부 분야별 주요업무

김성호 외

D047-03

농림수산관계법령

김성호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발행연도

1988

번호
농림수산기구 및 조직

김성호 외

D047-05

농업기본통계

김성호 외

D047-06

농정사 편찬 협의회 내용

김성호 외

D048

한국의 농경과 재래농구의 전래(미발간 자료)

한성금

D049

Development of Food and Agricultural Statistics in Asia and Pacific Region
1965~1987

Heung Keon Oh

D050-01

농지보전관계자료집 : 간척농지 실태조사결과

김성호 외

D050-02

농지보전관계자료집 : 일본의 농업진흥지역제도

김성호 외

D050-03

농지보전관계자료집 : 일본의 농업진흥지역제도(Ⅱ):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의 책정요령

김성호 외

D050-04

농지보전관계자료집 : 대만의 비도시 토지리용제도

김성호, 김정호

D050-05

농지보전관계자료집 : 세계국의 토지리용계획

김성호, 최경환

D051-01

외국농지제도자료집 : 일본의 농지3법

김성호, 김정호

D051-02

외국농지제도자료집 : 대만의 농지관계법

김성호, 김정호

D051-03

외국농지제도자료집 : 프랑스의 농업기본법과 농업구조정책

김성호, 김정호

D051-04

외국농지제도자료집 : 프랑스 SAFER의 조직과 기능

김성호, 김정호

D051-05

외국농지제도자료집 : 서독의 농지법제

김성호, 김정호

D018-13

정책연구자료 : 농민이 바라는 농정 1988년도
21세기 농정자료시리즈(21세기 농정 종합보고서)

이정환 외

D046-07

21세기를 향한 임업발전과 산지 이용전략

이광원

D046-09

21세기를 향한 농산어촌 발전과 새전략

최양부 외

D046-10

산업화와 농업경제의 동태적 관계

박정근 외

D050-06

농지보전관계자료집 : 일본의 농지보전과 농업구조정책

김성호, 김태곤

D050-07

서독의 토지리용 조정과 농지정비제도

김성호, 김종숙

D018-14

정책연구자료 : 농민이 바라는 농정 1989년도

D052
1990

책임자

D047-04

D046

1989

서명(논문명)

D053-01

농어민의 날 제정방안: 농어민의 날 제정에 관한 공청회 결과보고서
UR 농산물협상자료 : UR 농산물협상의 추이와 전망

이재옥 외

D054

EC의 공동농업정책

김성호 외

D055

일본의 농업구조정책: 농지제도 운영실태

김정부

D056

소련의 농업 및 농산물 무역현황

김형모

D018-15

정책연구자료 : 농민이 바라는 농정 1990년도 : 현지통신원의 농정통신보고 요지

D053-02

UR 농산물협상자료 :
주요국가의 농업보호에 대한 우리나라 개방요청(Request) 기본방향과 내용

서종혁 외

D053-03

UR 농산물협상자료 : GATT / UR농업협상의 쟁점과 전망:
TNC(1990.7)회의부터 각료회의까지

최양부, 김한호

1991

D057

걸프전쟁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495

자료집

발행연도

1991

번호

전환기 양정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D059

쇠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 쇠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공청회 결과보고서

D060

21세기 일본농업의 전망

D061

축산 부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향

D062

농업문제에 관한 농어민단체 간담회: 발언 내용 요약

D063

농지 소유제도 개선방안

D064

농지소유 상한 완화와 농지의 종합적 활용대책

D065

농업재해보험제도 종합보고서: 통계조사사업결과 종합

최경환 외

D066

지방화시대에 대응한 농정체계 조정방향

이병기, 이정환

D067

92축산물 수급안정 및 축산사업 추진방향

D068

UR이후 효율적인 농업자금 지원체계 개선방안

김정호 외

D069

세계의 주요 국별 쌀생산 및 교역현황

이계임, 김명환

D070

일본의 신농정 방향

김정호

D071-01

대만의 농지관련제도

김정부 외

D071-02

일본의 농지관련 조세제도

김정부 외

D071-03

독일의 농지제도와 농장 상속제도

김정부 외

D071-04

영국의 농지관련제도

김정부 외

D071-05

일본의 토지기본법 관련제도

김정부 외

미국 캘리포니아의 쌀 산업

최정섭 외

D073-01

중국농업시리즈 : 중국의 경제개혁과 농업현황

고재모

D073-02

중국농업시리즈 : 한중 농림수산분야 협력방안

최양부 외

D074

1993

496

책임자

D058

D072
1992

서명(논문명)

김정호

미곡 수매방출제도의 발전방향

D075-01

농지관련자료집: 법규편

김성호, 김정부

D075-02

농지관련자료집: 공문서편

김성호, 김정부

D076-01

독일농업시리즈 : 구동독농업의 구조 개편

이영석 외

D076-02

독일농업시리즈 : 독일 통합과정의 농업지원정책

이영석, 홍성규

D076-03

독일농업시리즈 : 구동독 농가들을 위한 농업정보

전순자

D076-04

독일농업시리즈 :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 브란덴브르크주의 사례

D077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한일토론회 자료

D078

북한농업과 사회주의국가의 농업개혁

김영훈, 정지용

D079

사회주의 농업의 변모

정용복

D073-03

중국농업시리즈 : 중국 수산업 및 임업현황과 한중 협력방안

옥영수, 석현덕

D073-04

중국농업시리즈 : 중국 농촌경제체제의 변천과 농업교육

진형삼 외

D073-05

중국농업시리즈 : 중국 연변지역의 농림수산업과 농촌유통

진형삼 외

D073-06

중국농업시리즈 : 중국의 농업관련 주요 법규와 조례

진형삼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발행연도

1993

1994

1995

번호

서명(논문명)

책임자

D081

일본의 화우산업

D082

양정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이철현

D083

일본 신농정의 구조·경영정책

김정호 외

D084

농지제도 개선과 농지법 제정방향

김정부, 백선기

D085

한우산업의 지속적 발전방향

D08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방향

D086

UR타결과 농정의 대응방향

D088

UR 협상 타결과 수산업 대응 방향

D089

농업여건 변화와 농촌지역의 산업구조 개편방안

D090-01

북한의 농업 개황

김운근 외

D090-02

북한의 임업과 수산업 개황

김운근 외

D091

農地法 制定方向과 法案

D092

농정 전환에 따른 정책대상 범위의 조정

D093

농수산물 유통개혁 대책

D094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 백서

이재옥 외

D095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식물신품종보호제도

권태진, 이두순

D096

UR 이후 미국의 농산물 수출정책 전망

어명근

D097

UR 이후 EU의 농산물 수출보조정책 전망

최세균

D098

일본 농산물 국영무역제도의 현황

김동민

D099

국제교역되고 있는 채소종사 통제를 위한 OECD 제도

윤호섭

D100

과실·채소류 국제표준 적용을 위한 OECD 제도

윤호섭

D101

국제환경 및 자원보전협약의 추이와 전망

이재옥, 양승룡

D102

주요 농민운동단체의 형성과 전개과정

정명채 외

D103

간척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향

김정부, 김홍상

D104

농지개량조합 운영개선 방안

D105

농림수산계 교육개혁 방향

D106

농업부문 총량지표 전망모형 이용지침서

D107

농지법시행령안의 검토

D108

농어촌발전대책의 성과와 과제

D109

농림수산사업운영 및 평가제도

D110

국제사료곡물 가격동향과 전망

D111

양정의 여건변화와 정책방향

D112

International Agricultural Trade in the Pacific Rim Countries

D113

Agricultural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조재환 외

문팔룡 외

박동규, 김정호,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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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발행연도

1995

번호

1997

1998

1999

2000

498

책임자

D114

한말일제하 토지소유와 지세제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

박석두

D115

어촌지역의 관광사업 실태와 개발과제

민상기, 김정연

D116

農地法制定白書

김정부 외

D117

호주의 밀·쌀·쇠고기 산업

최정섭, 임종수

중국농업시리즈 : 중국 식량수급의 현황과 전망

고재모, 이일영

D073-07

1996

서명(논문명)

D118

농지개량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안 검토

D119

인삼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검토

D120

국제 곡물수급 동향과 대책

D121

쌀산업발전 종합대책 구상

이정환 외

D122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정 효과의 예비 평가

윤호섭

D123

쌀 산업정책의 평가와 과제

박동규 외

D124

미국의 양곡정책변화와 쌀 수급 전망

이재옥

D125

중국의 쌀 수급 현황과 특성

고재모

D126

동남아 주요 미곡 수출국 및 호주의 쌀수급 현황과 특성

박동규

D127

대외개방의 진전에 대비한 농업구조의 개선

강정일 외

D128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활동 지원시책에 관한 연구

김정호

D129

OECD 규제개혁 논의 - 농업 및 식품부문

윤호섭

D130

러시아 연해주지역의 농업투자 관련 법령과 제도

김정부

D131

OECD 농업위원회 논의 동향과 대응 방향

윤호섭

D132

일본·대만의 영농규모화사업 관련제도

김정부 외

D133

프랑스·독일의 영농규모화사업 관련제도

김정부 외

D134

농조·농조연·농진공 관련 통합신설조직의 기능과 역할

김정부 외

D135

농업·농촌의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D136

외국의 환경친화적 농촌정비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의 사례-

박시현, 송미령

D137

환경시대의 농촌정비 방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139

쇠고기 수입과 한우산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140

농림어업분야 규제개혁의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141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142

OECD 농업환경지표와 정책활용 방안

임송수 외

D143

북한의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 계획과 국제사회의 지원

김영훈

D144

중국 농업과 농정의 전개과정

정정길 외

D145

환경친화적 마을 가꾸기의 동향과 정책 제안

박시현, 송미령

D146

유럽의 환경친화적 농촌정비 -영국, 프랑스, 독일, EU의 경험-

박시현, 송미령

D147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 사례

박시현 외

D148

가축분뇨자원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유철호 외

D149

21세기 한·중 농업발전 : 21세기 한·중 농업발전에 관한 국제시미나 발표 논문집

김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발행연도

2001

2002

2003

번호

서명(논문명)

책임자

D150-01

일본의 과수공제 인수요강

최경환 외

D150-02

일본의 과수공제 손해평가요강

최경환 외

D150-03

일본의 과수공제 손해평가 현지조사요령

최경환 외

D151

21세기 농업·농촌 정비의 방향과 과제

김정호

D152

환경과 어메니티 그리고 농업·농촌 정비

김정호 외

D153

OECD 농업환경지표 개발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154

지역농업 보도 동향 - 2001년 상반기 -

김동원

D154-1

지역농업 보도 동향 - 2001년 하반기 -

김동원

D155

화해 협력시대의 농업부문 남북한 협력방향

김운근

D156

중국의 WTO 가입과 한·중 농업협력 : 제2회 한·중국제공동학술대회 논문집

정정길 외

D157

일본 농업의 기계화

강창용, 조가옥

D158

각국의 농업용수관리 및 농촌정비제도

김정부 외

D160

외국의 농업협동조합

박성재 외

D154-2

지역농업 보도 동향 - 2002년 상반기

김동원

D161-01

한국 농업·농촌 100년사 자료집 제1집; 근대 농업·농촌 연구문헌 목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161-02

한국 농업·농촌 100년사 자료집 제2집; 근대 농업·농촌 사료 목록과 해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161-03

한국 농업·농촌 100년사 자료집 제3집; 근대 농업·농촌 사진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161-04

한국 농업·농촌 100년사 자료집 제4집; 근대 농업·농촌 관련사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162

2001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김동원, 조태희

D163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이동필

D164

남북한 농업기술 협력의 성과와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165-01

환경농업 용어집

임송수, 김상현

D165-02

주요 OECD 회원국의 농업환경 정책수단

임송수, 김상현

D166

외국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167

WTO 체제하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무역 및 농정과제;
제3회 한·중 국제공동학술대회 논문집

정정길, 권오복

D168-01

중국의 사회·경제구조와 농업정책

서종혁 외

D168-02

중국의 농산물 수급과 생산구조

서종혁 외

D168-03

중국 농업의 국제화와 발전과제

서종혁 외

D154-3

2003년 상반기 농정 이슈와 여론 동향

김동원, 박혜진

D169

WTO/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1차 초안에 관한 평가와 협상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170

2002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김동원, 박혜진

D171

북한의 경제개혁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농업협력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172

외국의 농촌관광 정책

박시현 외

D173

일본의 농가식당 운영 현황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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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D174-01

한국 농업·농촌 100년사 농업통계연구1 : 농업통계 보정에 관한 기초 연구

황수철 외

D174-02

한국 농업·농촌 100년사 농업통계연구2 : 보정 농업통계표 : 1910~2001년

황수철 외

D175-01

한국 농업구조의 변화와 발전 : 한국 농업·농촌 100년사 논문집 제1집

허길행, 박석두

D175-02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와 발전 : 한국 농업·농촌 100년사 논문집 제2집

허길행, 박석두

D177

농촌지역 토지의 계획적 보전과 개발

송미령 외

D178

외국의 농촌계획 및 정비제도

송미령 외

D179

임업관측사업 : 2003년 사업결과와 2004년 추진계획

장철수 외

D181

중국농업연구 초록

정정길, 이현주

D182

농산물 산지저온저장시설의 이용 실태 분석

조명기, 조경출

D183

농업인 민간위탁 교육·훈련의 실태와 발전방안

박문호

D184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 동향과 전망

박대식, 박경철

D185

2003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김동원, 박혜진

D186

중국의 WTO가입과 한·중 농업협력

안종운, 구기보

D187

일본의 농업구조와 변화 전망

허주녕, 박기환

D188

미국 사과산업의 동향 및 전망

최지현

D189

개방화 시대 농업·농촌 문제의 해법 모색

김정호, 이병훈

D190

토지의 공익성과 농지제도의 새로운 방향

박석두 외

D191

미국의 오렌지·포도산업

이용선

D192

임업관측사업 : 2004년 사업결과와 2005년 추진계획

장철수 외

D193

뉴질랜드의 원예산업 동향과 전망

박현태,
Allen N. Rae

D194

환경친화적 농업자원관리를 위한 농업환경분석과 정책개발 :
워크숍 및 세미나 발표자료

김창길 외

D195

1990·1995·2000년 농업총조사로 본 시·군농업통계표

김정호 외

D196

2004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김동원, 박혜진

D197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김창길, 송주호

D198

농촌의 내발적 지역활성화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제1차 워크숍 자료

정기환 외

D199

미국의 대외 식량지원 프로그램

김영훈

D200

농업부문 사례분석을 통한 성공모형 도출

김영생 외

D201

뉴질랜드의 키위산업 동향과 전망

김연중,
Allan N. Rae

D202

임업관측사업 : 2005년 사업결과와 2006년 추진계획

장철수 외

D203

일본 생산자조직의 산지유통활동과 지방정부의 유통정책 연구

전창곤

D204

성공적인 농업 CEO의 경영전략

김영생

D205

2004년도 식품수급표

이계임, 김민정

D206

바이오 장기 생산 무균돼지 경제성 분석 (2차 연도) : 경제성 분석과 자체 과제
평가·관리·운영을 위한 기본구상 및 바이오 장기의 잠재 수요 분석

허 덕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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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D207

2005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김동원, 박혜진

D208

중국의 三農 문제 회고와 전망

우약봉

D209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설문조사 결과 자료집 :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정책대안 개발” 관련자료집 ①

송미령 외

D210

영국의 농촌 지역사회개발 정책 :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정책대안 개발” 관련자료집 ②

송미령 외

D211

귀농·귀촌 이야기 :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정책대안 개발” 관련자료집 ③

송미령 외

D213

중국 김치·당근의 생산·유통·수출 현황과 전망

김연중 외

D214

선진국 농업부문 바이오매스 이용활성화 정책과 시사 :
“농업분야 바이오매스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 자료집(Ⅰ)

강창용 외

D215

OECD 농업환경지표의 개발 및 평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과학기술원 공동워크숍 발표자료집

김창길, 김태영

D216

임업관측사업 : 2006년 사업결과와 2007년 추진계획

장철수 외

D217

미국 작물보험의 확대과정과 시사점

최경환

D218

농촌 지역혁신 사례

송미령 외

D220

바이오매스 용어집 : “농업분야 바이오매스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
자료집(Ⅱ)

강창용 외

D221

농업·농촌에 대한 2006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김동원, 박혜진

D222

한·미 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토론회 결과

김정호, 이용호

D223

농업전망대회 10년 : 1998 - 2007

권오복 외

D224

세계농정의 동향과 전망 : 정책토론회 결과 보고

김정호 외

D225

위성정보의 농업관측 활용 타당성 : 전문가세미나 결과

권오복, 김재환

D226

남북 농업교류협력 10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 결과

김영훈

D227

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 결과

박동규, 채상현

D228

선진국 농촌정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영국·프랑스·독일·일본

송미령, 박주영

D229

주요국의 농업부문 기후변화협약 대응 방안

김창길 외

D230

국제곡물가격 상승 영향과 대응 전략 : 심포지엄 결과 보고

김용택 외

D231

1990·1995·2000·2005년 농업총조사로 본 시·군농업통계표

김정호, 이용호

D232

임업관측사업 : 2007년 사업결과와 2008년 추진계획

장철수 외

D233-1

지식정보화 사회의 성숙과 IT산업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최영찬

D233-2

농업기술발전의 장기전망

박정근

D233-3

세계 곡물시장의 현황과 전망

이태호 외

D234-01

친환경농업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

박성재 외

D234-02

농식품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

박성재 외

D234-03

농촌개발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

박성재 외

D234-04

농산물유통정책의 문제와 선진화 과제

박성재 외

D234-05

농촌복지정책의 문제와 과제

박성재 외

501

자료집

발행연도

2007

번호

502

책임자

D234-06

농업리스크 관리정책의 문제와 과제

박성재 외

D234-07

농지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박성재 외

D234-08

농업기술개발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

박성재 외

D234-09

농가소득정책의 선진화 과제

박성재 외

D234-10

농업인력정책의 문제와 과제

박성재 외

D235

2007 농촌 정주수요 조사결과

송미령 외

D237

일본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가꾸기: 경관관리와 인구유지 활동을 중심으로

송미령, 김정섭

D238

주요국의 바이오에너지 개발 및 보급 동향 :
농업부문 바이오매스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

박현태 외

D239

쌀 관측의 벼 재배농가 표본 재설계

김태훈 외

D240

농업·농촌에 대한 200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김동원, 박혜진

D241

애그플레이션의 농식품부문 영향과 대응방향 : 정책토론회 결과 보고

김병률 외

D242

미국의 복지개혁과 농촌복지

박대식

D243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 정책토론회 결과 보고

이용선 외

D245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도전과 구상

송미령 외

D246

일본의 식품산업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247

쌀 관세화유예 3년의 평가와 향후 방향 : 토론회 자료집

박동규 외

D248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김동원, 박혜진

D249

임업관측사업 : 2008년 사업결과와 2009년 추진계획

장철수 외

D249-1

2008

서명(논문명)

대추재해보험도입을 위한 조사연구

장철수 외

D250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방안 : “농업부문 녹색성장 심포지엄” 자료집

김창길, 정학균

D251

Strategies to Comply with the Kyoto Protocol in Korean Agricultural Sector

김창길 외

D252

축산업 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253

농산물 시장의 변화와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254

과수 원예산업 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255

농정선진화를 위한 지방농업행정의 발전과제

정순관, 조선일

D256

농정선진화를 위한 지역개발분야의 발전과제

정철모

D257

농정선진화를 위한 지역농업의 발전과제

권용대, 홍승지

D258

네덜란드 농업정책의 변화와 미래과제

Piet Rijk 외

D259

미국 농정의 변화와 도전

Daniel A. Sumner,
정호근

D260

영국의 농정변화와 농정추진체계 조사 연구

D. Harvey,
정호근

D261

미국 농정의 주요이슈 및 정책결정 주체

Hyunok Lee,
정호근

D262

농산물 우수브랜드 육성방안

전창곤 외

D263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개선방안

최경환

D265

식품정책의 방향과 과제

이용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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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64

가치농정의 개념과 원예작물의 가치 창출 방안

박현태 외

D266

미국 캘리포니아 쌀 산업의 구조와 변화

최정섭,
Daniel A. Sumner

D267

지역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미국의 지역경제모형

박시현

D268

농식품분야 투자활성화 방안

김용택 외

D269

뉴질랜드의 농업과 농정개혁

김병률 외

D270

농업협동조합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조용원

D271

농업관측 매뉴얼 -품목별 생산·유통 현황-

김정호 외

D272

위성정보의 농업관측 활용방안

김배성, 송성환

D273

WTO와 OECD에서의 농업보조금 논의동향

송주호, 배종하

D274

미국 농협 이사회의 운영실태와 시사점

박준기

D275-1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방안 - 「KREI 기후변화대응포럼」 발표자료집 -

김창길, 정학균

D275-2

기후변화 대응 농업부문 녹색성장 전략

김창길 외

D276

농업관측 품목별 표본농가 재설계 연구

김정호 외

D277-1

시·도별 토지 수급 전망과 토지이용계획 평가

이양재 외

D277-2

간척농지의 임대방안 수립

전건영 외

D277-3

외국의 간척지 이용 사례

박석두 외

D278

외국의 농촌정책 동향과 시사점: 영국·독일·스페인·이탈리아·일본

송미령 외

D279

미국의 광역경제권과 생활권 :
한국의 광역경제권 및 농촌지역 생활권 구축에 대한 함의

이성우

D280

임업관측사업: 2009년 사업결과와 2010년 추진계획

장철수 외

D281

농업·농촌에 대한 2009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김동원, 박혜진

D282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 확보 방안(1/3차연도)
- 해외농업개발 전략의 기본방향 수립에 관한 연구 -

허 장외

D283

인공위성을 이용한 벼 재배면적 조사 시범연구

김배성 외

D284

일본의 곶감산업 동향

김경필, 석현덕

D285

국가 농어촌정책의 추진 방향과 과제

송미령 외

D286

전문가들이 보는 2050 농업·농촌의 미래

김정호 외

D287

쌀산업 발전을 위한 대 토론회

박동규 외

D288

오리산업 현황과 관측기법 연구

허 덕외

D289

천일염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재환, 최병옥

D290

농산버섯 산업 현황과 관측 기법 연구

신용광 외

D291

인공위성을 활용한 작황조사의 현황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292

국내외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과 진로

김창길 외

D293

외국의 국토관리 및 농지제도

김수석 외

D294

지역산업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김선배, 홍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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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95

중소기업육성정책의 농어촌산업분야 적용방안 :
중소기업지원제도, 소상공인지원제도, 테크노파크(TP)

전인우 외

D296

일본의 지역 활성화 관련 정책과 사례

이동필, 김광수

D297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발전방안 세미나 자료집

김창호, 권인혜

D298

사회적기업 관련 조사 기초분석

모세종, 채혜영

D299

지역자활센터의 중간지원조직 역할 연구

김정원

D300

유럽의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현황과 시사점

엄형식, 마상진

D301

국제농업협력사업 중장기 추진 방안

김용택 외

D302

농업인의 물 관리 참여와 수리권에 관한 의식 조사 :
「농촌용수 관리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자료집 제1집

박석두 외

D303

농업용수 수리권 관련 논문집 :
「농촌용수 관리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자료집 제2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304

일본의 농업수리시설 관리제도 :
「농촌용수 관리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자료집 제3집

박석두

D305

임업관측사업 2010년 사업결과와 2011년 추진계획

장철수 외

D306-1

임산물 해외시장조사 : 목재류

장철수 외

D306-2

임산물 해외시장조사 : 단기소득임산물

장철수 외

D307

농업·농촌에 대한 2010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김동원, 박혜진

D308

인공위성 활용한 농업관측 시험연구 -논벼 작황조사-

한석호 외

D309

일본 농산어촌 6차산업화 제도 안내

김용렬 외

D310

일본의 농상공 연대 제도 안내

김용렬 외

D311

왜 통합적 농어촌 지역개발인가 :2011 제1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자료집

송미령, 권인혜

D312

농어촌의 자원을 말한다 : 2011 제2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313

여건 변화에 따른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개혁 방향

최정섭 외

D314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감 수출 가능성

석현덕 외

D315

농어촌지역정책의 성과 진단과 새로운 도전 : 2011 제3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성주인, 권인혜

D316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확산을 위한 정책세미나 자료집

성주인 외

D317

농업부문의 녹색성장포럼 자료집

김창길, 정학균

D318-1

국내외 농식품부문 녹색성장 전략

김창길 외

D318-2

A Green Growth Strategy for Food and Agriculture :
Proceedings of the OECD-KREI Seminar

김창길 외

D319

유럽연합의 농업·농촌·식품정책 : 실태와 전망

최정섭

D320

농어촌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 2011 제4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성주인, 권인혜

D321

임업관측사업 : 2011년 사업결과와 2012년 추진계획

민경택 외

D322

미국의 작물수입보험 실태와 시사점

최경환

D324

농업·농촌에 대한 2011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김동원, 박혜진

D328

일본의 농어촌 토지 이용제도 사례 및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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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33

유럽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현황과 시사점 :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2/2차 연도)

엄형식, 마상진

D334

농촌 사회적기업 국제 세미나 자료집: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2/2차 연도)

김창호

D335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정책 과제와 발전 방안 워크숍 자료집

오내원, 김창호

D323

2011년도 농촌희망찾기 현장포럼 자료집

김용렬, 김예슬

D325

2011 농어촌서비스기준 통계 자료집

윤병석

D326

이스라엘 감 산업 동향

석현덕, 박소희

D327

귀농·귀촌 정책 추진 실태와 발전 방향 : 세미나 자료집

김정섭, 임지은

D327-2

귀농·귀촌 관련 정보제공 체계와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 : 세미나 자료집

김정섭, 임지은

D327-3

귀농인과 함께하는 이야기 한마당 :공개토론회 자료집

김정섭, 임지은

D327-4

귀농·귀촌과 농촌 주거환경 정책 : 세미나 자료집

김정섭, 임지은

D329

농어촌정책이 추구할 새로운 가치 : 제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성주인 외

D330

농업관측사업 평가와 발전방안 : 정책토론회 결과 보고

김병률 외

D332

농어촌 마을,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 제6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성주인 외

D336

농어촌정책, 현장에서 길을 묻다 : 제7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김정섭

D337

선진국 농가 소득 안정 직접지불제

김태곤

D338

농정 이슈 심층토론회: 농정,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이병훈 외

D339

농업부문 자조금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방안 : 토론회 자료집

박성재 외

D340

2012년 도시민 농촌관광 수요조사 결과

김용렬 외

D341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성과와 정책 수요 조사결과

김용렬, 민자혜

D343

임업관측사업 2012년 사업결과와 2013년 추진계획

장철수

D344

포괄보조사업 재편, 어떻게 해야 하나? : 제8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347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김동원 외

D-R664-1

산림기본계획 평가 및 개선과제

석현덕 외

D-R664-2

주요 임업국의 산림자원관리 전략: 일본·미국·독일·인도네시아

석현덕 외

D-R665-1

한국비료 정책의 변화

현해남

D-R665-2

비료의 최적 사용량 결정분석: 토양 상태에 따른 동태적 최적화 모델과 모형 정립

위용석

D-R665-3

일본의 주요 농자재 정책

신용광

D-R667-1

외식부문별 소비구조 분석

박재홍, 장재봉

D-R667-2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업과 외식산업의 연계 방안 세미나 자료집

최지현 외

D-R669-1

2012년 농어촌 정주 의식 조사 보고서

성주인, 남기천

D-R669-2

해외 농어촌 정주공간 관련 정책 동향과 시사점

성주인 외

D-R678-1

축산물 시장의 가격전달채널 분석 및 가격안정화 방안 : 육계 및 계란시장을
중심으로

박문수 외

D-R678-2

육계/계란 비교정태분석 모형 개발과 정책 효과 시뮬레이션

전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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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681-1

원예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전문가워크숍 결과자료집

이용선 외

D-R681-2

원예 관련 통계 및 소비자 조사 결과 자료집

이용선 외

D-R682-1

“여성농업인 경제·사회적 역할의 현황과 전망”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정은미, 민자혜

D-R682-2

프랑스 여성농업인의 현황과 전망

정은미 외

D-R682-3

이탈리아 여성농업인의 현황과 전망

정은미 외

D-R682-4

일본 여성농업인의 현황과 전망

정은미 외

D-R685-1

농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사업의 평가

이한성 외

D-R685-2

농협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김기태 외

D-R685-3

FTA 시대 지역농업 활성화 과제와 전망 : 국제심포지엄(2012. 2. 16)

김태곤 외

D346

2012년 「농산어촌 활력가꾸기 포럼」 현장 토크 자료집

김용렬, 남기천

D348

독일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용시스템과 시사점

김수석

D349

농촌의 일자리 창출 사례 78선

송미령, 민자혜

D350

새 시대의 희망 슬로건, 행복한 농어촌 만들기 : 제9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송미령 외

D352

농가소득 안정정책

김윤종

D353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1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례

송미령 외

D354

농촌 활성화 컨퍼런스: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성주인

D355

중국의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 분석 : 쌀, 콩, 축산, 화훼류

전창곤 외

D356

중국의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 분석 : 과일류, 채소류, 과채류

전창곤 외

D357

우리나라 농약 정책의 변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358

한국 농기계 정책의 변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359

미국 농업부문 조직 형태 선택과 시사점

김태훈

D360

농자재산업의 산업연관효과 동태적 추이 분석

진현정 외

D361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농촌 활성화 : 제11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성주인 외

D362

동남아 3개국 농기계 수출 환경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363

한국 농식품의 미국 중서부지역 수출 확대방안

김경필

D364

임업관측사업 2013년 사업결과와 2014년 추진계획

석현덕 외

D365

농업·농촌 에너지 수급 및 투입구조 분석

김연중

D366

농촌 공간 재편에 대응한 전략 모색 : 제12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성주인 외

D367

한권으로 보는 중국 농업 : 중국농업자료집

정민국 외

D368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김동원, 박혜진

D370

기후변화 영향분석 및 영향 평가 모델 구축 자료집

김창길

D374

통계로 살펴보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송미령, 노승철

D-R688-1

영국의 임업과 지역 산림관리체계

석현덕 외

D-R688-2

주요 임업국의 산림자원관리 전략: 캐나다·영국·핀란드·호주

석현덕 외

D-R693-1

주요 식품산업 정책 평가

박재홍, 강혜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발행연도

2013

2014

번호

서명(논문명)

책임자

D-R693-2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식품정책의 효율적 추진방향 세미나 자료집

최지현 외

D-R694-1

해외 농어촌 정주공간 관련 정책 동향과 시사점Ⅱ

성주인 외

D-R694-2

2013년 농촌 주민의 생활권 및 커뮤니티 활동 실태

성주인 외

D-R695-1

농업·농촌 에너지 수급 및 투입구조 분석

김연중 외

D-R701-1

축산식품의 소비구조 및 교역환경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박문수, 고대양

D-R701-2

낙농 부문 정책 시물레이션 모형 개발과 후생 효과 분석

전상곤 외

D-R701-3

낙농자조금의 수급조절 효과 및 오리산업의 계열화 효과 분석

정찬진

D-R705-1

여성농업인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과 정책 과제 : 국제세미나 자료집

정은미, 김우태

D-R705-2

여성농업인 사회자본 확충 방안 연구

최유진 외

D-R708-1

친환경농업정책의 효과평가를 위한 계량모형개발

김창길 외

D-R708-2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성 평가

김창길 외

D-R712-1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연구

김재현 외

D-R712-2

농촌지역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와 전달체계-강원도 횡성군 사례를 중심으로

이병오 외

D369

미국의 농업교육 변화 동향과 시사점

마상진

D371

농업기계 수요추정

김석현, 조가옥

D372

중국의 인삼산업 현황과 육성 정책-중국 동북3성 지역 중심

박기환 외

D373

주요 시설원예 작물의 냉난방 및 보온형태별 경영실태 분석(1차연도)

김연중 외

D375

일본 및 중국의 차(茶) 산업 동향과 시사점

박기환 외

D376-1

국내 와인산업 현황과 경쟁력 제고 방안

정석태

D376-2

시화호 대송지구 생태관광 잠재력 평가 및 개발방향 설정

강미희

D377

화훼·인삼·녹차의 소비행태 조사

박기환, 허성윤

D378

무기질비료산업의 발전 및 연구개발(R&D)방안 토론회

강창용 외

D379

세계의 선진 조경수 기업양묘장을 찾아서

석현덕 외

D380

일본의 국민참가형 산림관리 사례와 시사점

장철수

D381

양봉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재환

D382

부산물비료산업의 발전 및 적정관리제도 토론회

강창용 외

D383

농기계산업의 발전 및 수출확대방안 토론회 자료집

강창용 외

D384

가축분뇨 액비 생산 시설 우수사례

허덕 김 외

D385

신기술 수용농가의 기술도입 요인과 효과

김연중 외

D387

Enhancing Smallholder Dairy Farmers’ Marketing Opportunities in Uganda

Edward
Ssekawojwa,
송주호

D388

Sustainable and Effective Farmland Use in Viet Nam Case Study in the Red
River Delta and Practical Experiences from Korea

Vu Thuc Linh,
김홍상

D391

FTA이행지원센터와 함께한 현장소통 결과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와 함께한 현장소통 결과보고서: 교육자료 포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391-1

507

자료집

발행연도

2015

508

번호

서명(논문명)

책임자

D386

KREI 미래농정포럼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389

임업관측사업 : 2014년 사업결과와 2015년 추진계획

석현덕 외

D390

2014 지역발전지수(RDI)를 통해서 본 농어촌 삶의 질 실태

심재헌 외

D392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1차연도(2014)

마상진 외

D393

외국의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

박대식 외

D394

농업·농촌에 대한 2014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김동원, 박혜진

D-M130-1

외국의 지역기반 산림관리 사례 : 일본·부탄·네팔·필리핀·스웨덴

민경택 외

D-M130-2

도시림 관리에 대한 도시민의 참여 의사 조사

민경택, 구자춘

D-M130-3

지역임업 국제세미나: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험 공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M131-1

「한국형 ODA 모델」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심화 연구- 농산물 가공

허 장, 조한슬

D-M131-2

「한국형 ODA 모델」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심화 연구농업기술 개발 및 현장지도 지원시스템

허 장, 정승은

D-M131-3

「한국형 ODA 모델」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심화 연구- 농업생산기반

이남호

D-M131-4

「한국형 ODA 모델」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심화 연구- 농촌종합개발

허 장

D-M131-5

「한국형 ODA 모델」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심화 연구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이성희, 조경래

D-R719-1

주요국 농업위험관리제도와 시사점 토론회 자료집

박준기, 전지연

D-R719-2

직불제의 성과평가와 시사점

김관수 외

D-R720-1

비료관리법 검토

강창용 외

D-R721-1

농산물의 산지 및 도매단계 SCM 기반 구축 방안

전창곤 외

D-R721-2

해외 농산물 수급관리 실태 조사 분석

전창곤 외

D-R723-1

농식품 R&D 성과 요인 분석과 시사점

권오상 외

D-R723-2

국내외 R&D 추진체계와 지역농식품산업육성사업 R&D 현황

조일구 외

D-R724-1

국내 중소기업지원 정책금융 현황

김정렬

D-R724-2

농업정책금융 해외사례

강동규, 오현석

D-R728-1

축산식품의 소비구조 및 교역환경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박문수, 고대영

D-R728-2

육가공품과 유가공품의 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시나리오 효과 분석

전상곤

D-R728-3

육가공 및 유가공산업의 산업구조 분석

정찬진

D-R728-S

물가안정을 위한 축산물과 축산식품 유통체계 구축 연구 1-4년차 연구결과 비교

허 덕외

D-R730-1

일본의 주거정책 및 마을 활성화 사례

김두환 외

D-R732-1

우리나라 토양양분 관리정책의 평가

김창길, 정학균

D-R732-2

주요국의 지속가능농업정책

김창길 외

D-R739-1

농식품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방안

서진교 외

D-R739-2

농산물 수출현황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R739-3

FTA 체결국의 농산물 HS 코드 및 관세감축일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R740-1

일본의 농업·농촌 재생가능 에너지 정책

박시현, 김두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발행연도

번호
D-R740-2

2015

서명(논문명)

책임자

주요국의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과 시사점

김배성, 김연중

D395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협업과 현장 공감으로 행복한 농어촌 구현

성주인 외

D396

2015 한국농촌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귀농·귀촌과 지역사회·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박대식 외

D397

Research Reports of 2015 KAPEX Visiting Program

Jean Claude
Rukundo 외

D398

임업관측사업 -2015년 사업결과와 2016년 추진계획-

석현덕 외

D399

제14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우리 농어촌에 놓인 도전과 기회, 미래 선택은?

성주인 외

D400

제1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우리가 공유할 농촌개발의 어젠다는?

성주인 외

D401

농업경영체의 영농활용기술 도입요인 및 경영성과 분석(2/3차 연도)

김연중 외

D402

KREI 미래농정포럼 20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403

귀농·귀촌 관련 국내외 성공사례: 지역개발과 6차산업화 중심

박대식 외

D404

귀농·귀촌인의 사회경제적 역할

박대식 외

D405

귀농·귀촌인의 정책실태 장기추적조사: 2차 연도(2015)

마상진 외

D406

귀농·귀촌인 마을 사례조사: 1차연도(2015)

마상진 외

D407

FTA이행지원센터와 함께 한 현장소통 결과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남경수

D408

2015 희망농업포럼 결과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남경수

D409

현장의 협업과 주민 참여에서 찾는 농촌 삶의 질 향상의 해법:
삶의 질 3기 계획 1년 차 성과 그리고 남은 4년의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410

품목별 기술추세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411

농업·농촌에 대한 2015년도 국민의식조사

김동원, 박혜진

D412

뉴질랜드 원예산업 구조 –키위·사과 -

국승용

D413

귀농·귀촌 정책 연구 포럼 제1차 토론회 자료집
-귀농·귀촌 정책 및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향

김정섭, 오정훈

D414

귀농·귀촌 정책 연구 포럼 제2차 토론회 자료집
-지방자치단체 귀농·귀촌 정책과 거버넌스

김정섭, 오정훈

D415

제16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중장기 농촌 지역개발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다(1)
- ‘농촌성(Rurality)’에 바탕을 둔 맞춤형 지역개발의 모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416

귀농·귀촌 정책 연구 포럼 제3차 토론회 자료집
-귀농귀촌에서 젠더 이슈와 귀농인의 지역사회 참여

김정섭, 오정훈

D417

귀농·귀촌 정책 연구 포럼 제4차 토론회 자료집
-농업인력 육성 및 농촌발전 정책과 귀농·귀촌

김정섭, 오정훈

D418

제17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중장기 농촌 지역개발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다(2)
- 미래 농촌 정주공간의 진단과 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419

중앙 및 지역의 귀농·귀촌 지원기관 운영

김정섭, 오정훈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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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발행연도

2016

2017

번호

서명(논문명)

책임자

D420

제18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중장기 농촌 지역개발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다(3)
- 농촌에서 싹트는 지역발전의 새 희망과 동력

D421

제19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중장기 농촌 지역개발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다(4)
- 변화하는 농촌, 중앙과 지방이 함께 준비하는 미래

D422

사전 농어촌영향평가제도' 운영 및 추진방안 제안

심재헌 외

D423

2016년 농촌산업 활성화 현장포럼 현장 토크 자료집

김용렬, 강희령

D424

귀농·귀촌인 마을 사례조사: 2차 연도

마상진

D425

귀업·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 3차 연도(2016)

마상진 외

D426

농업·농촌에 대한 2016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김동원, 박혜진

D427

주요국의 유기농업 육성정책

김창길 외

D437

KREI 미래농정포럼 20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441

기후스마트농업의 기회와 과제

임영아 외

D428

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가치평가

정학균

D429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제3차 삶의 질 계획 부문별 성과·한계 및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430

FTA이행지원센터와 함께 한 현장소통 결과보고서

한석호, 채상현

D431

사회적 경제 부문에 있어서 국내외의 귀농·귀촌 성공사례 조사 분석

박대식 외

D432

귀농·귀촌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박대식 외

D433

2016년 임업관측사업

석현덕

D434

희망농업포럼

김병률, 남경수

D435

농축산물 품목분류 및 HS 코드 도감: 모니터링 품목

정민국 외

D436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동향 조사·분석 매뉴얼

정민국

D438

FTA 국내보완대책 전문가 평가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지성태 외

D439

2017년도 농어촌복지포럼 하계 학술세미나: 귀농·귀촌과 농촌복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440

2017년 상반기 FTA 이행상황 점검> FTA 국내보완대책 수혜자 조사 결과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442

제20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조성을 위한 지역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정희라

기타연구보고(M)
발행연도

번호

1979

M001

보리의 생산과 소비대책

주용재

1981

M002

80연대 농정의 기본구상

반성환 외

M003

식량절약 및 식생활개선시책 발전방안

주용재 외

M004

80연대 농정의 기본방향

성배영 외

M005

산지의 합리적 개발방향

이광원

M006

주요 농산물 수급 및 가격예측

전창곤

M007

장기식량수급에 관한 연구

주용재 외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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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논문명)

책임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발행연도

번호

1983

M008

농정시책 침투에 있어서 동성부락과 각성부락의 호응도차에 관한 조사

김한구, 민상기

M009

정부관리양곡 보관료 및 포장임조사

주용재 외

M010

서울시 미곡류통 개선방안

주용재 외

M011

농어촌의 경제적 사회적 변동에 관한 기초조사

윤여덕, 주동완

M012-01

이스라엘의 종합농촌개발 정책모형

김세열, 박용남

M012-02

일본의 국토종합개발정과 농촌지역개발

남영우

M012-03

독일의 농촌개발정책

송인성

M012-04

영국의 지역개발계획과 농촌개발정책

하성규

M012-05

영국 프랑스 독일의 농촌지역 개발정책비교

정기환, 이영대

M013

2000년을 향한 국가장기발전 구상: 농업부문

허신행 외

M014

1984

1985

1986

1987

1988

서명(논문명)

책임자

한국농기구고

김광언

M015-01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 : 조사연구설계

최양부, 오내원

M015-02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 : 기준연도 조사결과

오내원 외

M016

한국농업정보 시스템의 발전에 관한 기초연구

김병호, 서보환

M017

정부관리양곡 가공임 및 포장임 조사연구

명광식 외

M018

농가경제의 실증적 조사연구

이두순 외

M019

농촌지역 경제구조 분석을 위한 모형개발 연구

김학은

M019-01

농촌지역 경제구조에 관한 실증적 조사연구: 충남 공주군을 중심으로

김학은

M012-06

프랑스의 국토종합개발과 농촌지역개발

최운식

M015-03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 : 조사자료보관 및 이용해설

오내원

M015-04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 : 1986년도 조사결과

오내원 외

M015-05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 : 농가경제의 동태적 변화분석
농지소유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양부, 오내원

M015-06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 : 마을 사회집단의 조직과 변천

정기환 외

M015-07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 : 농촌마을의 공간구조

최양부, 이노동

M015-08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 : 1987년도 조사결과

민상기 외

M020

상업농시대의 농촌지도사업

이영석

M022

농지임대차관리법 백서

김성호 외

M015-09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 : 농촌마을의 공간구조; 도시
근교마을 산간마을

정기환, 이노동

M015-21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 : 1998년도 특별분석결과

오내원 외

M024-01

지역농업 진흥을 위한 농지 보전방안: 충남지역 사례

구천서, 송성범

M024-02

지역농업 진흥을 위한 농지 보전방안: 전북지역 사례

임완순 외

M024-03

지역농업 진흥을 위한 농지 보전방안: 경남지역 사례

김후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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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발행연도

1989

1991

1992

1993
1994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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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명(논문명)

책임자

M015-10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 : 농촌 주민의 의식 가치관

허 장외

M015-11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 : 근교마을의 사회경제구조:
대전시 기성동

정기환 외

M015-12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 : 평야마을의 사회경제구조:
논산군 채운면

오내원 외

M015-13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 : 중간마을의 사회경제구조:
부여군 초촌면

오내원 외

M015-14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 : 산간마을의 사회경제구조:
금산군 남이면

정기환 외

M015-15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 : 1989년도 조사결과

정기환, 오내원

M015-16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 : 제10년차 조사결과 종합보고

정명채 외

M021

농지개혁사 연구

김성호 외

M023

21세기를 향한 농림수산업의 갈등과 새 도전 (21세기 농정자료 종합보고서)

최양부 외

M025

수복지구의 남북한 농지개혁에 관한 연구

김운근 외

M026

농지 보전과 농촌지역 토지 이용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김정호 외

M027-01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제도 정립방향

김성호 외

M027-02

촌락 및 농가실태 조사결과

김성호 외

M027-03

간척지 이용 분배 및 한계농지 활용방안 연구

권택진

M027-04

농지 소유제도 조정에 따른 농가 사례 연구

장상환

M028-01

농지가격과 소유 및 이용구조에 관한 연구

김정부 외

M028-02

가족농의 경영분석과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김정호 외

M028-03

촌락사회의 구조 변동에 관한 연구

김성호 외

M028-04

농촌도시지역의 토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사례조사 연구

이용만, 박형권

M028-05

농업의 법인 경영분석과 발전전략에 관한 사례조사 연구

김병택 외

M028-06

평야지대의 농업 경영조사 연구

이동호, 장재우

M029-01

농촌사회 발전과 농지제도 연구: 경자유전의 원칙과 경제성장의 가능성 검토

김성호

M029-02

농지 관련 법령 정비 연구

김정부 외

M030

한말 일제시기 촌락의 사회조직과 농민생활

김인걸 외

M031

통합 대비 농림수산부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북한의 농림수산업

김운근 외

M032

사회주의 국가의 농업 개혁: 러시아 중국 및 동독의 사례

정기환 외

M033

북한의 농업지대 구분과 농산물 생산

김문헌 외

M034

두 부문 모형에 의한 농업구조 변화와 전망

이정환

M036

UR 협상 타결과 수산업 대응방안

이용숙

M037

북한의 곡물 생산량 추정 : 1993년 작황을 중심으로

김운근

M035

통합대비 식량수급 및 북한농지 처리방안 연구

김운근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발행연도

1996

번호

서명(논문명)

책임자

M015-17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 : 근교마을의 사회경제 변화

정명채 외

M015-18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 : 평야마을의 사회경제 변화

정명채 외

M015-19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 : 중간마을의 사회경제 변화

정명채 외

M015-20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 : 산간마을의 사회경제 변화

정명채 외

M038

21세기 농업·농촌의 좌표와 정책과제

강정일, 오세익

1997

M039

98 농업전망 연구

이정환 외

1998

M040

경제위기를 넘어 21세기를 향하는 한국 농업과 농정 비전 전략 시책

이정환 외

1999

M043

농업전망시뮬레이션모형

김경덕 외

2000

M044

주요 채소·과일의 수급함수 추정

김명환 외

M047

농업전망 2001

이정환

M049

시계열 모델을 이용한 쇠고기 가격 전망 모델 개발

권오복

M050

농업전망 2002

이두순

M051

물관리 자동화사업의 경제성 분석

김은순, 김용택

M052

과일·과채·채소·축산수급 및 반응함수 추정

김경덕 외

M053

농업전망 2003

최정섭

M057

농어촌특별세와 농업재정

김준영

M054

농업전망 2004

오세익

M055

농업관측 품목별 표본농가 재설계 연구

김연중 외

M056

The Korean and Australian Beef Markets and Prospects for Trade

정민국

M059

동북아농정포럼 TFT의 활동보고서

어명근 외

M061

PDA를 활용한 산지정보수집체계 개선사업

김병률 외

M062

농업관측 지원정보 시스템(DB) 개선

김병률 외

M063

금강산관광지구와 연계한 남북한 농업협력 활성화 방안 :
고성남새온실농장 협력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강정일 외

M060

농업전망 2005

오세익 외

M064

Comparison of production costs and world market adjustments to changes in
trade policy for japonica

Hyunok Lee 외

M065

Quarterly livestock model

정민국 외

M066

북한의 축산 현황과 남북한 축산협력 방향

김형화 외

M067

사과 생산관측 개선방안 연구

김경필, 이원진

M068

2005 농업관측정보시스템 통합 및 효율화 연구

이용선 외

M069

Agriculture in Korea

김용택

M070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ASMO 종합점검 및 발전방향 설정

김배성 외

M071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ASMO 2005 운용·개발 연구

김배성, 이용호

M072

세계농업 전망모형 Aglink 2005 운용·개발연구

김배성 외

M073

2005 동북아농정연구포럼 활동보고서

어명근

2001

2002

2003

2004

2005

513

자료집

발행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514

번호

서명(논문명)

책임자

M074

농업전망 2006

김명환

M075

Analysis of Korean Dairy Industry : Econometric Estimations of Supply and
Demand and Simulation Ana

안병일 외

M076

농산물 물류정보 수집체계 연구

이용선 외

M077-1

한국의 정기시장 : 5일시장의 구조와 기능

김성훈

M078

동북아농정연구포럼 2006 활동보고서

어명근 외

M079

세계농업 전망모형 Aglink 2006 운용·개발연구 :
브라질 대두 생산이 국내 및 세계 대두시장에 미치는 파급영향

김배성 외

M080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ASMO 2006 보완 및 운용에 관한 연구

김명환 외

M081

농업전망 2007

김명환

M082

통계로 본 한국농업의 국제비교 연구

김태훈 외

M083

주요 채소류의 월별 수입수요함수 추정

박기환 외

M084

동북아농정연구포럼 2007 활동보고서

어명근 외

M085

농산물RFID물류유통정보시스템 구축기본방향

권오복, 김재환

M086

위성정보의 농업관측 활용 타당성

권오복, 김재환

M087

세계농업 전망모형 Aglink 2007 운용·개발연구

조영수 외

M089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ASMO 2007 운용·개발 연구

김명환

M090

통계로 본 한국농업의 국제비교 연구

김연중 외

M091

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and Livestock Quarterly Model

Brown S. 외

M092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ASMO 2008 운용·개발 연구

조영수 외

M093

세계농업 전망모형 Aglink 2008 운용·개발연구

조영수, 이용호

M094

제12회 세계농촌사회학대회 개최 결과 보고서

정기환 외

M095

백합 해외시장의 동향과 수출확대 전략

강창용 외

M096

농어촌 경관관리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성주인, 박주영

M097

통계로 본 한국농업의 국제비교 연구

김배성, 장도환

M098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2009 활동보고서

박기환 외

M099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09 운용·개발 연구

조영수 외

M100

세계농업 전망모형 AGLINK-COSIMO 2009 운용·개발 연구

조영수, 반현정

M101

농약 표시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권오복 외

M102

중기선행관측 기본모형 개발연구

한석호 외

M103

중기선행관측을 위한 농축산물 작형별 수급모형 및 예측평가시스템 개발 연구

김배성, 박미성

M104

중기선행관측을 위한 농축산물 작형별 조기예보지수 개발 연구

김배성, 박미성

M105

통계로 본 한국농업의 국제비교 연구

김경필

M106

농어촌 고용실태와 인력정책 방향

김병률 외

M107

농어촌 거점도시(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방안과 과제

송미령

M108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2010 활동보고서

김태훈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발행연도
2010

2011

2012

번호

2014

2015

책임자

M109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0 운용·개발 연구

한석호 외

M110

세계농업 전망모형 AGLINK-COSIMO 2010 운용·개발연구

한석호 외

M111

중점협력국 농업분야 현황 기초조사 : 6개국을 대상으로

허 장외

M112

고추·마늘 거래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병옥, 김연중

M113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1 운용·개발 연구

한석호 외

M114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한재환 외

M115

농업관측사업의 평가

김관수

M116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2 운용·개발 연구

김명환 외

M117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장도환 외

M118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2012 활동보고서

전형진

M119

소비자·생산자 상생의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전창곤 외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심민희 외

M121

‘산촌 사회경제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민경택 외

M122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3 운용·개발 연구

김명환 외

M123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2013 활동보고서

이명기 외

M125

배추·무 예측모형 고도화 방안

박지연, 박영구

M135

농가소득의 중장기 실태분석

오내원 외

M120-2014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김진년 외

M124

한육우 단기관측모형 개발 연구

조재성

M126

한중일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방안

김용렬

M127

농업은 미래성장산업이다

박준기 외

M128

국제곡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김종진 외

M129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2014 활동보고서

문한필 외

M130

지역임업 및 지역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1/2차연도)

민경택 외

M131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심화 연구

허 장외

M133

노령 농업인의 기초연금 수급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박대식, 최용욱

M132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4 운용 개발 연구

박지연, 김태우

M134

KREI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조미형 외

M136

15년 상반기 농식품 분야 주요 정책 수요자 만족도 조사연구

김미복 외

M137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5 운용·개발 연구

한석호 외

M138

M120-2013

2013

서명(논문명)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공급망관리(SCM) 시스템 구축 방안(2/2차연도)

전창곤 외

M138-1

노지채소류 산지출하조직의 출하물량 조절 시스템 구축 방안

전창곤 외

M138-2

노지채소류 주산지 산지농협과 도매시장 간 농산물 SCM 시스템 기반 구축 방안

전창곤 외

M139

국제곡물시장분석과 해외곡물시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성명환 외

M143

농업용수의 공급·수요 특성과 정책과제

임영아, 김홍상

M144

2015년 하반기 농식품 분야 주요 정책 수요자 만족도·인지도 조사연구

김미복 외

515

자료집

발행연도

2016

2017

번호

서명(논문명)

책임자

M140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박한울, 박지원

M141

스마트 팜 실태 및 성공요인 분석

김연중 외

M142

농촌지역 오염원 실태 조사 연구

강창용, 최진용

M145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6 운용·개발 연구

서홍석, 김충현

M146

명절 과일 수요 및 가격 분석

성명환 외

M148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2016 활동보고서

문한필 외

M147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박동규 외

M149

농업인의 납세실태와 정책과제

임소영

M150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연구

이대섭 외

워킹페이퍼(W)
발행연도

파일명

1994

W001

농업생산구조 전환의 조건과 전망

이정환

1995

W002

농지가격, 임대차료 결정요인과 상호연관성 분석

이정환

1996

W003

쌀의 단수변동과 결정요인 분석

김정호

1998

W004

The Korean model of Rural Saemaul Undong Its Structue Strategy and Performance

최양부

W006

한중 무역마찰의 배경과 경과 분석

이재옥

W007

한국의 산림유기자원과 산업화 방안

석현덕

W008

WTO제체하의 통상마찰의 선격과 대응 방향

서종혁

W009

과일가격 하락의 원인과 대응방향

이용선

W010

WTO/DDA 농업협상 시장접근분야 세부협상원칙(Modality) 수립에 관한 논의 동향과 과제

서진교

W011

Agricultural R&D Policy in Korea

최정섭

W012

직접지불제의 파급영향 분석

김배성

W013

소형분화의 일본시장 동향과 시사점

박현태

W014

A Study on the Social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friendly Farmers

허장

W015

농업기술개발투자의 성과분석

김용택

W016

농지은행 기능 및 농지신탁제도에 관한 연구

김홍상

W017

농촌지역 인구이동：실태·요인·전망

김경덕

W018

OECD 세계농업전망모형(Aglink 2003) 도입ㆍ운용 및 분석체계 개발 연구

김배성

W019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ASMO 2003 개발 연구

김배성

W020

농가유형별 생산기술효율 및 환경성과 비교분석

김은순

W021

DDA 및 쌀 재협상과 쌀 수매·소득정책의 선택

김명환

W022

The Road Ahead for Korean Agriculture

이정환

W023

외국 농민단체의 농정참여제도 연구

김수석

2000

2002

2003

2004

516

서명(논문명)

책임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발행연도

파일명

2004
2005

2006

2008
2009

2010

2014

2015

2016

서명(논문명)

책임자

W024

세계농업 전망모형 Aglink 2004 운용·개발 연구

김배성

W025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ASMO 2004 운용·개발연구

조성열

W026

농산업 수직통합의 유형별 비교분석

정호근

W027

농업관측 품목모형 KREI-COMO 2005 개발·운용

이용선

W028

배추 계절별 수급모형 개발

김연중

W029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가유형 구분 연구

김수석

W030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가유형별 소득변동 분석

강혜정

W031

OECD 정책평가모형 운영을 위한 기초연구

성명환

W032

친환경농산물의 거래 특성

정은미

W033

자포니카 쌀 국제 수급모형 구축 및 전망

이대섭

W034

목재 펠릿의 이용 활성화 방안

석현덕

W035

농촌개발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 방안

김정섭

W036

쌀 가격 예측 모형 개발

한석호

W037

농촌·농가인구모형 개발연구

한석호

W038

글로벌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미국의 지원 전략과 시사점

이대섭

W039

외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엄진영

W040

농식품분야규제비용산출방안연구

황의식

W041

해외직접투자의 수요측면 결정요인 연구: 소득불평등지수를 중심으로

최용호

W042

미국 미주리 주의 와인산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정책과 시사점

김용렬

W43

2016년 사전기초연구결과

조성주 외

연구총서(S)
발행연도

파일명

1979

S001

전환기의 한국농업

김동희 외

S002

한국의 종합농촌개발

황인정

S003

한국농업의 근대화과정

김문식 외

S004

한국축산의 경제분석

허신행

S005

경제발전과 농지제도

오호성

S006

한국 인플레이션의 요인과 농산물가격

김학은

S007

농수산물 유통경제

성배영

S008

한국 농촌주민의 삶의 질

김동일 외

S009

농림수산 고문헌 비요

김영진

S010

농산물 가격정책

허신행

S011

무역정책과 농업발전

허신행

S012

한국 협동조합의 발전

정찬길

1980

1981

1982

1983

서명(논문명)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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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파일명
S013

지역농업과 복합영농

허신행

1984

S014

경제성장과 미곡정책

김형화, 김병택

S015

조선시대전기농서

김영진

1985

S016

농수산 상품시장분석

성배영

1986

S017

한국농업의 성장과 발전방향

허신행

S018

시장개발과 유통근대화

성배영

S019

산업사회의 농촌발전 전략

최양부, 이정환

1996

S020

정보경제와 농업정보 시스템

성배영

1997

S021

농업의 구조전환 그 시작과 끝

이정환

1996

S022

THE SAEMAUL MOVEMENT

ParkJinHwan

2004

S023

축산물 수급과 유통

유철호

2005

S024

WTO 농업협상의 전개과정과 평가

이재옥

2007

S025

한국농업기술 이노베이션 : 성과와 전략

서종혁

2012

S026

가족농연구 : 농가와 농업경영의 과거·현재·미래

김정호

S027

한국의 주류제도와 전통주산업

이동필

S028

농정의 철학사상적 담론

이규천

동아시아 협동조합운동: 일본과 대만의 협동조합

박성재

S030

농업과 측우기

이두순

S31

농어촌 복지정책

정명채

S32

한국의 쌀 산업과 정책, 남겨진 과제

박동규

S33

한국 농기계·비료·농약정책과 미래

강창용

1987

2013

S029-1
2015

2017

서명(논문명)

책임자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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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간기

창간년도

농촌경제(JRD)

계간

1978

농경나눔터

월간

1980. 1. 1.

창간시 제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우스

세계농업

월간

2000. 9. 1.

창간시 제호 세계농업뉴스

북한농업동향

계간

1999. 4. 1.

중국농업동향

계간

2008. 5. 1.

해외곡물시장동향

월간

2012. 6. 30.

농업·농촌경제동향

계간

1998. 10. 1.

농축산물수출입동향

계간

2013. 4. 30.

비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조직 및 기구의 변화

연월일

1978. 4. 1.

주요 내용
재단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족
•이사장 포함 15인 이내 이사 및 감사(비상근) 1인으로 이사회 구성
•조직은 이사장 겸 원장, 부원장, 연구실, 연구기획실, 전산실, 행정실
•직종은 연구직과 관리직으로 구분하고 각 직급은 연구위원,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
조원과 1급 관리원, 2급 관리원, 3급 관리원, 기능원으로 구분
•정원은 원·부원장 각 1명, 연구직 48명, 관리직 36명, 합계 86명(잡급직원 24명 별도)

1979. 1. 19.

•정원 87명을 109명으로 22명 증원

1980. 1. 17.

•정원 109명을 135명으로 26명 증원

1980. 12. 23.

•연구직 직급 간 정원조정

1981. 2. 3.

•직종 간 정원을 조정하여 연구직 10명을 증원
- 관리직 10명 감원 → 연구직 10명 증원

1982. 1. 19.

•정원 135명을 136명으로 1명 증원

1982. 4. 6.

•부원장제 폐지
•원장 유고 시 직무대행자를 제1 연구위원으로 지정

1983. 1. 20.

•관리직 3명을 감원하고 연구직 3명 증원

1984. 3. 19.

•연구기획실장 직급을 수석연구원 또는 1급 관리원 이상으로 조정

1985. 11. 27.

•행정실의 도서과를 분리, 자료실 신설(실장 2급 관리원 이상)
•정원 136명을 149명으로 13명 증원

1986. 11. 27.

•정원 149명을 159명으로 10명 증원

1987. 9. 10.

•부원장 임기제 신설: 2년

1987. 11. 25.

•정원 159명을 163명으로 4명 증원

1988. 12. 19.

•전문직과 기능직 신설
•직급변경
- 연구직

: 연구위원 → 수석연구위원, 수석연구원 → 연구위원, 부연구위원(신설), 연구조원 → 주임
보조원과 연구보조원으로 분리
- 전문직(신설) : 1급~4급 전문원
- 관리직 : 1급 관리원 → 선임관리원, 1급 관리원(신설)
- 기능원을 관리직에서 분리하여 기능직 신설
•잡급직원 3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1989. 11. 28.

•정원을 조정하여 연구보조원 5명을 감원하고 연구원 4명과 3급관리원 1명을 증원

1990. 6. 11.

•감사업무 및 홍보업무를 전담할 검사관리실, 홍보출판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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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991. 2. 7.

•연구실 조직을 분야별로 하고 연구실장을 부연구위원 이상 연구직으로 보함
•연구사업의 관리운영에 있어 협의회 등 필요 기구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연구기획실에 기획역 신설(1급관리원 또는 1급전문원), 행정실 관리과 신설
•직급 간 정원 조정
- 4급 전문원 4명 감하여 2급 관리원 1명, 3급 관리원 1명, 3급 전문원 2명으로 직급 조정
- 1급 전문원 1명을 복수직(1급 전문원 또는 1급 관리원)으로 조정

1991. 8. 14.

•1급 관리원 직위에 선임관리원을 보할 수 있는 조항 신설

1992. 3. 25.

•이사장 겸 원장을 이사장과 원장으로 직무를 분리
•부원장 임기를 2년 단임 → 1차에 한하여 연임토록 변경

1994. 3. 7.

•조직 명칭 변경
- 연구실→연구부·실, 연구기획실→기획조정실, 검사관리실→감사실, 서무과 → 총무과
•기획조정실 업무분장에 따른 하부조직 신설
- 기획예산역, 연구관리역, 연구협력역
•원장이 부여하는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사역 신설
•주요 보직에 대한 직급을 조정
- 연구실장 : 부연구위원이상 연구직 → 연구부장 : 연구위원 이상, 연구실장 : 부연구위원 이상
- 기획조정실장

: 연구위원 이상 연구직, 기획예산역 : 1급 관리원 또는 1급 전문원, 연구관리역 : 부연
구위원, 연구협력역: 책임연구원 이상
- 감사실장 : 1급 관리원 → 선임관리원, 총무과장 : 1급 관리원
•복수직 1명(연구위원 또는 선임관리원)을 감하여 선임관리원으로 조정

1995. 3. 17.

•직급 간 정원 조정으로 책임연구원 2명 감하여 수석연구위원 2명 증원

1995. 9. 27.

•부설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설치(기획평가실, 관리운영실)
•부설센터 정원 10명 확보

1997. 2. 21.

•임원 정수 조정: 당연직이사(수산청장) 감축
- 이사 13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및 원장 포함) → 12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및 원장 포함)
•정원 조정(총 정원 198명)
- 연구직 직급 간 정원 조정(책임연구원 9명 및 연구보조원 3명 감하여, 부연구위원 12명 증원)

1998. 2. 19.

•자료실과 전산실을 통합하여 자료전산실 신설(실장 : 1급 전문원 또는 부연구위원 이상)
•감사실을 폐지하고 검사역 신설(검사역 1급 전문원 또는 1급 관리원 이상)

1998. 4. 6.

•수산업무의 해양수산부 이관에 따라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를 농림기술관리센터로 변경

1998. 5. 21.

•북한농업연구센터 신설

1998. 12. 31.

•자료전산실과 홍보출판실을 통합하여 정보관리실로 개편
•검사역 폐지, 행정실 관리과 폐지

1999. 3. 15.

•감독기관이 농림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
•국무총리 산하에 경제사회연구회 설립으로 이사회 통합

2000. 4. 1.

•연구부서를 농업관측센터, 농산업경제연구부, 농촌발전연구부, 국제농업연구실, 농정분석실로 개편
•정보관리실을 지식정보센터로 변경

2000. 12. 31.

•연구부서를 농업관측센터, 북한농업연구센터, 지식정보센터, 농산업경제연구부, 농촌발전연구부,
국제농업연구실, 산림경제연구실, 농정분석실로 개편

2001. 12. 28.

•지원부서 역에서 팀제도로 개편(연구관리역, 연구협력역 → 연구관리팀 경리과 → 관리회계팀)
•벤처농기업 창업보육센터 개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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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6. 3.

•연구부서를 농산업경제연구센터, 농촌발전연구센터, 농업관측정보센터, 농정연구센터, 산림정책연구
실로 개편
- 자료정보지원실 신설 및 감사담당, 홍보담당 신설

2004. 2. 23.

•자료정보지원실 출판팀 → 여론정보팀
•기획조정실 연구성과관리팀 신설

2004. 12. 20.

•기획조정실 연구성과관리팀 및 연구관리팀 → 연구조정확산팀

2005. 3. 2.

•연구지원조직을 연구조정확산팀 → 연구조정평가팀, 여론정보팀을 폐지하고 M&L팀 신설, 관리회계팀
→ 재무회계팀으로 개편

2005. 4. 27.

•농촌정보문화센터신설(관리운영팀, 정보문화팀, 혁신기획팀)

2006. 1. 20.

•연구부서를 농산업경제연구센터, 농촌발전연구센터, 농업관측정보센터, 농업구조연구센터, 국제농업
연구센터, 산림정책연구실로 개편
- 기획조정실내 홍보출판팀 신설
- 기획조정실M&L팀 → 혁신전략팀

2006. 8. 15.

•행정실 내 시설관리팀 신설

2007. 1. 15.

•연구부서를 농산업경제연구센터, 농촌발전연구센터, 농업관측정보센터, 농업구조연구센터, 국제농업
연구센터, 산림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로 개편
•연구부서 내 팀제 폐지(농업관측정보센터 및 지원부서만 팀제 유지)

2008. 2. 29.

•정부중앙부처 조직개편(농림부 → 농림수산식품부)

2008. 4. 15.

•연구조직에 식품정책연구센터 신설

2009. 9. 17.

•농림기술관리센터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의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 출범
함에 따라 1개 부설기관으로 축소

2010. 5. 1.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신설

2010. 7. 1.

•농업관측정보센터 → 농업관측센터로 명칭변경

2011. 1. 1.

•‘국제농업협력연구센터’를 글로벌협력연구본부 소속 ‘국제농업협력팀’으로 조정

2012. 1. 16.,
2012. 2. 1.

•연구부서 및 지원부서 조직 개편
- 연구부서 : FTA 이행지원센터 신설함. 연구팀제 폐지
- 6부 2센터 1실로 조직(농업관측센터 : 3실 6팀 별도 구성)
- 지원부서 : 청사 이전 추진단을 신설하여 2실 5팀 1단으로 조직 운영

2012. 5. 23.

•부설기관 농촌정보문화센터 폐지

2013. 6. 28.,
2013. 12. 23.

•연구부서 : 농업관측센터 실단위 조직 → 팀단위로 개편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신설, 6부 3센터 1실로 조직 운영

2013. 2. 1.,
2013. 10. 1.

•지원부서 : 지식정보팀 신설, 지방 이전 업무 지원을 위해 청사 이전 추진단에 시설관리업무를 이관,
2실 6팀 1단 조직 운영

2014. 2. 14.,
2014. 8. 1.

•연구부서 : 농업관측센터 팀 단위 구성 폐지하고 실 단위로 개편, 6부 3센터 조직 운영
•지원부서 : 창의정보실 신설, 시설관리업무를 행정실로 이관, 3실 6팀 1단 조직 운영

2015. 7. 1.,
2015. 11. 1.

•연구부서 : 삶의질정책연구센터와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 신설하여 5부 5센터로 조직 운영
•지원부서 : 청사 이전 업무종료에 따라 청사 이전 추진단의 시설관리업무를 행정실 시설관리팀으로
이관함에 따라 4실로 조직 운영

2016. 2. 1.

•검사역을 감사실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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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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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2016. 9. 1.

•4개의 연구본부 설치 및 미래정책연구실 신설, 4본부 1실로 운영
-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글로벌협력연구본부, 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 관측본부
•비연구부서는 창의정보실 + 대외협력실 → 대외협력정보실, 행정실 → 경영지원실로 명칭 변경,
총 4실로 운영

2018. 2. 1.

•연구부서 조직 개편
-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글로벌협력연구본부, 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 별 3개 센터 설치
- 농업관측본부 내 3실 1팀 설치
- 4본부 9센터, 5실 운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역대 원·부원장

역대 원장
역대
초대
2대
3대

성

명

김보현

재직기간
1978. 3. 16. ~ 1984. 3. 15.

김영진

1984. 3. 16. ~ 1990. 3. 1.

5대

허신행

1990. 3. 2. ~ 1993. 2. 26.

6대

정영일

1993. 4. 12. ~ 1996. 4. 11.

7대

박상우

1996. 4. 12. ~ 1999. 4. 11.

8대

강정일

1999. 5. 19. ~ 2002. 5. 19.

4대

9대

이정환

2002. 5. 19. ~ 2005. 5. 18.

10대

최정섭

2005. 9. 29. ~ 2008. 10. 7.

11대

오세익

2008. 10. 8. ~ 2011. 10. 7.

12대

이동필

2011. 10. 8. ~ 2013. 3. 10.

13대

최세균

2013. 5. 30. ~ 2016. 6. 1.

14대

김창길

2016. 6. 3. ~ 현재

학

력

취임 전 경력

서울대
법학과

•체신부 장관

동아대

•농수산부 농산차관보

농학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美 미네소타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농업 및 응용경제학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정책실장

서울대

•한국농업정책학회장

경제학 석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美 미네소타대

•산림청 차장

농업경제학 박사

•농림수산부 차관

美 켄터키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농업경제학 박사

•농림기술관리센터 소장

日 북해도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농업경제학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

美 위스콘신주립대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

농업경제학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美 워싱턴주립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농업경제학 박사

•APEC 농업기술협력위원회 의장

美 미주리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전문위원

농업경제학 박사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美 퍼듀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농업경제학 박사

•글로벌협력연구본부장

美 오클라호마주립대

•OECD농업환경정책위원회 부의장

농업 및 환경경제학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농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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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부원장
역대

성명

재직기간

초대

김동희

1978. 3. 23. ~ 1982. 3. 15.

美 하와이대
농업경제학 박사

•농업경영연구소 소장

2대

김영진

1983. 1. 24. ~ 1984. 3. 15

동아대
농학 박사

•농수산부 기획관리실장

3대

성배영

1984. 2. 21. ~ 1989. 9. 9.

美 미네소타대
농업경제학 박사

•서강대 경제학 부교수

5대

허신행

1989. 9. 10. ~ 1990. 3. 1.

美 미네소타대
농업경제학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최양부

1990. 3. 14. ~ 1993. 12. 22.

美 미주리대
농업경제학 박사

•농수산부 국립농업경제연구소 농업연구사

강정일

1994. 1. 5. ~ 1998. 1. 4.

美 켄터키대
농업경제학 박사

•FAO 한국협회 부회장

10대

유철호

1998. 1. 5. ~ 1999. 8. 31.

美 캘리포니아대
농업경제학 박사

•한국축산업공동조사단 단원

11대

서종혁

1999. 9. 20. ~ 2001. 1. 3.

美 미주리대
농업경제학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개발연구부장

12대

이정환

2001. 1. 4. ~ 2002. 5. 19.

日 북해도
농업경제학 박사

•국무총리 정책평가위원

13대

정명채

2002. 6. 1. ~ 2003. 4. 30.

獨 괴팅겐대
농업경제학 박사

•한국농촌사회학회 회장

14대

허길행

2003. 5. 1. ~ 2005. 10. 3.

서울대
농업경제학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6대
7대
8대
9대

학

력

15대

오세익

2005. 10. 13. ~ 2007. 6. 30.

美 워싱턴주립대
농업경제학 박사

16대

김정호

2007. 7. 1. ~ 2008. 7. 20.

日 교토대
농업경제학 박사

취임 전 경력

•국립 농업경제연구소 소장

•농수산부 농산차관보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정책실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생산경제연구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경제실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개발연구부장

•한국식품유통학회 회장
•대통령자문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제1분과 위원장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축산경영학회 회장

17대

박성재

2008. 7. 21. ~ 2010. 9. 30.

美 오하이오주립대
농업경제학 박사

•농업정책자금관리단 이사

18대

권태진

2010. 10. 1. ~ 2011. 12. 31.

美 워싱턴주립대
농업경제학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대

최세균

2012. 1. 1. ~ 2013. 5. 29.

美 퍼듀대
농업경제학 박사

•FTA민간대책위원회 위원

5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외교부 FTA 민간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역대

성명

재직기간

학

력

취임 전 경력

20대

최지현

2013. 6. 11. ~ 2015. 2. 28.

美 워싱턴주립대
농업경제학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1대

송미령

2015. 3. 1. ~ 2016. 7. 18.

서울대
행정학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22대

김병률

2016. 7. 19. ~ 2017. 12. 31.

서울대
농업경제학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3대

정민국

2018. 1. 1. ~ 현재

동아대
경제학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한국식품유통학회장

•대통령실 농림비서관실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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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명단

원장
성명

임용일자

김창길

2016. 6. 3.

학력사항

주요 경력

성균관대학교 농학사·경제학 석사

한국농업경제학회장(2018~현재)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농업경제학 석사

G20 농업최고과학자 회의(MACS) 운영위원(2016~현재)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 농업경제학 박사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의장(2013~2017)

부원장
성명

입사일자

직위

직급

정민국

1993. 5. 1.

부원장

선임연구위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성명

입사일자

직위

직급

성명

입사일자

직위

직급

송미령

1997. 7. 1.

본부장

선임연구위원

허주녕

2002. 6. 1.

전문연구원

박대식

1994. 7. 1.

선임연구위원

박지연

2017. 11. 1.

연구원

박시현

1987. 1. 19.

선임연구위원

김윤진

2017. 5. 1.

연구원

황의식

1989. 4. 25.

선임연구위원

이정연

2008. 1. 1.

선임사무원

국승용

2006. 8. 15.

연구위원

오내원

1983. 6. 1.

명예선임연구위원

김광선

2008. 2. 1.

연구위원

김경인

2016. 3. 2.

초청연구원

김미복

2009. 8. 3.

연구위원

민경찬

2015. 3. 16.

초청연구원

김정섭

2007. 3. 1.

연구위원

유은영

2015. 7. 15.

초청연구원

김태훈

1997. 1. 1.

연구위원

이정해

2016. 3. 2.

초청연구원

마상진

2004. 12. 1.

연구위원

이형용

2012. 1. 2.

초청연구원

성주인

2002. 6. 1.

연구위원

최지선

2016. 12. 15.

초청연구원

심재헌

2013. 2. 15.

연구위원

김규호

2017. 9. 15.

위촉부연구위원

김선웅

2017. 3. 2.

부연구위원

김용욱

2017. 8. 16.

위촉부연구위원

센터장

센터장
센터장

안석

2016. 2. 1.

부연구위원

김태후

2018. 3. 15.

위촉부연구위원

엄진영

2014. 7. 1.

부연구위원

강수진

2017. 12. 15.

위촉연구원

유찬희

2014. 9. 1.

부연구위원

남기천

2014. 9. 1.

위촉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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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사일자

이두영
임소영

직급

성명

입사일자

2017. 8. 16.

부연구위원

박지숙

2017. 4. 17.

위촉연구원

2015. 8. 3.

부연구위원

서형주

2017. 7. 3.

위촉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유리

2016. 9. 1.

위촉연구원

부연구위원

한보현

2017. 3. 2.

위촉연구원

정도채

2015. 5. 4.

정문수

2016. 9. 19.

직위

팀장
팀장

직위

직급

최용호

2014. 8. 1.

부연구위원

홍승택

2017. 5. 8.

위촉연구원

권인혜

2011. 12. 15.

전문연구원

정희라

2018. 1. 2.

위촉연구조원

임지은

2014. 12. 15.

전문연구원

황민현

2016. 10. 17.

위촉연구조원

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
성명

입사일자

직위

직급

성명

입사일자

직위

직급

이계임

1989. 4. 17.

본부장

선임연구위원

임영아

2015. 4. 15.

부연구위원

김경필

1996. 3. 11.

센터장

선임연구위원

조원주

2017. 8. 16.

부연구위원

김병률

1987. 1. 19.

선임연구위원

김동훈

2009. 5. 11.

전문연구원

김수석

2001. 4. 1.

선임연구위원

박영구

2009. 10. 1.

전문연구원

김연중

1997. 7. 1.

선임연구위원

이현정

2017. 11. 1.

연구원

김홍상

1994. 7. 1.

선임연구위원

최재현

2017. 11. 1.

연구원

석현덕

1991. 10. 1.

선임연구위원

허성윤

2017. 5. 1.

연구원

이용선

1995. 9. 1.

선임연구위원

전형주

2009. 10. 1.

선임사무원

김성우

2001. 4. 1.

연구위원

강창용

1985. 4. 1.

명예선임연구위원

민경택

2001. 4. 1.

연구위원

성명환

1986. 1. 15.

명예선임연구위원

손학기

2015. 10. 15.

연구위원

전창곤

1982. 3. 1.

명예선임연구위원

이명기

2007. 3. 1.

연구위원

최지현

1981. 12. 10.

명예선임연구위원

이상민

2004. 5. 1.

연구위원

김명은

2015. 3. 16.

초청연구원

정은미

1997. 1. 1.

연구위원

김부영

2016. 3. 2.

초청연구원

정학균

2002. 6. 1.

연구위원

변승연

2014 .10. 1.

초청연구원

정호근

2005. 2. 1.

연구위원

최준영

2015. 7. 15.

초청연구원

채광석

2008. 2. 1.

연구위원

최진용

2016. 3. 2.

초청연구원

황윤재

2006. 8. 15.

연구위원

한정훈

2015. 3. 16.

초청연구원

김상효

2015. 9. 15.

부연구위원

은종호

2017. 8. 16.

위촉연구원

박미성

2008. 1. 1.

부연구위원

임승주

2017. 11. 1.

위촉연구원

박지연

2013. 6. 3.

부연구위원

정동열

2017. 2. 27.

위촉연구원

서대석

2001. 4. 1

부연구위원

최경인

2017. 4. 3.

위촉연구원

성재훈

2016. 10. 4.

부연구위원

김종민

2016. 5. 2.

위촉연구조원

안현진

2016. 1. 4.

부연구위원

정솔

2018. 1. 2.

위촉연구조원

센터장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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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협력연구본부
성명

입사일자

직위

직급

성명

입사일자

본부장

직위

직급

허장

1987. 1. 19.

선임연구위원

유정호

2015. 12. 15.

초청연구원

김영훈

1986. 1. 19.

선임연구위원

윤정현

2014. 12. 1.

초청연구원

정정길

1997. 7. 1.

선임연구위원

이수환

2014. 12. 1.

초청연구원

문한필

2010 10. 1.

센터장

연구위원

임채환

2015. 1. 2.

초청연구원

송우진

2011. 12. 15.

팀장

연구위원

채상현

2007. 3. 1.

초청연구원

이대섭

2006. 8. 15.

센터장

연구위원

최민정

2014. 10. 1.

초청연구원

전형진

1999. 6. 1.

중국사무소장

연구위원

최용욱

2012. 9. 3.

초청연구원

한석호

2001. 4. 1.

센터장

김상현

2016. 12. 15.

김종선

1999. 6. 1.

팀장

연구위원

김경호

2018. 3. 2.

위촉연구원

부연구위원

명수환

2017. 1. 2.

위촉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수연

2016. 8. 1.

위촉연구원

부연구위원

원지은

2016. 4. 15.

위촉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주영

2016. 9. 19.

위촉연구원

2017. 9. 15.

위촉연구원

조성주

2016. 1. 4.

지성태

2013. 12. 2.

차원규

2018. 1. 15.

부연구위원

조선미

이윤정

2015. 7. 1.

전문연구원

추성민

2018. 3. 2.

위촉연구원

이현근

2012. 3. 2.

전문연구원

홍예선

2017. 7. 17.

위촉연구원

김은정

1991. 2. 13.

책임사무원

왕 칭

2016. 9. 1.

위촉연구조원

김윤정

2014. 10. 1.

초청연구원

정승관

2018. 1. 2.

위촉연구조원

염정완

2016. 3. 2.

초청연구원

정주라

2017. 7. 17.

위촉연구조원

오새라

2016. 12. 15.

초청연구원

팀장

농업관측본부
성명

입사일자

직위

직급

성명

입사일자

직위

직급

박기환

1997. 1. 1.

본부장

선임연구위원

손미연

2013. 12. 2.

초청연구원

허덕

1986. 1. 1.

선임연구위원

신성철

2014. 5. 15.

초청연구원

김종진

2013 1. 2.

실장

연구위원

신유선

2007. 9. 1.

초청연구원

우병준

2006. 2. 15.

실장

연구위원

심민희

2012. 1. 2.

초청연구원

최병옥

2007. 3. 1.

실장

연구위원

이미숙

2012. 9. 3.

초청연구원

김종인

2015. 8. 17.

부연구위원

임효빈

2015. 3. 16.

초청연구원

김현중

2008. 1. 1.

부연구위원

정세미

2014. 10. 1.

초청연구원

박성진

2013. 12. 2.

부연구위원

조남욱

2014. 10. 1.

초청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기림

2015. 7. 15.

초청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선우

2015. 7. 15.

초청연구원

부연구위원

한봉희

2014. 5. 15.

초청연구원

전문연구원

한은수

2010. 11. 15.

서홍석

2015. 9. 1.

윤종열

2009. 5. 11.

허정회

2015. 11. 2.

김수림

2014. 1. 1.

528

팀장

팀장

팀장

초청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성명

입사일자

직위

직급

성명

입사일자

김원태

2014. 1. 1.

팀장

전문연구원

강두현

2017. 5. 22.

위촉연구원

김지연

2015. 7. 1.

전문연구원

김다정

2017. 7. 17.

위촉연구원

박한울

2015. 7. 1.

전문연구원

김명수

2017. 7. 17.

위촉연구원

이형우

2011. 12. 15.

전문연구원

김민현

2017. 8. 1.

위촉연구원

팀장

직위

직급

김진년

2017. 5. 1.

연구원

배지윤

2017. 11. 1.

위촉연구원

원지연

2010. 10. 1.

선임주무원

신기석

2017. 8. 1.

위촉연구원

윤경진

2010. 10. 1.

선임주무원

윤성주

2016. 8. 29.

위촉연구원

이인숙

2010. 10. 1.

주무원

윤승원

2017. 4. 3.

위촉연구원

박동규

1989. 10. 5.

명예선임연구위원

이연옥

2017. 8. 1.

위촉연구원

강지석

2015. 7. 15.

초청연구원

홍승표

2017. 1. 2.

위촉연구원

김라이

2015. 3. 16.

초청연구원

황민지

2017. 12. 15.

위촉연구원

김창수

2015. 7. 15.

초청연구원

권혜령

2017. 11. 15.

위촉연구조원

김충현

2016. 3. 2.

초청연구원

김수빈

2017. 11. 15.

위촉연구조원

김형진

2012. 9. 3.

초청연구원

김혜경

2017. 7. 3.

위촉연구조원

노수정

2013. 12. 2.

초청연구원

송영민

2016. 7. 1.

위촉연구조원

박지원

2015. 3. 16.

초청연구원

이준목

2017. 6. 1.

위촉연구조원

서강철

2014. 5. 15.

초청연구원

황수진

2017. 6. 19.

위촉연구조원

미래정책연구실
성명

입사일자

직위

직급

성명

입사일자

김용렬

1996. 3. 11.

실장

연구위원

남숙경

2010. 10. 1.

전문연구원

우성휘

2016. 12. 15.

초청연구원

전문연구원

편혜진

2018. 2. 1.

위촉연구조원

이청은

2017. 4. 3.

위촉연구조원

김창호

2009. 10. 1.

송성환

2011. 12. 15.

박혜진

2010. 10. 1.

선임주무원

김미리

2016. 1. 1.

주무원

팀장

직위

직급
주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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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성명

입사일자

직위

직급

성명

입사일자

박준기

1997. 1. 1.

실장

구자춘

2014. 12. 1.

팀장

한천희

1997. 4. 1.

팀장

직위

직급

선임연구위원

박형호

2017. 12. 1.

행정원

부연구위원

이호종

2013. 1. 2.

행정원

책임행정원

박진아

2016. 1. 1.

주무원

김홍원

2004. 5. 1.

선임행정원

임수현

2015. 5. 8.

주무원

유혜영

2005. 2. 1.

선임행정원

한태녕

2015. 5. 8.

주무원

곽준덕

2017. 12. 1.

행정원

최혜주

2017. 5. 10.

위촉연구조원

경영지원실
성명

입사일자

직위

직급

성명

입사일자

김동원

1996. 10. 16.

실장

책임행정원

박범준

2018. 1. 1.

기술관리원

김병철

1996. 1. 25.

팀장

책임행정원

김길성

2018. 1. 1.

환경관리원

한우석

2000. 5. 1.

팀장

책임행정원

김미성

2018. 1. 1.

환경관리원

강명환

2003. 5. 1.

팀장

선임행정원

김필환

2018. 1. 1.

환경관리원

김민철

2006. 2. 15.

선임행정원

김형미

2018. 1. 1.

환경관리원

맹자경

2004. 12. 1.

선임행정원

손연자

2018. 1. 1.

환경관리원

서정필

2001. 4. 1.

선임행정원

장영주

2018. 1. 1.

환경관리원

이정현

2004. 12. 15.

선임행정원

정은정

2018. 1. 1.

환경관리원

맹문영

2015. 10. 1.

선임전문원

정찬석

2018. 1. 1.

환경관리원

한홍식

2013. 11. 15.

행정원

정해숙

2018. 1. 1.

환경관리원

류남렬

1995. 3. 1.

책임관리원

지향미

2018. 1. 1.

환경관리원

박현준

1997. 4. 15.

책임관리원

진영수

2018. 1. 1.

환경관리원

주흥진

1986. 8. 12.

책임관리원

최광범

2018. 1. 1.

환경관리원

김명숙

1987. 2. 19.

책임사무원

김윤자

2016. 10. 4.

위촉관리원

김용기

2017. 12. 15.

주무원

문도필

2017. 11. 1.

위촉관리원

박승현

2017. 12. 15.

주무원

이지형

2017. 3. 2.

위촉행정조원

최한웅

2016. 12. 30.

주무원

이한솔

2016. 6. 10.

위촉행정조원

김형중

2018. 1. 1.

기술관리원

정진현

2016. 6. 10.

위촉행정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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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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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정보실
성명

입사일자

직위

직급

성명

입사일자

직위

직급

조태희

1995. 8. 8.

실장

책임전문원

최병용

2017. 6. 1.

전문원

김상범

2015. 3. 2.

팀장

선임전문원

이경미

2005. 2. 1.

선임사무원

성진석

1999. 1. 16.

팀장

선임전문원

권도은

2016. 12. 15.

주무원

원동환

2006. 9. 1.

팀장

선임전문원

김정은

2015. 5. 8.

주무원

유정인

2005. 2. 1.

선임전문원

이원

2017. 12. 15.

주무원

한근수

2000. 5. 1.

선임전문원

김미소

2017. 12. 1.

위촉연구조원

임상헌

2017. 8. 16.

전문원

전다정

2016. 6. 1.

위촉연구조원

감사실
성명

입사일자

직위

직급

성명

입사일자

심긍섭

1985. 1. 1.

실장

책임행정원

옥치목

1978. 5. 1.

직위

직급
명예책임행정원

원·부원장실
성명

본부(실)

입사일자

직급

성명

본부(실)

입사일자

직급

강민혜

원장실

2005. 10. 1.

선임사무원

오연주

부원장실

2017. 11. 1.

위촉연구조원

성명

입사일자

직위

직급

성명

입사일자

직위

직급

남경수

2013. 1. 1.

전문연구원

이정민

2009. 5. 11.

전문연구원

노호영

2015. 7. 1.

전문연구원

정대희

2009. 10. 1.

전문연구원

승준호

2011. 12. 15.

전문연구원

김정승

2009. 10. 1.

연구원

이동소

2015. 1. 1.

전문연구원

일반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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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퇴직자 명단

퇴직년도

1978

1979

1980

532

성명

재직 기간

퇴직 시 부서

성명

재직 기간

퇴직 시 부서

김명애

1978. 4. 1. ~ 1978. 8. 21.

장기전망연구실

김병호

1978. 5. 1. ~ 1978. 5. 26.

행정실

위영사

1978. 4. 1. ~ 1978. 10. 3.

농촌개발연구실

윤한택

1978. 6. 12. ~ 1978. 9. 21.

장기전망연구실

김상현

1978. 4. 1. ~ 1978. 9. 24.

행정실

이상원

1978. 4. 21. ~ 1978. 5. 26.

농정연구센터

박경미
박종수

1978. 4. 1. ~ 1978. 10. 10.

연구기획실

이의열

1978. 5. 1. ~ 1978. 6. 30.

식량정책연구실

1978. 4. 6. ~ 1978. 9. 21.

행정실

조정근

1978. 4. 1. ~ 1978. 6. 27.

장기전망연구실

박형삼

1978. 4. 1. ~ 1978. 11. 21.

행정실

황미영

1978. 4. 1. ~ 1978. 6. 30.

행정실

안창복

1978. 4. 17. ~ 1978. 11 .9.

전산실

김광숙

1978. 6. 1. ~ 1979. 4. 7.

연구기획실

유경주

1978. 4. 1. ~ 1979. 2. 19.

식량경제연구실

김동민

1978. 4. 4. ~ 1979. 3. 4.

생산경제연구실

이승래

1978. 5. 1. ~ 1979. 4. 17.

김춘희

1978. 9. 18. ~ 1979. 4. 7.

연구기획실

가격정책 및 축산
연구실

김홍대

1978. 4. 1. ~ 1979. 1. 23.

전산실

전유상

1978. 4. 1. ~ 1979. 4. 21.

장기전망연구실

문현상

1978. 5. 15. ~ 1979. 5. 15.

전산실

정영수

1978. 5. 15. ~ 1979. 4. 6.

행정실

박찬희

1978. 4. 1. ~ 1979. 4. 12.

행정실

차성환

1979. 4. 14. ~ 1979. 5. 1.

연구기획실

백기선

1979. 5. 1. ~ 1979. 12. 29.

장기전망연구실

최경구

1978. 9. 12. ~ 1979. 3. 13.

농촌개발연구실

김명식

1978. 4. 1. ~ 1980. 5. 12.

행정실

박용균

1980. 5. 1. ~ 1980. 9. 5.

행정실

김병호

1978. 4. 1. ~ 1980. 4. 28.

행정실

박진환

1980. 5. 1. ~ 1980. 8. 28.

고문실

김상종

1978. 4. 1. ~ 1980. 3. 6.

농업유통연구실

방춘화

1978. 4. 1. ~ 1980. 12. 20.

행정실

김상준

1978. 10. 11. ~ 1980. 9. 16.

행정실

신봉주

1979. 7. 11. ~ 1980.1.31.

농산물무역연구실

김애순

1978. 10. 11. ~ 1980. 3. 15.

연구기획실

신우재

1978. 4. 14. ~ 1980. 11. 17.

김영숙

1978. 4. 1. ~ 1980. 8. 21.

전산실

심경섭

1978. 4. 1. ~ 1980. 4. 7.

김윤미

1979. 1. 25. ~ 1980. 9. 20.

행정실

이동규

1978. 4. 1. ~ 1980. 10. 15.

연구기획실

김진우

1978. 4. 1. ~ 1980. 12. 31.

행정실

이부권

1978. 11. 1. ~ 1980. 4. 30.

전산실

김학은

1979. 7. 16. ~ 1980. 3. 1.

농업금융연구실

장문숙

1978. 4. 1. ~ 1980. 9. 17.

농업유통연구실

김현순

1980. 4. 10. ~ 1980. 5. 31.

행정실

장혜숙

1978. 4. 1. ~ 1980. 8. 4.

장기전망연구실

연구기획실
행정실

김형모

1978. 5. 1. ~ 1980. 9. 4.

농촌개발연구실

조영숙

1978. 4. 1. ~ 1980. 12. 31.

문옥희

1978. 10. 24. ~ 1980. 12. 26.

행정실

주재숙

1978. 4. 1. ~ 1980. 1. 5.

연구기획실
전산실

박병수

1978. 4. 17. ~ 1980. 9. 16.

행정실

최수철

1979. 8. 20. ~ 1980. 9. 8.

수산경제연구실

박수일

1978. 5. 1. ~ 1980. 7. 19.

농촌사회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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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년도

1981

1982

1983

1984

성명

재직 기간

퇴직 시 부서

성명

재직 기간

퇴직 시 부서

강호성

1978. 4. 1. ~ 1981. 10. 3.

전산실

손용엽

1981. 3. 2. ~ 1981. 7. 29.

농정여론조사실

김광준

1979. 12. 10. ~ 1981. 4. 3.

연구기획실

송재현

1978. 4. 1. ~ 1981. 6. 17.

행정실

김동일

1979. 7. 11. ~ 1981. 4. 3.

농촌사회연구실

오호성

1978. 4. 1. ~ 1981. 3. 17.

자원경제연구실

김명국

1981. 4. 1. ~ 1981. 8. 25.

농정여론조사실

이은진

1980. 9. 25. ~ 1981. 12. 8.

농촌사회연구실

김소희

1979. 1. 15. ~ 1981. 5. 19.

농업부문연구실

임덕일

1978. 9. 13. ~ 1981. 12. 7.

수산개발연구실

김혜연

1980. 1. 4. ~ 1981. 1. 29.

농산물무역연구실

최연우

1980. 7. 1. ~ 1981. 10. 1.

농정여론조사실

반성환

1980. 1. 17. ~ 1981. 12. 31.

연구실

한정수

1978. 9. 18. ~ 1981. 4. 30.

연구기획실

서의훈

1980. 4. 2. ~ 1981. 2. 28.

전산실

황인정

1978. 7. 1. ~ 1981. 10. 1.

연구기획실

서일수

1980. 9. 1. ~ 1981. 12. 31.

농가경제연구실

곽병섭

1980. 10. 2. ~ 1982. 10. 1.

재정금융연구실

심재웅

1979. 1. 15. ~ 1982. 7. 16.

농촌사회연구실

구천서

1978. 4. 1. ~ 1982. 3. 12.

식량경제연구실

양채숙

1979. 1. 4. ~ 1982. 11. 16.

농촌사회연구실

권화섭

1981. 10. 12. ~ 1982. 6. 7.

농정여론조사실

이백훈

1979. 9. 20. ~ 1982. 3. 31.

농정연구실

김영식

1978. 4. 12. ~ 1982. 3. 16.

농업부문연구실

이용철

1981. 9. 1. ~ 1982. 10. 22.

행정실

김영철

1981. 7. 21. ~ 1982. 3. 16.

자원경제연구실

이은선

1978. 4. 1. ~ 1982. 5. 28.

연구기획실

김의숙

1981. 4. 1. ~ 1982. 6. 4.

농촌사회연구실

이종화

1981. 3. 2. ~ 1982. 12. 6.

연구실

김종덕

1981. 11. 1. ~ 1982. 2. 23.

사회개발실

정길자

1978. 4. 1. ~ 1982. 7. 27.

제4연구위원실

김지원

1978. 4. 1. ~ 1982. 7. 27.

행정실

최숙자

1979. 1. 4. ~ 1982. 10. 22.

농업유통연구실

김진환

1980. 12. 26. ~ 1982. 5. 19.

행정실

최순식

1981. 4. 20. ~ 1982. 1. 25.

전산실

김태명

1980. 9. 25. ~ 1982. 8. 31.

농업구조연구실

최익수

1979. 4. 2. ~ 1982. 2. 2.

남수현

1981. 3. 2. ~ 1982. 1. 1.

연구실

허승임

1981. 2. 10. ~ 1982. 1. 22.

전산실

박미화

1981. 2. 10. ~ 1982. 1. 22.

전산실

허정희

1979. 1. 15. ~ 1982. 6. 2.

농촌사회연구실

강병주

1982. 3. 2. ~ 1983. 9. 2.

농촌개발연구실

서병준

1978. 4. 1. ~ 1983. 5. 16.

행정실

강수기

1981. 7. 15. ~ 1983. 8. 4.

지역경제실

여영부

1982. 5. 12. ~ 1983. 3. 17.

농촌사회연구실

고재모

1982. 1. 25. ~ 1983. 1. 26.

국제농업연구부

이상학

1981. 7. 20. ~ 1983. 8. 9.

생산경제연구실

권광식

1982. 9. 10. ~ 1983. 5. 6.

농업유통연구실

이성재

1981. 7. 1. ~ 1983. 7. 6.

전산실

김명기

1979. 1. 5. ~ 1983. 12. 27.

행정실

이영기

1980. 3. 3. ~ 1983. 2. 15.

식량경제연구실

김봉구

1982. 3. 1. ~ 1983. 3. 4.

자원경제연구실

이재영

1981. 3. 23. ~ 1983. 4. 4.

연구기획실

김재완

1981. 10. 15. ~ 1983. 8. 10.

초청연구실

이형덕

1981. 4. 1. ~ 1983. 7. 30.

농촌사회연구실

김충실

1979. 1. 15. ~ 1983. 5. 16.

식량경제연구실

정찬길

1981. 4. 20. ~ 1983. 11. 19.

농업유통연구실

김한구

1982. 3. 1. ~ 1983. 3. 17.

농촌사회연구실

한경자

1980. 12. 26. ~ 1983. 5. 6.

행정실

금동군

1982. 7. 1. ~ 1984. 11. 6.

농정여론실

유철인

1979. 1. 15. ~ 1984. 8. 6.

농촌사회연구실

김경량

1984. 2. 24. ~ 1984. 4. 23.

국제농업연구부

이성복

1979. 1. 5. ~ 1984. 6. 7.

농촌개발연구실

김민남

1982. 5. 3. ~ 1984. 9. 4.

농정여론실

이영희

1978. 4. 1. ~ 1984. 6. 23.

생산경제연구실

김병택

1979. 1. 15. ~ 1984. 5. 26.

가격정책 및 축산
연구실

이은우

1983. 6. 9. ~ 1984. 3. 21.

축산개발연구실

장태섭

1978. 5. 10. ~ 1984. 5. 10.

원장실

농정여론조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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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퇴직년도

1984

1985

1986

1987

1988

534

성명

재직 기간

퇴직 시 부서

성명

재직 기간

퇴직 시 부서

김숙향

1981. 4. 6. ~ 1984. 1. 9.

연구기획실

장 희

1984. 1. 26. ~ 1984. 5. 28.

행정실

김용우

1981. 7. 21. ~ 1984. 2. 16.

행정실

전도일

1981. 5. 12. ~ 1984. 6. 30.

김정순

1978. 4. 1. ~ 1984. 4. 17.

부원장실

새마을운동본부
파견

김희숙

1981. 5. 15. ~ 1984. 9. 18.

행정실

정기옥

1979. 5. 7. ~ 1984. 9. 18.

연구기획실

박홍윤

1979. 3. 26. ~ 1984. 3. 17.

전산실

정덕귀

1978. 4. 1. ~ 1984. 4. 4.

정책연구실

배영숙

1978. 4. 1. ~ 1984. 4. 19.

원장실

한명복

1981. 5. 26. ~ 1984. 4. 3.

행정실

선주윤

1978. 8. 10. ~ 1984. 1. 16.

행정실

황호선

1978. 11. 6. ~ 1984. 5. 7.

행정실

안종례

1978. 4. 1. ~ 1984. 4. 6.

농업자재연구실

강봉순

1983. 2. 22. ~ 1985. 8. 13.

지역농업연구실

이동수

1978. 4. 1. ~ 1985. 4. 9.

행정실

강희주

1984. 4. 6. ~ 1985. 2. 25.

농업자재연구실

이윤생

1984. 4. 24. ~ 1985. 6. 17.

행정실

김수옥

1978. 5. 1. ~ 1985. 7. 31.

농촌개발연구실

조성숙

1982. 10. 25. ~ 1985. 7. 1.

부원장실

김형화

1980. 4. 7. ~ 1985. 3. 5.

축산개발연구실

주동완

1983. 8. 10. ~ 1985. 3. 11.

농촌사회연구실

윤여덕

1983. 7. 5. ~ 1985. 3. 5.

농촌사회실

주용재

1978. 4. 17. ~ 1985. 9. 5.

식량경제연구실

윤정옥

1984. 7. 2. ~ 1985. 7. 27.

자료정보지원실

한정환

1984. 9. 27. ~ 1985. 7. 1.

축산개발실

이광석

1981. 12. 12. ~ 1985. 2. 21.

자원경제연구실

황연수

1980. 4. 22. ~ 1985. 3. 4.

농업정책실

김종채

1983. 7. 7. ~ 1986. 3. 8.

사회개발실

최정규

1980. 12. 30. ~ 1986. 7. 16.

행정실

배정원

1978. 4. 1. ~ 1986. 11. 4.

원장실

한옥란

1980. 10. 21. ~ 1986. 10. 21.

전산실

심현주

1978. 4. 1. ~ 1986. 5. 17.

행정실

허희경

1980. 10. 2. ~ 1986. 4. 2.

주우일

1978. 7. 20. ~ 1986. 9. 2.

수산경제실

자원 및 생산연구
위원실

김병호

1984. 1. 21. ~ 1987. 3. 5.

전산실

이진환

1986. 7. 24. ~ 1987. 5. 25.

농촌계획전담반

김인순

1985. 1. 1. ~ 1987. 2. 21.

농업자재실

이홍렬

1982. 7. 1. ~ 1987. 4. 3.

농촌사회실

김 철

1978. 4. 6. ~ 1987. 1. 5.

행정실

전결여

1987. 1. 19. ~ 1987. 11. 3.

연구기획실

성한표

1986. 1. 24. ~ 1987. 12. 7.

농업사연구실

정철모

1983. 9. 8. ~ 1987. 3. 2.

농촌계획전담반

안미화

1984. 4. 9. ~ 1987. 2. 9.

식량경제실

하현철

1985. 4. 1. ~ 1987. 4. 16.

농업정책실

이기숙

1981. 2. 12. ~ 1987. 5. 18.

수산경제실

현공남

1978. 4. 1. ~ 1987. 3. 3.

유통경제실

이용만

1978. 8. 3. ~ 1987. 3. 2.

농촌계획전담반

홍성혜

1983. 4. 4. ~ 1987. 8. 22.

농업금융실

이정용

1978. 4. 1. ~ 1987. 3. 6.

축산개발실

김영숙

1984. 4. 24. ~ 1988. 8. 29.

농업부문실

이기중

1981. 2. 10. ~ 1988. 1. 16.

농정연구실

명광식

1983. 7. 30. ~ 1988. 3. 5.

식량경제연구실

이노동

1986. 8. 4. ~ 1988. 10. 11.

농촌환경실

박 향

1984. 1. 17. ~ 1988. 1. 18.

연구기획실

이수림

1984. 6. 26. ~ 1988. 1. 23.

농촌사회실

박현준

1982. 8. 19. ~ 1988. 11. 18.

행정실

이수홍

1981. 11. 1. ~ 1988. 12. 16.

농업유통연구실

서중일

1987. 1. 12. ~ 1988. 2. 19.

유통실

이영만

1978. 5. 1. ~ 1988. 10. 26.

농업자재실

선종숙

1987. 3. 9. ~ 1988. 3. 31.

21세기농정기획반

이인철

1978. 5. 1. ~ 1988. 4. 6.

농정여론실

양정묵

1987. 1. 19. ~ 1988. 3. 4.

지역계획반

이정욱

1984. 3. 29. ~ 1988. 10. 5.

전산실

오주환

1987. 3. 9. ~ 1988. 3. 31.

지역계획반

장윤환

1983. 4. 1. ~ 1988. 1. 16.

연구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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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년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성명

재직 기간

퇴직 시 부서

성명

재직 기간

최태동

1987. 1. 19. ~ 1988. 11. 14.

퇴직 시 부서

유재경

1982. 1. 1. ~ 1988. 7. 18.

전산실

윤석원

1979. 1. 15. ~ 1988. 2. 10.

식량경제연구실

지역경제실

기칠능

1986. 1. 18. ~ 1989. 5. 16.

농업재정실

안성옥

1988. 4. 15. ~ 1989. 3. 1.

전산실

김미란

1979. 4. 20. ~ 1989. 10. 16.

유통경제실

윤종실

1987. 2. 25. ~ 1989. 1. 13.

생산경제연구실

김원태

1988. 2. 20. ~ 1989. 4. 15.

국제농업실

정미숙

1981. 5. 15. ~ 1989. 3. 7.

행정실

송해안

1987. 3. 5. ~ 1989. 3. 31.

지역계획반

강순모

1988. 3. 2. ~ 1990. 6. 16.

전산실

박윤정

1988. 2. 8. ~ 1990. 3. 16.

편집실

김길은

1983. 5. 6. ~ 1990. 5. 16.

행정실

배영미

1986. 4. 21. ~ 1990. 2. 16.

농촌사회복지실

김용님

1987. 5. 21. ~ 1990. 3. 5.

전산실

조경희

1986. 9. 1. ~ 1990. 9. 7.

김진수

1979. 1. 15. ~ 1990. 3. 17.

식량경제실

황영이

1978. 10. 16. ~ 1990. 2. 7.

지역경제실

박세권

1987. 3. 23. ~ 1990. 3. 1.

전산실

김종구

1982. 6. 21. ~ 1991. 5. 2.

행정실

정규선

1982. 9. 16. ~ 1991. 6. 30.

사회복지실

서보환

1986. 1. 27. ~ 1991. 6. 26.

전산실

조원영

1987. 2. 25. ~ 1991. 4. 17.

전산실

신영심

1981. 1. 10. ~ 1991. 4. 16.

검사관리실

김동익

1987. 2. 14. ~ 1992. 6. 30.

검사관리실

이순애

1978. 4. 1. ~ 1992. 2. 17.

국제농업실

김진석

1981. 3. 2. ~ 1992. 3. 1.

유통경제실

장 린

1985. 7. 29. ~ 1992. 9. 16.

자료실

설광언

1987. 5. 11. ~ 1992. 10. 15.

동향분석실

김 현

1984. 7. 1. ~ 1993. 9. 16.

자료실

안기옥

1982. 9. 1. ~ 1993. 5. 17.

식량경제실

남수정

1987. 4. 8. ~ 1993. 3. 16.

전산실

윤원근

1986. 1. 1. ~ 1993. 4. 27.

농촌개발실

백종희

1979. 1. 15. ~ 1993. 10. 13.

축산경제실

이정금

1993. 5. 1. ~ 1993. 6. 11.

노동조합

송영신

1987. 1. 5. ~ 1993. 4. 19.

농촌개발실

정안선

1980. 3. 3. ~ 1993. 8. 31.

동향분석실

심해선

1993. 5. 27. ~ 1993. 8. 30.

자료실

한혜선

1987. 5. 22. ~ 1993. 3. 20.

행정실

김정기

1978. 4. 25. ~ 1994. 9. 5.

유통경제연구부

이명호

1992. 7. 15. ~ 1994. 12. 31.

감사실

박길자

1980. 10. 2. ~ 1994. 1. 17.

고문실

이태경

1991. 7. 8. ~ 1994. 12. 31.

행정실

윤종선

1978. 5. 20. ~ 1994. 3. 3.

감사관리실

조덕래

1981. 11. 1. ~ 1994. 8. 31.

유통경제연구부

이동배

1990. 12. 4. ~ 1994. 12. 3.

고문실

한두봉

1983. 2. 24. ~ 1994. 2. 28.

농업부문연구부

김명숙

1989. 4. 3. ~ 1995. 5. 22.

유통경제연구부

전장수

1989. 4. 1. ~ 1995. 2. 5.

농업부문연구부

김영주

1980. 1. 21. ~ 1995. 12. 31.

자료실

정천환

1985. 7. 3. ~ 1995. 1. 15.

행정실

박원도

1984. 8. 20. ~ 1995. 12. 31.

행정실

조정란

1994. 4. 8. ~ 1995. 11. 12.

동향분석실

이계현

1988. 4. 1. ~ 1995. 6. 30.

홍보출판실

최윤영

1990. 10. 1. ~ 1995. 11. 8.

행정실

이병기

1986. 1. 1. ~ 1995. 3. 1.

기획조정실

최주호

1986. 2. 11. ~ 1995. 4. 16.

행정실

이정기

1986. 1. 1. ~ 1995. 3. 15.

농촌환경실

권오상

1990. 4. 23. ~ 1996. 8. 31.

동향분석실

사공용

1994. 7. 1. ~ 1996. 2. 28.

유통경제연구부

김동환

1986. 1. 28. ~ 1996. 5. 15.

유통경제실

양승룡

1994. 9.1 5. ~ 1996. 2. 28.

국제농업연구부

김미경

1994. 4. 8. ~ 1996. 10. 16.

농림기술관리센터

이영석

1982. 9. 20. ~ 1996. 6. 20.

생산경제연구부

김석현

1986. 1. 15. ~ 1996. 12. 31.

생산경제연구부

이재성

1997. 4. 8. ~ 1996. 1. 30.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행정실

535

자료집

퇴직년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536

성명

재직 기간

퇴직 시 부서

성명

재직 기간

퇴직 시 부서

김정연

1986. 1. 1. ~ 1996. 6. 2.

농촌개발연구부

김한호

1988. 3. 2. ~ 1996. 2. 28.

동향분석실

이찬우

1994. 5. 1. ~ 1996. 5. 19.

국제농업연구부

이희찬

1987. 1. 19. ~ 1996. 5. 11.

수산경제실

고재모

1991. 4. 2. ~ 1997. 2. 28.

국제농업연구부

유호일

1984. 5. 21. ~ 1997. 1. 12.

행정실

김기성
김동민

1978. 4. 27. ~ 1997. 6. 30.

농업부문연구부

이명섭

1982. 3. 22. ~ 1997. 5. 5.

행정실

1986. 1. 15. ~ 1997. 8. 31.

국제농업연구부

이상문

1992. 4. 15. ~ 1997. 2. 28.

농어촌개발연구부

김정봉

1984. 1. 4. ~ 1997. 4. 30.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이영대

1995. 9. 1. ~ 1997. 2. 28.

농촌개발연구부

김종숙

1989. 9. 1. ~ 1997. 1. 26.

유통경제실

이인희

1994. 5. 1. ~ 1997. 3. 18.

농촌개발실

박성쾌

1985. 10. 7. ~ 1997. 4. 21.

산림수산경제연구부

이일영

1994. 7. 1. ~ 1997. 2. 28.

국제농업연구부

박연숙

1986. 1. 1. ~ 1997. 6. 16.

국제농업연구부

이태호

1995. 9. 1. ~ 1997. 2. 28.

농업부문연구부

손형집

1995. 11. 8. ~ 1997. 4. 11.

행정실

이현정

1994. 5. 1. ~ 1997. 3. 18.

자료실

신영태

1979. 3. 5. ~ 1997. 4. 30.

산림수산경제연구부

정명생

1993. 5. 1. ~ 1997. 4. 30.

산림수산경제연구부

옥영수

1982. 3. 8. ~ 1997. 4. 30.

산림수산경제연구부

홍성종

1978. 6. 15. ~ 1997. 8. 11.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강정혁

1988. 3. 2. ~ 1998. 12. 31.

유통경제연구부

윤중덕

1978. 5. 1. ~ 1998. 12. 31.

홍보출판실

강현희

1980. 12. 26. ~ 1998. 12. 31.

행정실

이건희

1996. 1. 25. ~ 1998. 12. 18.

기획조정실

고찬옥

1978. 4. 1. ~ 1998. 12. 31.

행정실

이광원

1978. 5. 1. ~ 1998. 5. 25.

산림경제연구실

고춘복

1978. 4. 1. ~ 1998. 12. 31.

기획조정실

이성규

1980. 3. 3. ~ 1998. 12. 31.

자료전산실

김 연

1982. 11. 23. ~ 1998. 12. 31.

국제농업연구부

이성호

1986. 8. 1. ~ 1998. 12. 31.

생산경제연구부

유광남

1978. 4. 25. ~ 1998. 9. 28.

자료전산실

이수영

1978. 5. 20. ~ 1998. 12. 31.

행정실

민상기

1978. 4. 1. ~ 1998. 12. 18.

농어촌개발연구부

이점모

1978. 5. 1. ~ 1998. 12. 31.

행정실

박문석

1980. 10. 4. ~ 1998. 12. 31.

자료전산실

임만수

1978. 4. 1. ~ 1998. 12. 31.

행정실

박병오

1997. 1. 1. ~ 1998. 12. 31.

농어촌개발연구부

장남선

1995. 5. 1. ~ 1998. 12. 31.

행정실

박성균

1980. 6. 1. ~ 1998. 6. 30.

행정실

장영차

1980. 10. 2. ~ 1998. 12. 31.

행정실

백선기

1983. 7. 22. ~ 1998. 12. 31.

농업부문연구부

장월계

1978. 4. 1. ~ 1998. 12. 31.

홍보출판실

성배영

1978. 7. 1. ~ 1998. 5. 9.

농림기술관리센터

조성자

1978. 8. 14. ~ 1998. 12. 31.

자료전산실

손광순

1979. 1. 4. ~ 1998. 12. 31.

동향분석실

조재환

1986. 1. 15. ~ 1998. 3. 1.

농업부문연구부

송남의

1980. 6. 1. ~ 1998. 12. 31.

행정실

한상립

1983. 3. 2. ~ 1998. 12. 18.

유통경제연구부

강미자

1997. 9. 1. ~ 1999. 12. 31.

행정실

유미영

1987. 2. 25. ~ 1999. 12. 31.

북한농업연구센터

구세익

1997. 4. 1. ~ 1999. 10. 1.

농림기술관리센터

이현수

1995. 5. 30. ~ 1999. 12. 31.

산림경제연구실

김호년

1986. 1. 15. ~ 1999. 12. 31.

기획조정실

정세희

1994. 2. 1. ~ 1999. 12. 31.

농촌발전연구부

유남식

1978. 4. 1. ~ 1999. 12. 31.

농업관측센터

정혜선

1990. 6. 16. ~ 1999. 12. 31.

행정실

이화영

1982. 12. 27. ~ 2000. 12. 31.

행정실

최윤국

1995. 9. 1. ~ 2000. 2. 28.

국제농업연구실

김순덕

1987. 1. 8. ~ 2001. 5. 16.

기획조정실

이인혜

1995. 7. 24. ~ 2001. 4. 17.

국제농업연구실

김재홍

1981. 4. 20. ~ 2001. 1. 16.

행정실

이중웅

1979. 3. 10. ~ 2001. 12. 31.

농산업경제 연구부

박형묵

2001. 3. 2. ~ 2001. 9. 24.

행정실

김운근

1992. 2. 1. ~ 2002. 5. 2.

농림기술관리센터

이두순

1979. 4. 2. ~ 2002. 6. 30.

농산업경제연구부

김정부

1978. 6. 1. ~ 2002. 6. 30.

농촌발전연구센터

이철현

1978. 7. 1. ~ 2002. 8. 1.

농산업경제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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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성명

재직 기간

퇴직 시 부서

성명

재직 기간

퇴직 시 부서

김혜경

1988. 4. 15. ~ 2002. 8. 20.

자료정보지원실

위용석

1991. 3. 4. ~ 2002. 2. 9.

농산업경제연구부

임정빈

1991. 7. 8. ~ 2002. 3. 2.

국제농업연구실

정미경

1996. 10. 16. ~ 2002. 7. 16.

자료정보지원실

김성용

1992. 5. 15. ~ 2003. 4. 1.

농산업경제연구센터

유철호

1985. 10. 1. ~ 2003. 12. 31.

농산업경제연구센터

문순철

1997. 7. 1. ~ 2003. 3. 6.

농정연구센터

이장호

1980. 9. 2. ~ 2003. 5. 1.

자료정보지원실

오치주

1991. 8. 5. ~ 2003. 5. 29.

자료정보지원실

강연욱

2003. 11. 10. ~ 2004. 2. 2.

자료정보지원실

신승열

1994. 7. 1. ~ 2004. 10. 1.

농업관측정보센터

구기보

2003. 11. 1. ~ 2004. 2. 26.

농정연구센터

윤호섭

1983. 2. 12. ~ 2004. 12. 1.

농산업경제연구센터

김은순

1981. 8. 17. ~ 2004. 9. 16.

농촌발전연구센터

이영희

1987. 1. 24. ~ 2004. 10. 1.

농산업경제연구센터

김해열

1992. 7. 1. ~ 2004. 10. 1.

행정실

장우환

1985. 10. 4. ~ 2004. 3. 2.

산림정책연구실

박찬남

1978. 4. 6. ~ 2004. 6. 30.

감사담당

지성구

1982. 11. 6. ~ 2004. 10. 1.

기획조정실

성자경

1984. 10. 24. ~ 2004. 11. 1.

농업관측정보센터

조동렬

1979. 5. 10. ~ 2004. 12. 31.

행정실

김태연

2003. 12. 5. ~ 2005. 2. 26.

농촌발전연구센터

장재봉

2004. 12. 1. ~ 2005. 7. 31.

농업관측정보센터

박재홍

2003. 7. 16. ~ 2005. 3. 1.

농산업경제연구센터

허길행

1980. 4. 2. ~ 2005. 12. 31.

부원장실

유익선

2005. 1. 1. ~ 2005. 1. 29.

농정연구센터

고 욱

2004. 5. 1. ~ 2006. 2. 28.

농업구조연구센터

신은정

2004. 2. 1. ~ 2006. 8. 16.

농촌발전연구센터

김혜영

2003. 2. 1. ~ 2006. 7. 15.

농산업경제연구센터

심재만

2004. 2. 1. ~ 2006. 8. 16.

농촌발전연구센터

문한필

2003. 2. 1. ~ 2006. 8. 15.

농업구조연구센터

이원진

2004. 2. 1. ~ 2006. 2. 28.

농업관측정보센터

박재홍

2003. 2. 1. ~ 2006. 7. 28.

농업관측정보센터

임성진

2004. 5. 1. ~ 2006. 6. 30.

농산업경제연구센터

송우진

2003. 2. 1. ~ 2006. 7. 20.

농업관측정보센터

김민정

2003. 2. 1. ~ 2007. 4. 16.

농산업경제연구센터

이용호

2004. 5. 3. ~ 2007. 12. 31.

농업구조경영연구센터

김상현

1993. 4. 2. ~ 2007. 7. 26.

국제농업연구센터

이현주

2003. 2. 3. ~ 2007. 8. 3.

국제농업연구센터

김태영

2003. 2. 15. ~ 2007. 8. 17.

농산업경제연구센터

임소영

2004. 5. 1. ~ 2007. 6. 20.

국제농업연구센터

김현중

2003. 9. 1. ~ 2007. 12. 31.

농업관측정보센터

정기환

1979. 3. 7. ~ 2007. 12. 3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경철

2003. 2. 1. ~ 2007. 8. 17.

농촌발전연구센터

정예환

1978. 7. 1. ~ 2007. 12. 15.

원장실

박미성

2004. 1. 15. ~ 2007. 12. 31.

농업관측정보센터

정한모

2005. 7. 1. ~ 2007. 8. 20.

농촌정보문화센터

심송보

2005. 1. 1. ~ 2007. 7. 12.

농업관측정보센터

진재학

2005. 7. 1. ~ 2007. 6. 30.

농촌정보문화센터

이능완

2005. 7. 11. ~ 2007. 6. 30.

농촌정보문화센터

한혜성

2005. 3. 2. ~ 2007. 12. 31.

농산업경제연구센터

이요한

2006. 2. 15. ~ 2007. 6. 29.

산림정책연구실

강혜정

2004. 12. 1. ~ 2008. 3. 1.

농업구조경영연구센터

임송수

1995. 10. 1. ~ 2008. 3. 1.

국제농업연구센터

김윤식

1997. 1. 1. ~ 2008. 3. 1.

국제농업연구센터

한귀덕

1999. 9. 28. ~ 2008. 10. 7.

농림기술관리센터

서성천

2005. 1. 1. ~ 2008. 10. 2.

농업구조경영연구센터

허영구

1983. 6. 15. ~ 2008. 6. 27.

노동조합

오세익

1982. 7. 1. ~ 2008. 7.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성일

2000. 6. 19. ~ 2009. 9. 17.

농림기술관리센터

유찬희

2007. 2. 1. ~ 2009. 5. 19.

미래정책연구실

김철민

1986. 3. 15. ~ 2009. 2. 16.

농식품정책연구본부

윤기호

2009. 2. 16. ~ 2009. 9. 17.

농림기술관리센터

김형모

1978. 4. 1. ~ 2009. 8. 21.

농림기술관리센터

윤여흥

1978. 4. 1. ~ 2009. 8. 21.

농림기술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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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퇴직년도

2009

2010

2011

2012

538

성명

재직 기간

류영섭

1997. 2. 12. ~ 2009. 9. 17.

문영미

2003. 5. 27. ~ 2009. 9. 17.

박 을

1983. 3. 2. ~ 2009. 8. 21.

박지윤

퇴직 시 부서

성명

재직 기간

퇴직 시 부서

농림기술관리센터

이금선

1997. 2. 12. ~ 2009. 9. 17.

농림기술관리센터

농림기술관리센터

이용호

2008. 1. 1. ~ 2009. 6. 18.

미래정책연구실

행정실

장승동

1997. 7. 7. ~ 2009. 9. 17.

농림기술관리센터

2000. 6. 1. ~ 2009. 10. 1.

행정실

조용원

2006. 2. 15. ~ 2009. 7. 17.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박형삼

1981. 9. 3. ~ 2009. 9. 17.

농림기술관리센터

주현정

2006. 4. 3. ~ 2009. 6. 17.

농식품정책연구본부

서형석

1999. 12. 1. ~ 2009. 9. 17.

농림기술관리센터

최국현

2005. 3. 1. ~ 2009. 9. 17.

농림기술관리센터

신동헌

2007. 7. 16. ~ 2009. 7. 16.

농촌정보문화센터

최양석

1997. 2. 12. ~ 2009. 9. 17.

농림기술관리센터

신봉철

1996. 7. 1. ~ 2009. 9. 17.

농림기술관리센터

한경숙

2001. 10. 18. ~ 2009. 9. 17.

농림기술관리센터

신완식

1997. 2. 12. ~ 2009. 9. 17.

농림기술관리센터

황승재

2005. 7. 1. ~ 2009. 9. 1.

농림기술관리센터

유영찬

1997. 3. 10. ~ 2009. 9. 17.

농림기술관리센터

권오복

1989. 4. 17. ~ 2010. 7. 13.

농식품정책연구본부

이장호

1980. 9. 2. ~ 2010. 12. 26.

김성훈

2006. 9. 1. ~ 2010. 3. 1.

농식품정책연구본부

전상곤

1999. 2. 1. ~ 2010. 9. 1.

농식품정책연구본부

김영섭

1978. 11. 21. ~ 2010. 1. 1.

행정실

조영수

2006. 2. 15. ~ 2010. 1. 1.

미래정책연구실

김재왕

2007. 7. 1. ~ 2010. 7. 1.

농촌정보문화센터

천인석

2007. 5. 2. ~ 2010. 12. 1.

농업관측센터

김태근

2005. 9. 1. ~ 2010. 4. 1.

농촌정보문화센터

최익창

2003. 7. 1. ~ 2010. 10. 2.

농업관측센터

박주영

2003. 2. 1. ~ 2010. 4. 21.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허상성

2005. 7. 1. ~ 2010. 8. 3.

농촌정보문화센터

배종하

2009. 3. 2. ~ 2010. 5. 23.

글로벌협력연구본부

허정회

2008. 3. 3. ~ 2010. 4. 17.

미래정책연구실

송진철

1981. 11. 26. ~ 2010. 7. 1.

조사역

김광진

1978. 4. 1. ~ 2011. 7. 1.

조사역

이동필

1981. 3. 2. ~ 2011. 10. 8.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김말징

2010. 2. 16. ~ 2011. 5. 7.

농업관측센터

장정경

2005. 8. 16. ~ 2011. 8. 1.

농식품정책연구본부

김재환

2003. 2. 1. ~ 2011. 8. 8.

농업관측센터

전익수

2000. 1. 15. ~ 2011. 9. 1.

미래정책연구실

신용광

2004. 5. 1. ~ 2011. 9. 1.

농식품정책연구본부

정재현

2005. 9. 1. ~ 2011. 9. 2.

농촌정보문화센터

이경원

2010. 10. 1. ~ 2011. 10. 22.

농촌정보문화센터

조규담

2010. 6. 24. ~ 2011. 6. 23.

글로벌협력연구본부

김광수

2009. 6. 8. ~ 2012. 2. 2.

농업발전연구부

이인아

2005. 9. 2. ~ 2012. 5. 22.

농촌정보문화센터

김귀영

2005. 9. 1. ~ 2012. 5. 22.

농촌정보문화센터

이주영

2010. 7. 19. ~ 2012. 5. 22.

농촌정보문화센터

김배성

1997. 7. 1. ~ 2012. 2. 29.

자원환경연구부

이창범

2011. 8. 3. ~ 2012. 9. 2.

농업관측본부 축산실

김상호

2005. 7. 1. ~ 2012. 5. 22.

농촌정보문화센터

이학주

2010. 7. 1. ~ 2012. 5. 22.

농촌정보문화센터

김종원

2010. 7. 1. ~ 2012. 5. 22.

농촌정보문화센터

장재봉

2010. 5. 18. ~ 2012. 2. 29.

식품유통연구부

김현수

2010. 6. 15. ~ 2012. 5. 22.

농촌정보문화센터

조경익

2007. 7. 1. ~ 2012. 5. 22.

농촌정보문화센터

남경수

2010. 11. 4. ~ 2012. 12. 31.

농업관측본부 축산실

조소현

2009. 2. 18. ~ 2012. 2. 14.

식품유통연구부

남양호

2012. 5. 2. ~ 2012. 12. 16.

농업관측센터

조우림

2009. 11. 3. ~ 2012. 11. 14.

농업관측센터 곡물실

박금연

2005. 9. 1. ~ 2012. 5. 22.

농촌정보문화센터

주형돈

2006. 9. 1. ~ 2012. 7. 30.

기획조정실

손영미

2005. 9. 1. ~ 2012. 5. 22.

농촌정보문화센터

지현서

2008. 12. 15. ~ 2012. 4. 6.

농업관측센터 원예실

연규영

2005. 7. 1. ~ 2012. 5. 22.

농촌정보문화센터

최영운

2005. 7. 1. ~ 2012. 5. 22.

농촌정보문화센터

윤형현

2008. 2. 1. ~ 2012. 8. 21.

농업관측센터 원예실

한승용

2008. 5. 2. ~ 2012. 4. 5.

농업관측센터 원예실

산림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퇴직년도

2012

2013

2014

2015

성명

재직 기간

퇴직 시 부서

성명

재직 기간

퇴직 시 부서

이상곤

2009. 8. 3. ~ 2012. 1. 2.

농촌정보문화센터

허경태

2011. 2. 21. ~ 2012. 1. 25.

산림정책연구부

이선호

2005. 8. 1. ~ 2012. 5. 22.

농촌정보문화센터

홍준표

2010. 6. 15. ~ 2012. 6. 14.

농업발전연구부

이웅연

2007. 2. 7. ~ 2012. 4. 9.

자원환경연구부

권대흠

2010. 3. 2. ~ 2013. 2. 28.

농업관측센터 곡물실

민자혜

2007. 10. 5. ~ 2013. 8. 14.

농촌정책연구부

김수림

2007. 3. 1. ~ 2013. 12. 31.

농업관측센터

박현태

2002. 4. 1. ~ 2013. 6. 30.

자원환경연구부

김용택

1984. 3. 19. ~ 2013. 12. 3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석준호

2012. 9. 3. ~ 2013. 8. 14.

FTA이행지원센터

김원태

2005. 8. 1. ~ 2013. 12. 31.

농업관측센터

윤재웅

2012. 9. 3. ~ 2013. 9. 17.

농업관측센터

김윤종

2012. 9. 18. ~ 2013. 9. 17.

농업발전연구부

이규천

1995. 9. 1. ~ 2013. 12. 3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재한

2005. 7. 1. ~ 2013. 1. 18.

농업관측센터 원예실

정인걸

1978. 4. 1. ~ 2013. 12. 3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호

1986. 3. 15. ~ 2013. 12. 31.

농업발전연구부

최세균

1981. 3. 2. ~ 2013. 5. 29.

부원장실

권태진

1980. 3. 3. ~ 2014. 6. 30.

글로벌협력연구부

이용건

2013. 6. 3. ~ 2014. 10. 6.

김명환

1989. 1. 4. ~ 2014. 6. 30.

농업관측센터

농업관측센터
축산관측실

김우태

2013. 4. 2. ~ 2014. 5. 31.

농촌정책연구부

임지은

2011. 5. 2. ~ 2014. 12. 14.

농업발전연구부

김윤형

2000. 11. 1. ~ 2014. 2. 28.

자원환경연구부

장도환

2007. 7. 2. ~ 2014. 8. 25.

농업관측센터

남민지

2007. 11. 26. ~ 2014. 7. 28.

글로벌협력연구부

전일송

1980. 4. 2. ~ 2014. 6. 30.

청사이전추진단

박석두

1986. 1. 15. ~ 2014. 12. 31.

자원환경연구부

정승은

2011. 4. 6. ~ 2014. 11. 30.

국제농업개발협력
센터

박성재

1982. 2. 15. ~ 2014. 12. 31.

농업발전연구부

정원호

2012. 6. 1. ~ 2014. 2. 28.

농업발전연구부

안선진

2010. 9. 1. ~ 2014. 7. 18.

산림정책연구부

조병철

2012. 1. 26. ~ 2014. 1. 25.

산림정책연구부

양찬영

2013. 2. 1. ~ 2014. 4. 11.

농업발전연구부

조재성

2012. 7. 2. ~ 2014. 8. 31.

글로벌협력연구부

양행진

2013. 11. 15. ~ 2014. 7. 1.

기획조정실

조한슬

2013. 12. 16. ~ 2014. 9. 17.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어명근

1985. 1. 1. ~ 2014. 12. 31.

글로벌협력연구부

최경환

1983. 3. 19. ~ 2014. 12. 31.

농촌정책연구부

윤병석

2008. 9. 16. ~ 2014. 3. 10.

농촌정책연구부

한재환

2007. 6. 11. ~ 2014. 8. 24.

자원환경연구부

이요한

2013. 8. 1. ~ 2014. 8. 31.

산림정책연구부

공민지

2011. 7. 1. ~ 2015. 3. 15.

농업관측센터
곡물관측실

문동현

2009. 6. 1. ~ 2015. 8. 6.

자원환경연구부

박유진

2014. 5. 15. ~ 2015. 7. 3.

농촌정책연구부

김경덕

1987. 1. 19. ~ 2015. 8. 31.

농업·농촌정책연구부

손은애

2014. 1. 6. ~ 2015. 5. 15.

식품유통연구부

김선경

1995. 4. 11. ~ 2015. 8. 20.

기획조정실

송주호

2003. 11. 1. ~ 2015. 6. 30.

글로벌협력연구부

김영단

2007. 9. 1. ~ 2015. 10. 5.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이병훈

2001. 5. 2. ~ 2015. 3. 30.

글로벌협력연구부

김영준

2014. 3. 3. ~ 2015. 7. 7.

농업발전연구부

정다정

2013. 2. 4. ~ 2015. 2. 28.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김태곤

1984. 3. 10. ~ 2015. 6. 30

농업발전연구부

정재호

2014. 7. 1. ~ 2015. 8. 6.

산림정책연구부

김태우

2010. 10. 12. ~ 2015. 4. 22.

농업관측센터
모형정책지원실

조안철

2005. 7. 19. ~ 2015. 7. 20.

행정실

조정희

2015. 3. 16. ~ 2015. 4. 9.

산림정책연구부

농업·농촌정책연구부

한혜성

2008. 1. 1. ~ 2015. 8. 20.

자원환경연구부

남승희

2014. 8. 1. ~ 2015. 9. 7.

노영숙

1992. 4. 22. ~ 2015. 8. 20.

창의정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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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퇴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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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재직 기간

퇴직 시 부서

성명

재직 기간

퇴직 시 부서

김창길

1988. 3. 2. ~ 2016. 6. 2.

자원환경연구부

오정훈

2016. 3. 2. ~ 2016. 7. 22.

농업·농촌정책연구부

도상래

2015. 2. 25. ~ 2016. 10. 5.

기획조정실

윤성은

2013. 1. 24. ~ 2016. 7. 20.

자원환경연구부

박동규

1989. 10. 5. ~ 2016. 12. 31.

농업관측본부 곡물실

장철수

1994. 7. 1. ~ 2016. 12. 31.

박문호

1986. 1. 1. ~ 2016. 12. 31.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
산림정책연구센터

박현태

2013. 10. 1. ~ 2016. 9. 30.

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

조미형

2012. 6. 15. ~ 2016. 7. 18.

농업·농촌정책연구부

오내원

1983. 6. 1. ~ 2016. 12. 31.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강창용

1985. 4. 1. ~ 2017. 6. 30.

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

이상현

2015. 1. 2. ~ 2017. 6. 29.

글로벌협력연구본부

김덕호

2016. 8. 8. ~ 2017. 8. 7.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이윤경

2014. 10. 1. ~ 2017. 5. 23.

농업관측본부 축산실

김수지

2013. 4. 2. ~ 2017. 11. 30.

글로벌협력연구본부
FTA이행지원센터

이은희

2017. 1. 2. ~ 2017. 1. 20.

농업관측본부
모형정책지원실

박지연

2015. 4. 6. ~ 2017. 10. 30.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이찬휘

2014. 3. 5. ~ 2017. 9. 11.

기획조정실

반현정

2009. 6. 1. ~ 2017. 8. 18.

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

이혜진

2015. 7. 15. ~ 2017. 9. 5.

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

서은희

1999. 7. 1. ~ 2017. 9. 14.

경영지원실

전창곤

1982. 3. 1. ~ 2017. 12. 31.

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

성명환

1986. 1. 15. ~ 2017. 12. 31.

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

정호연

2013. 3. 18. ~ 2017. 4. 12.

안규미

2015. 3. 16. ~ 2017. 9. 20.

글로벌협력연구본부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글로벌협력연구본부
FTA이행지원센터

채주호

2013. 9. 16. ~ 2017. 9. 27.

농업관측센터 곡물실

안수정

2014. 5. 15. ~ 2017. 6. 30.

글로벌협력연구본부

천관우

2011. 5. 2. ~ 2017. 5. 31.

대외협력정보실

옥치목

1978. 5. 1. ~ 2017. 6. 3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은지

2015. 3. 16. ~ 2017. 3. 7.

윤선희

2014. 6. 16. ~ 2017. 7. 5.

농업관측본부
모형정책지원실

글로벌협력연구본부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최지현

1981. 12. 10. ~ 2017. 6. 30.

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

경영지원실

지인배

2000. 5. 1. ~ 2018. 2. 28.

농업관측본부 축산실

글로벌협력연구본부
통상·동북아연구센터

최종우

2014. 12. 1. ~ 2018. 2. 28.

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
식품·유통연구센터

강영록

2018. 1. 1. ~2018. 3. 5.

어명근

2015. 3. 2. ~ 2018.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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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표창자 명단

연도

1978

1980

1981

상훈명

직급 및 성명

원장표창

직무훈련성적우수

연구원

김수욱

연구원

오치주

원장표창

우수예비군운용유공

연구조원

조명기

행정보조원

서병준

원장표창

직무교육성적우수

행정보조원

박명수

집계원

유경주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책임연구원

김상종

책임연구원

신우재

책임연구원

이인철

책임연구원

이용만

연구원

이영만

연구조원

김형모

원장표창

직장예비군발전유공

연구원

민상기

농수산부장관표창

사회정화운동추진유공

연구원

허정희

원장표창

직장예비군발전유공

연구조원

김광진

새마을훈장협동장

새마을사업유공

책임연구원

이용만

농수산부장관표창

사회정화운동추진유공

3급 관리원

홍성종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책임연구원

이광원

책임연구원

현공남

연구원

김명환

연구원

유남식

연구원

이철현

연구조원

정인걸

3급 관리원

김명기

책임연구원

이광원

연구원

조덕래

연구원

최세균

연구조원

박찬남

2급 관리원

유광남

원장표창

1982

공적

업무 및 경제교육유공

연구조원

옥치목

청량리경찰서장표창

멸공28호훈련유공

연구원

김광진

감사장 및 동대문

멸공28호훈련유공

기능원

이동수

방위협의회장표창

임시연구원

서영석

농수산부장관표창

농어촌부업제품전시회유공

연구조원

전일송

농수산부장관표창

사회정화운동추진유공

4급 관리원

서병준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책임연구원

이두순

연구원

신영태

연구원

이성복

3급 관리원

정기환

4급 관리원

선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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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83

상훈명

업무수행유공

기능원

박형삼

행정보조원

이명섭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기능원

박성균

기능원

송남의

기능원

장영차

국민훈장목련장

경제사회발전유공

수석연구원

최양부

대통령표창

경제교육유공

수석연구원

김봉구

국무총리표창

경제교육유공

책임연구원

이광원

농수산부장관표창

사회정화운동추진유공

연구원

황연수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책임연구원

김정부

책임연구원

민상기

연구원

김광진

연구원

김은순

연구원

윤석원

연구원

이은우

연구원

조명기

연구원

최정섭

3급 관리원

윤중덕

3급 관리원

홍성종

책임연구원

유승우

연구원

권태진

연구원

김형모

연구원

김진석

연구원

옥영수

연구원

이동필

연구원

최지현

연구조원

이화영

기능원

장태섭

기능원

배영숙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업무수행유공

농수산부장관표창

양정시책추진유공

연구원

김진수

농수산부장관표창

농정홍보유공

책임연구원

장윤환

조직활성화추진유공

4급 관리원

박형삼

사회정화운동추진유공

기능원

고찬옥

업무수행유공

연구원

조덕래

연구원

최경환

연구원

최세균

3급 관리원

조동렬

연구조원

옥치목

집계원

황영이

연구원

조명기

원장표창

산업포장

양정시책추진유공

연구위원

주용재

농수산부장관표창

정신교육추진유공

4급 관리원

김영섭

문교부장관표창

경제교육추진유공

1급 관리원

이수영

농수산부장관표창

농수산물유통시책추진유공

책임연구원

허길행

농수산부장관표창

조직활성화추진유공

3급 관리원

박찬남

에너지절약추진유공

기능원

최정규

업무수행유공

책임연구원

이장호

연구원

박성재

연구원

이성규

연구원

전창곤

연구원

정철모

연구조원

김정봉

기능원

강현희

기능원

고춘복

집계원

손광순

1985
원장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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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및 성명

원장표창

원장표창

1984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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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상훈명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직급 및 성명
책임연구원

이정용

기능원

배정원

기능원

심현주

기능원

윤여흥

기능원

임만수

집계원

이순애

집계원

장월계

원장표창

경로효친모범

기능원

이점모

농수산부장관표창

농업기반조성사업유공

책임연구원

이용만

정화운동추진유공

책임연구원

오세익

농산물유통개선유공

연구원

김진석

업무수행유공

2급 관리원

윤종선

3급 관리원

송진철

연구조원

김재홍

연구조원

조성자

기능원

김미란

기능원

김영주

기능원

정예환

집계원

박길자

집계원

이기숙

집계원

정미숙

1986

원장표창

산업포장

농업기계화사업유공

수석연구원

강정일

국무총리표창

양정시책유공

책임연구원

유남식

감사원장표창

감사업무발전유공

책임연구원

이정용

보병제57사단장표창

예비군전력강화유공

책임연구원

이영석

농림수산부장관표창

농수산물유통시책유공

연구원

한상립

양정시책유공

연구원

안기옥

업무수행유공

책임연구원

김기성

책임연구원

김정기

책임연구원

이기중

책임연구원

이영석

연구원

박문석

연구조원

박현준

연구조원

신영심

연구조원

유재경

기능원

김종구

집계원

김 연

책임연구원

권태진

연구원

정인걸

2급 관리원

조동렬

농수산물유통시책유공

책임연구원

김정기

책임연구원

최지현

농어촌소득증대시책유공

책임연구원

최경환

농림수산행정지원유공

3급 관리원

송진철

업무수행유공

4급 전문원

전일송

4급 전문원

지성구

기능원

박성균

기능원

박원도

기능원

송남의

기능원

장영차

기능원

정천환

기능원

조경희

1987
원장표창

농림수산부장관표창

농림수산부장관표창

1988

공적

원장표창

개원10주년연구원발전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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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상훈명

공적

감사원장표창

감사업무발전유공

책임연구원

김정부

석탑산업훈장

식량증산시책유공

수석연구위원

김성호

국무총리표창

수산진흥시책유공

책임연구원

신영태

농림수산부장관표창

양정시책유공

연구위원

윤호섭

농수산물유통시책유공

책임연구원

이영석

책임연구원

정안성

농림수산행정지원유공

3급 관리원

박 을

업무수행유공

책임연구원
3급 관리원

1989

원장표창

1992

544

책임연구원

이철현

백종희

책임연구원

오내원

심긍섭

3급 관리원

유호일

연구보조원

성자경

기능원

김길은

기능원

김 현

농림수산부장관표창

농수산물유통시책유공

책임연구원

조명기

부연구위원

허길행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책임연구원

김광진

책임연구원

유승우

연구원

김병률

연구원

김한호

연구원

서진교

연구원

이계임

연구원

전장수

3급 관리원

박형삼

3급 전문원

이계현

주임보조원

이순애

책임연구원

최세균

1990

1991

직급 및 성명

대통령표창

농수산물유통시책유공

부연구위원

허길행

국무총리표창

농정시책추진유공

책임연구원

최경환

농림수산부장관표창

농업협력통상시책유공

연구위원

이재옥

양정시책유공

책임연구원

조덕래

업무수행유공

책임연구원

강창용

책임연구원

김영훈

책임연구원

조재환

책임연구원

한두봉

연구원

김정봉

연구원

이재성

기능원

한혜선

원장표창

3급 전문원

이계현

국무총리표창

추곡수매홍보유공

연구위원

윤호섭

농림수산부장관표창

농어촌복지시책유공

연구위원

정명채

농림수산시책유공

책임연구원

김동민

농림수산시책홍보유공

2급 전문원

윤중덕

업무수행유공

책임연구원

김철민

책임연구원

박석두

책임연구원

윤원근

책임연구원

이병기

책임연구원

이영대

4급 전문원

송영선

연구보조원

김순덕

연구보조원

심해선

연구보조원

유미영

연구보조원

이영희

기능원

강미자

기능원

김명숙

원장표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연도

1993

상훈명

공적

대통령표창

농업진흥지역지정유공

부연구위원

김정호

농림수산부장관표창

농어촌복지시책유공

연구위원

이정환

농산물수출증대유공

책임연구원

서진교

농어촌진흥대상

교육홍보유공

부연구위원

김정부

대통령표창

농정시책추진유공

연구위원

이재옥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책임연구원

장우환

책임연구원

정기환

책임연구원

정인걸

3급 관리원

김영섭

3급 관리원

옥치목

주임기능원

박성균

기능원

최주호

농업협력통상시책유공

부연구위원

최정섭

국가기강확립유공

3급 관리원

박형삼

업무수행유공

책임연구원

권오복

책임연구원

박성재

책임연구원

유남식

책임연구원

이장호

책임연구원

최지현

3급 관리원

유호일

3급 전문원

이화영

주임기능원

고춘복

주임기능원

김영주

주임기능원

박원도

기능원

주흥진

농림수산부장관표창

원장표창
1994

농림수산부장관표창

모범국가유공

기능원

김명숙

대통령표창

농어촌발전대책추진유공

연구위원

김명환

국무총리표창

농업협력통상시책유공

부연구위원

최정섭

농림수산부장관표창

양정시책추진유공

부연구위원

박동규

농어촌발전대책추진유공

책임연구원

조재환

업무수행유공

책임연구원

김정연

책임연구원

김종숙

책임연구원

김태곤

책임연구원

김형모

책임연구원

박문호

책임연구원

허 덕

3급 관리원

김호년

3급 관리원

이명섭

주임기능원

고찬옥

연구보조원

김혜경

농업협력통상시책유공

책임연구원

권오복

국가기강확립유공

1급 관리원

조동렬

농림수산행정지원유공

기능원

강미자

황조근정훈장

국가사회발전유공

원장

박상우

농림수산부장관표창

모범국가유공

연구보조원

김은정

농림수산부장관표창

농업구조개선추진유공

책임연구원

박시현

산업포장

농정시책추진유공

수석연구위원

이정환

농림부장관표창

국가기강확립유공

2급 전문원

박찬남

원장표창
1995

농림수산부장관표창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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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상훈명

농림부장관표창

원장표창

공적
양정시책유공

책임연구원

유남식

농정시책추진유공

책임연구원

김병률

식량생산시책추진유공

부연구위원

강창용

업무수행유공

부연구위원

어명근

책임연구원

김경덕

책임연구원

김은순

책임연구원

김정봉

책임연구원

신영태

책임연구원

전창곤

책임연구원

황의식

2급 관리원

심긍섭

3급 전문원

조성자

주임보조원

장월계

기능원

정혜선

1996

국무총리표창

구리농산물도매시장건설유공 책임연구원

전창곤

농림부장관표창

모범국가유공

연구보조원

김혜경

산업포장

농정시책추진유공

수석연구위원

서종혁

대통령표창

양정시책추진유공

부연구위원

박동규

국무총리표창

농정시책추진유공

부연구위원

유승우

농업협력통상시책추진유공

부연구위원

어명근

농림부장관표창

농정시책추진유공

부연구위원

박성재

농림부장관표창

양정시책추진유공

책임연구원

황의식

농림부장관표창

식량생산시책유공

책임연구원

김형모

농정발전기획유공

책임연구원

김태곤

농업통상시책및수출증대유공 부연구위원

성명환

농정시책추진유공

책임연구원

박석두

농정시책홍보유공

책임연구원

이성호

국가기강확립대책유공

2급 관리원

심긍섭

산림청장표창

산림정책추진유공

책임연구원

장우환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부연구위원

석현덕

책임연구원

한상립

2급 전문원

이성복

2급 전문원

박문석

주임기능원

이점모

주임보조원

손광순

기능원

김해열

선임연구위원

이재옥

선임연구위원

김명환

연구위원

박성재

연구위원

최지현

연구위원

김병률

부연구위원

정민국

부연구위원

김경필

전문연구원

김용렬

농정시책유공

연구위원

김용택

농산원예정책유공

부연구위원

김창길

1997
농림부장관표창

원장표창

1998

농림부장관표창

농림부장관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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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20주년

농업인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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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상훈명

공적

국가기강확립유공

1998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부연구위원

이계임

1급 관리원

김광진

1급 관리원

송진철

연구위원

권태진

연구위원

오내원

연구위원

김영훈

부연구위원

허 장

2급 관리원

박 을

2급 관리원

김영섭

2급 관리원

지성구

주임연구조원

성자경

부연구위원

김홍상

주임연구조원

노영숙

국민포장

규제개혁유공

연구위원

이동필

농림부장관표창

농정시책유공

부연구위원

김경덕

농림부장관표창

농정시책유공

부연구위원

오내원

전문연구원

김철민

연구위원

최경환

연구위원

신승열

부연구위원

장철수

1급 관리원

옥치목

전문연구원

신봉철

2급 관리원

박 을

1999
원장표창

2000

직급 및 성명

업무수행유공

2급 관리원

김영섭

재경부장관표창

농업관측유공

부연구위원

박준기

과학기술부장관표창

1999 국가연구개발사업유공

선임관리원

유규종

대통령표창

국민건강보험연구유공

선임연구위원

정명채

농림부장관표창

농정시책유공

연구위원

이규천

위촉연구원

황준구

부연구위원

박문호

2급 관리원

박형삼

연구위원

박현태

부연구위원

조태희

주임기능원

정예환

주임기능원

류남렬

농림부장관표창

원장표창

농업발전기여유공

업무수행유공

연구위원

박대식

재경부장관표창

농업관측유공

부연구위원

김연중

대통령표창

농촌소득증대유공

부연구위원

임송수

재경부장관표창

국가경제발전기여유공

부연구위원

서진교

농림장관표창

농업발전기여유공

연구위원

박현태

연구위원

박대식

연구위원

신승열

2급 관리원

유영찬

초청연구원

장승동

전문연구원

김동원

2급 관리원

전일송

2급 관리원

김병철

위촉연구원

신완식

위촉연구원

최양석

위촉연구원

유혜영

위촉연구조원

최선미

2001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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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2

상훈명

직급 및 성명

국무총리표창

국가산업발전유공

연구위원

김경덕

농림부장관표창

농업발전기여유공

연구위원

김영훈

농정시책유공

부연구위원

김형모

국무총리표창

국가산업발전유공

부연구위원

김형모

농림부장과표창

농정발전기여유공

2급 관리원

전일송

위촉연구원

이금선

선임연구위원

위촉연구원

류영섭

오세익

연구위원

박시현

연구위원

유승우

연구위원

정기환

연구위원

조명기

연구위원

최세균

부연구위원

권오복

부연구위원

송미령

부연구위원

정인걸

부연구위원

정정길

2급 관리원

한천희

주임기능원

박현준

주임연구조원

이영희

선임연구위원

김정호

선임연구위원

이동필

선임연구위원

최세균

연구위원

전창곤

부연구위원

김수석

전문연구원

안병일

전문연구원

한근수

개원25주년(효행상)

연구위원

유승우

개원25주년(논문상)

선임연구위원

최세균

개원25주년(연구상)

연구위원

임송수

개원25주년(특별공로상)

1급 관리원

심긍섭

1급 관리원

옥치목

개원25주년(우수직원상)

전문연구원

김동원

2급 관리원

한천희

국가산업발전유공

연구위원

김병률

농촌소득증대유공

연구위원

김태곤

농업농촌발전유공

부연구위원

이계임

농업발전기여유공

위촉연구원

최양석

국무총리표창

정부주요정책개발유공

연구위원

박시현

농림부장관표창

농업농촌발전유공

위촉연구원

신완식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연구위원

강창용

연구위원

김창길

연구위원

허 장

연구위원

황의식

부연구위원

김경필

주임연구조원

김명숙

주임연구조원

김선경

주임연구조원

노영숙

주임기능원

주흥진

주임행정조원

김은정

위촉연구원

신완식

위촉기능원

조성자

원장표창

원장표창

국무총리표창
2003
농림부장관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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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업무수행유공

개원25주년(과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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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상훈명
원장표창

2004

2005

공적

직급 및 성명

개원26주년(효행상)

연구원

이병훈

개원26주년(우수직원상)

전문연구원

한근수

개원26주년(우수직원상)

선임관리원

유규종

국무조정실장표창

국가발전기여유공

부연구위원

조태희

농림부장관표창

농정시책유공

연구원

서형석

기획예산처장관표창

기획예산유공

1급 관리원

심긍섭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연구위원

김홍상

위촉전문연구원

손철호

원장표창

개원27주년(우수직원상)

부연구위원

김배성

특별공로상

부연구위원

조태희

국무총리표창

국가산업발전유공

연구위원

이용선

농림부장관표창

농업농촌발전유공

부연구위원

박준기

대통령표창

농업인의날

부원장

오세익

국무총리표창

농업인의날

연구위원

이용선

경사연표창

기관발전기여유공

1급 관리원

한천희

농림부장관표창

농업농촌발전유공

전문연구원

정학균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전문연구원

초청연구원

김상현

2급 관리원

성진석

주임기능원

류남렬

성주인

연구원

최영운

초청연구원

김혜영

초청연구원

문한필

3급 관리원

서정필

연구조원

이경미

위촉연구조원

박혜진

위촉연구조원

원지연

위촉연구조원

한경숙

국무조정실장표창

국가발전기여유공

부연구위원

김동원

원장표창

개원28주년(효행상)

연구원

정한모

개원28주년(봉사상)

초청연구원

김태영

농림부장관표창

농업농촌발전유공

부연구위원

박기환

경사연표창

기관발전기여유공

1급 관리원

김병철

주임기능원

류남렬

재경부장관표창

농정시책유공

연구위원

권오복

전문연구원

장승동

초청연구원

김원태

초청연구원

송성환

2급 관리원

김귀영

부연구위원

이상민

전문연구원

마상진

전문연구원

정호근

초청연구원

임소영

1급 관리원

송진철

2급 관리원

한우석

주임기능원

박현준

위촉기능원

이성규

위촉연구조원

이은혁

위촉연구조원

이인숙

위촉연구조원

전형주

위촉행정조원

박시현

2006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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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상훈명

공적

직급 및 성명

국무조정실장표창

국가발전기여유공

전문연구원

한근수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선임연구위원

김명환

대통령표창

농업통상정책유공

선임연구위원

최세균

농림부장관표창

국제협력 및 농업관측공모

연구위원

장철수

연구회이사장표창

연구기관 우수직원 포상

선임전문원

한근수

선임연구위원

박성재
한우석

대통령표창

선임연구위원

최세균

부연구위원

김태훈

연구회이사장표창

우수직원

2급 관리원

재정경제부장관표창

국가경제발전기여유공

연구위원

김경덕

농림부장관표창

농정시책유공

연구위원

정정길

부연구위원

김윤식

전문연구원

류영섭

전문연구원

연규영

허상성

2007

박영구

원장표창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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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유공

3급 관리원

유혜영

전문연구원

강혜정

전문연구원

우병준

초청전문연구원

박주영

연구원

김홍원

연구원

유정인

초청연구원

박미성

초청연구원

이용호

3급 관리원

강명환

3급 관리원

맹자경

주임행정조원

김은정

위촉연구조원

서은희

위촉연구조원

이정민

위촉연구조원

이정연

연구위원

김창길

연구위원

허 장

위촉연구조원

곽민아

행정자치부장관표창

국가경제발전기여유공

연구위원

박시현

원장표창

공로상

연구위원

김영훈

KREI 연구상

선임연구위원

김정호

KREI 연구상

연구위원

김창길

공로상

연구위원

송미령

KREI 연구상

연구위원

이계임

KREI 연구상

연구위원

황의식

봉사상

초청연구원

김동훈

3급 관리원

이정현

공로상

1급 관리원

박형삼

원장표창

우수직원 표창

2급 전문원

김귀영

농림수산식품부장관표창

농업농촌발전유공

선임연구위원

권태진

대통령표창

농정시책유공

연구위원

송주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표창

농업농촌발전유공

연구위원

김용렬

연구위원

송미령

연구위원

황의식

부연구위원

김경필

원장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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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8

상훈명

공적

직급 및 성명
연구원

김현중

연구원

최영운

2급 관리원

유영찬

3급 전문원

김태근

연구조원

문영미

연구회이사장표창

우수직원 표창

2급 관리원

서정필

국무총리표창

농정시책유공

전문연구원

신완식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벤처농기업 지원 유공

1급 관리원

전일송

원장표창

우수직원 표창

부연구위원

국승용

부연구위원

김정섭

부연구위원

신용광

전문연구원

이명기

전문연구원

황승재

책임기능원

주흥진

연구조원

박지윤

위촉연구조원

남숙경

위촉행정조원

윤 옥

3급 관리원

원동환

1급 관리원

허상성

위촉연구조원

박혜진

국무총리표창

국가발전기여유공

부연구위원

정은미

원장표창

특별공로상

연구위원

조명기

효행상

전문연구원

허주녕

연구회이사장표창

우수연구상(제2009-20호)

연구위원

송미령

연구회이사장표창

우수직원 표창

선임관리원

김재왕

기획재정부장관표창

물가안정기여

연구위원

김배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표창

2009년도 채소특작분야 유공

부연구위원

신용광

농업관측분야 발전 유공

초청전문연구원

김재환

농업농촌발전유공

위촉연구조원

곽민아

연구회이사장표창

우수직원 표창

3급 전문원

손영미

국가경쟁력위원회위원장

위원장상

연구위원

김병률

원장표창

우수직원 표창

연구위원

성주인

부연구위원

전상곤

부연구위원

전형진

책임연구조원

김명숙

책임연구조원

김선경

연구원

김영단

연구원

김정승

초청연구원

김재한

초청연구원

장정경

2급 전문원

조경익

부연구위원

김동원

부연구위원

연규영

2009

3급 관리원

김민철

국무총리표창

정책개발지원 유공

책임행정원

옥치목

원장표창

효행상

부연구위원

국승용

특별공로상

연구위원

허 장

책임관리원

전일송

2010
연구회이사장표창

우수연구상

연구위원

김창길

농림수산식품부장관표창

농업농촌발전유공

전문원

조경익

농림수산식품부장관표창

농업농촌발전유공

선임연구위원

최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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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0

상훈명

공적
부연구위원

전익수

책임전문원

김귀영

전문원

박금연

전문원

손영미

쌀소비 촉진

부연구위원

김상호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

연구위원

김창길

연구회이사장표창

우수직원 포상

주임기능원

박현준

위촉행정조원

윤 옥

원장표창

우수직원 표창

선임연구위원

박시현

부연구위원

김광선

부연구위원

한석호

책임행정원

심긍섭

연구원

김창호

연구원

윤종열

연구원

정대희

연구원

한혜성

전문원

김홍원

관리원

강명환

초청연구원

이웅연

위촉연구조원

윤경진

국민훈장(동백장)

농가경제 안정화 및 농업금융 선임연구위원
선진화 공로

박성재

원장표창

특별공로상

연구위원

정정길

국민훈장(동백장)

규제개혁유공

선임연구위원

이동필

국무총리표창

정부정책 과제개발 공로

부연구위원

한석호

대통령실 산업포장

산업포장

연구위원

최경환

농림수산식품부장관표창

농림수산식품산업 발전 공로

부연구위원

한석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표창

농업농촌발전유공

위촉행정조원

윤 옥

원장표창

우수직원 표창

부연구위원

문한필

부연구위원

서대석

부연구위원

정학균

부연구위원

채광석

초청전문연구원

송성환

선임행정원

한천희

초청연구원

김수림

초청연구원

민자혜

행정원

김종원

기능원

조안철

연구원

권인혜

연구위원

이계임

연구위원

정정길

연구위원

허 덕

연구위원

허 장

위촉연구조원

이지형

2011

농림수산식품부장관표창

2012

552

직급 및 성명

농업농촌발전유공

위촉연구조원

원지연

연구회이사장표창

우수직원 표창

책임전문원

조태희

원장표창

봉사상

행정원

주형돈

원장표창

특별공로상

전문연구원

최영운

대통령표창

FTA유공

선임연구위원

어명근

농림수산식품부장관표창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 발전
공로

부연구위원

정학균

국무총리표창

국가사회발전 공로

연구위원

성주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표창

농림수산식품 산업발전 공로

연구위원

우병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연도

상훈명

공적

농림수산식품부장관표창

농업관측 유공

전문연구원

승준호

원장표창

특별공로상

부연구위원

조재성

우수직원 표창

연구위원

황윤재

부연구위원

김미복

부연구위원

김성우

전문연구원

김윤형

초청연구원

윤병석

초청연구원

장도환

주임행정조원

강민혜

위촉연구조원

박혜진

전문연구원

이형우

2012
대통령표창

국가사회발전 유공

선임연구위원

김병률

전라남도지사표창

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 업무
공로

책임기능원

류남렬

기획재정부장관표창

물가안정 공로

부연구위원

서대석

연구회이사장표창

우수직원 표창

행정원

김민철

원장표창

봉사상

부연구위원

김성우

원장표창

효행상

부연구위원

지인배

대통령표창

농업경쟁력강화 국가산업발
전 유공

연구위원

김태곤

대통령표창

국가산업발전 유공

연구위원

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장관표창

농촌발전 유공

연구위원

김광선

연구회이사장표창

우수직원 표창

선임전문원

김홍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표창

국제통상협력분야 유공

부연구위원

문한필

농림축산식품 산업발전 유공

부연구위원

지인배

초청연구원

노호영

소비안전시책 유공

연구위원

황윤재

소비정책표시인증 유공

연구위원

박기환

식품산업정책 유공

연구위원

김경필

우수직원 표창

연구위원

김수석

연구위원

민경택

부연구위원

이병훈

책임행정원

전일송

선임전문원

천관우

초청연구원

신유선

초청연구원

임지은

행정원

이정현

위촉연구조원

장동아

위촉연구조원

남숙경

연구위원

한석호

2013

원장표창

2014

직급 및 성명

국무총리표창

소비자물가안정 유공

연구위원

국승용

기획재정부장관표창

물가안정 유공

연구위원

최병옥

연구원

김원태

대통령표창

국가사회발전 유공

선임연구위원

석현덕

국무조정실장표창

국가사회발전 유공

책임행정원

김병철

연구회이사장표창

우수연구상

선임연구위원

김창길

부연구위원

이병훈

대통령표창

국가산업발전 유공

선임연구위원

박대식

선임연구위원

박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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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연도

상훈명

농림축산식품산업 발전 유공

선임연구위원

이계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보건 증진 유공

초청연구원

반현정

연구회이사장표창

연구기관 우수직원 포상

선임행정원

강명환

기상청장표창

국가기후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유공

연구위원

국승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표창

국제통상 협력분야 유공

전문연구원

정대희

농림축산식품산업 발전 유공

초청연구원

채상현

위촉연구조원

이인숙

원예산업 발전 유공

초청연구원

신유선

우수직원 표창

부연구위원

원장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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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및 성명

농림수산식품부장관표창

2014

2015

공적

초청연구원

한은수

김종진

초청연구원

남경수

초청연구원

문동현

초청연구원

박한울

초청연구원

심민희

초청연구원

이동소

초청연구원

이형용

행정원

맹자경

연구조원

이경미

선임연구위원

이용선

연구위원

김태훈

행정원

이호종

초청연구원

이형용

기획재정부장관표창

물가안정 유공

연구위원

허 덕

국무총리표창

소비자물가안정 유공

연구위원

박기환

원장표창

KREI 창의혁신상

초청연구원

문동현

연구회이사장표창

우수연구상

선임연구위원

정민국

대통령표창

국가사회발전 유공

연구위원

정정길

농림수산식품부장관표창

혁신도시 이전정책 기여 유공 책임행정원

김병철

전라남도지사표창

빛가람혁신도시 유공

김광욱

미래창조과학부장관표창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추진 유공 연구위원

김성우

충청북도지사표창

2015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
스포 유공

선임연구위원

김창길

국토교통부장관표창

국토교통업무 발전 기여

책임행정원

김병철

농림수산식품부장관표창

국제통상 협력분야 유공

연구위원

전형진

농산물유통 시책 유공

부연구위원

박미성

원예특작 시책 유공

전문연구원

송성환

종자생명산업시책 유공

선임연구위원

김연중

연구회이사장표창

연구기관 우수직원 포상

선임행정원

이정현

원장표창

우수직원 표창

부연구위원

김종선

부연구위원

박성진

부연구위원

박지연

부연구위원

심재헌

부연구위원

유찬희

부연구위원

지성태

초청연구원

김윤진

초청연구원

김형진

초청연구원

안수정

초청연구원

이미숙

선임사무원

이정연

전문원

유정인

위촉전문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연도

2016

상훈명

직급 및 성명

원장표창

KREI 창의혁신상

연구원

이윤정

원장표창

특별공로상

연구위원

박문호

기획재정부장관표창

물가안정 유공

연구위원

김종진

전문연구원

김현중

주무원

김정은

연구위원

송우진

연구원

정호연

초청연구원

이미숙

국무총리표창

물가안정 유공

연구위원

우병준

국무총리표창

광복70주년 기념사업추진 유공 연구위원

문한필

대통령표창

국가산업발전 공로

연구위원

한석호

대통령표창

정부정책과제개발 유공
(제16387)

선임연구위원

허 장

연구회이사장표창

연구기관 우수직원 포상

책임기능원

주흥진

광주광역시장

혁신도시 발전 유공

전문원

원동환

농림수산식품부장관표창

농식품 규제개혁 추진 유공

전문연구원

허주녕

농림수산식품부장관표창

농촌융복합산업 유공

부연구위원

정도채

농림수산식품부장관표창

기상업무 발전 유공

전문원

원동환

농림수산식품부장관표창

국제통상협력 유공

부연구위원

이상현

농지관리 업무 유공

연구위원

채광석

원예특작 시책 유공

초청연구원

노수정

연구원

박한울

부연구위원

엄진영

부연구위원

최종우

선임행정원

김민철

선임전문원

한근수

초청연구원

김진년

초청연구원

민경찬

초청연구원

박지연

초청연구원

손미연

초청연구원

임채환

초청연구원

임효빈

초청연구원

허성윤

연구원

정호연

원장표창

2017

공적

우수직원 표창

주무원

임수현

원장표창

특별공로상

연구위원

성명환

부연구위원

정호근

원장표창

창의혁신상

부연구위원

최용호

선임전문원

원동환

선임행정원

이정현

국무총리표창

규제개혁추진을 통한
국가사회발전 유공

연구위원

국승용

대통령표창

소비자물가안정 유공

연구위원

김성우

부총리표창

물가안정 유공

전문연구원

이형우

국무총리표창

국가사회발전 유공

연구위원

손학기

장관표창

농림축산식품산업발전유공

초청연구원

조남욱

장관표창

원예산업발전유공

초청연구원

임효빈

장관표창

원예산업발전유공

초청연구원

신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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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연도

2017

2018

556

상훈명

공적

직급 및 성명

장관표창

농가의경영안정유공

전문연구원

이현근

장관표창

남북 농업협력발전

부연구위원

최용호

장관표창

농가의경영안정유공

부연구위원

지성태

장관표창

농림축산식품산업발전유공

연구위원

최병옥

장관표창

종자생명산업발전유공

부연구위원

박지연

연구회이사장표창

연구기관우수직원 포상

선임전문원

한근수

광주광역시장

혁신도시발전유공

선임행정원

서정필

원장표창

우수직원표창

부연구위원

김상효

부연구위원

구자춘

전문연구원

임지은

선임전문원

성진석

초청연구원

김라이

초청연구원

이수환

초청연구원

변승연

초청연구원

최용욱

초청연구원

유은영

초청연구원

한봉희

행정원

한홍식

주무원

김미리

국민훈장목련장

국가사회발전

선임연구위원

김홍상

국무조정실장표창

정부정책과제개발 유공

선임전문원

성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인사교류

파견공무원 및 관련 기관 임직원
부처

농림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성명

직급

파견기간

비고

권정현

부이사관

1990. 1. 10. ~ 1999. 1. 9.

본원

이사관

1995. 1. 1. ~ 1996. 6. 4.

본원

김선오

부이사관

1997. 1. 11. ~ 1998. 1. 10.

본원

김영욱

서기관

1986. 4. 21. ~ 1986. 6. 12.

본원

김정호

서기관

1988. 4. 30. ~ 1989. 4. 29.

본원

박창정

서기관

1987. 2. 24. ~ 1987. 4. 7.

본원

박형규

부이사관

2004. 12. 1. ~ 2005. 12. 14.

본원

배종하

부이사관

2002. 8. 5. ~ 2004. 2. 9.

본원

서규용

이사관

1993. 4. 26. ~ 1994. 2. 14.

본원

서승봉

서기관

1987. 2. 24. ~ 1988. 2. 23.

본원

서한혁

이사관

1993. 3. 10. ~ 1993. 4. 25.

본원

송제빈

부이사관

1996. 6. 5. ~ 1996. 9. 11.

본원

신순우

부이사관

1991. 5. 20. ~ 1992. 3. 28.

본원

신구범

이사관

1992. 3. 31. ~ 1992. 12. 24.

본원

이수화

서기관

1989. 8. 7. ~ 1990. 7. 22.

본원

이영래

부이사관

1989. 4. 11. ~ 1989. 12. 29.

본원

이영래

부이사관

1994. 3. 10. ~ 1994. 5. 10.

본원

정학수

서기관

1990. 9. 19. ~ 1998. 8. 1.

본원

정학수

이사관

2004. 2. 7. ~ 2004. 12. 9.

본원

조일호

부이사관

1988. 4. 1. ~ 1989. 4. 10.

본원

천중인

이사관

1994. 5. 11. ~ 1994. 12. 30.

본원

이재홍

서기관

1996. 2. 22. ~ 1987. 5. 18.

본원

이창국

수산연구관

1995. 10. 1. ~ 1998. 9. 30.

농림기술관리센터

구본성

농업연구사

1992. 12. 2. ~ 2001. 12. 7.

농림기술관리센터

김용환

농업연구관

1997. 10. 1. ~ 1999. 9. 30.

농림기술관리센터

여윤수

농업연구관

2006. 1. 17. ~ 2007. 2. 22.

농림기술관리센터

557

자료집

부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수산청

농협중앙회

한국식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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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급

파견기간

비고

이명철
이신우

농업연구사

2004. 2. 1. ~ 2006. 1. 31.

농림기술관리센터

농업연구관

1995. 10. 1. ~ 1997. 9. 30.

농림기술관리센터

조강진

농업연구관

1999. 12. 2. ~ 2003. 12. 11.

농림기술관리센터

김시민

임업서기관

2000. 2. 3. ~ 2001. 2. 2.

본원

김용환

임업서기관

1999. 2. 3. ~ 2000. 2. 2.

본원

김재헌

임업연구사

1999. 10. 22. ~ 2002. 10. 21.

농림기술관리센터

류광수

임업서기관

2001. 5. 1. ~ 2002. 9. 10.

본원

류장혁

임업서기관

1995. 1. 10. ~ 1996. 1. 9.

본원

박용배

임업연구관

2002. 10. 22. ~ 2005. 10. 21.

농림기술관리센터

박주하

임업서기관

1993. 7. 10. ~ 1995. 1. 5.

본원

서승진

임업기정

1991. 7. 31. ~ 1993. 7. 9.

본원

서호석

임업연구관

1995. 10. 1. ~ 1997. 9. 30.

농림기술관리센터

성규철

임업연구사

1997. 10. 13. ~ 1999. 10. 21.

농림기술관리센터

염상철

임업서기관

1998. 2. 3. ~ 1999. 2. 2.

본원

오기표

서기관

2004. 8. 30. ~ 2005. 8. 30.

본원

윤정수

서기관

2003. 5. 28. ~ 2005. 5. 27.

본원

장 현

임업서기관

1996. 1. 10. ~ 1996. 11. 28.

본원

전범권

임업서기관

2000. 7. 1. ~ 2001. 4. 30.

본원

정수봉

임업서기관

1997. 2. 3. ~ 1998. 2. 2.

본원

조병훈

임업연구사

2005. 10. 22. ~ 2007. 2. 14.

농림기술관리센터

최덕호

임업서기관

2002. 9. 11. ~ 2003. 5. 27.

본원

김성채

수산서기관

1994. 8. 4. ~ 1995. 12. 31.

본원

김회천

서기관

1990. 2. 15. ~ 1992. 2. 14.

본원

박재영

수산기정

1992. 9. 15. ~ 1993. 5. 4.

본원

이용숙

서기관

1993. 5. 4. ~ 1994. 7. 31.

본원

김홍배

선임조사역

2003. 2. 19. ~ 2004. 2. 18.

본원

한규재

선임연구원

1995. 10. 1. ~ 1998. 1. 19.

농림기술관리센터

황명철

선임조사역

2004. 2. 19. ~ 2005. 2. 18.

본원

김경탁

선임연구원

2006. 9. 1. ~ 2008. 8. 31.

농림기술관리센터

김영언

선임연구원

2000. 6. 30. ~ 2001. 12. 31.

농림기술관리센터

이용환

선임연구원

2002. 1. 1. ~ 2003. 12. 31.

농림기술관리센터

이인수

책임연구원

1998. 1. 10. ~ 2000. 1. 9.

농림기술관리센터

이호준

선임연구원

2004. 1. 1. ~ 2006. 12. 31.

농림기술관리센터

정승원

선임연구원

1998. 6. 18. ~ 2000. 6. 30.

농림기술관리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초빙연구위원
부처

성명

초빙기간

근무부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규담

2010. 6. 24. ~ 2011. 6. 23.

글로벌협력연구센터

허윤진

2007. 6. 13. ~ 2008. 6. 12.

농촌발전연구센터

배종하

2009. 3. 2. ~2010. 5. 23.

글로벌협력연구센터

이창범

2011. 8. 3. ~ 2012. 9. 2.

농업관측센터

김윤종

2012. 9. 18. ~ 2013. 9. 17.

농업발전연구부

김덕호

2016. 8. 8. ~ 2017. 8. 7.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이경일

2008. 4. 30. ~ 2009. 12. 31.

산림정책연구실

이장호

2010. 1. 1. ~ 2010. 12. 25.

산림정책연구부

허경태

2011. 2. 21. ~ 2012. 1. 25.

산림정책연구부

조병철

2012. 1. 26. ~ 2014. 1. 25.

산림정책연구부

남양호

2012. 5. 2. ~ 2012. 12. 16.

농업관측센터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청와대

파견직원
성명

파견기간

김진수

1983. 2. 16. ~ 1985. 3. 31.

조명기

2001. 8. 29. ~ 2001. 9. 20.

김창호

2011. 10. 31. ~ 2011. 11. 29.

정호근

2015. 3. 2. ~ 2016. 11. 30.

이동필

1998. 8. 4. ~ 1999. 12. 31.

정민국

2004. 8. 10. ~ 2004. 10. 31.

김철민

2004. 11. 1. ~ 2006. 8. 31.

규제개혁기획단

김용택

1997. 2. 1. ~ 1997. 5. 31.

투자심사담관실

김정호

1997. 2. 1. ~ 1997. 12. 31.

투자심사담관실

황의식

1997. 2. 1. ~ 1997. 6. 30.

투자심사담관실

김정호

1998. 3. 17. ~ 1998. 6. 30.

김창길

1998. 3. 17. ~ 1998. 6. 30.

이용선

1998. 4. 23. ~ 1998. 6. 30.

농업금융과

안병일

2001. 9. 12. ~ 2001. 11. 24.

국제협력과

정한모

2006. 2. 9. ~ 2006. 5. 9.

1985. 2. 1. ~ 1987. 1. 31.

부처

근무부서

감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전략연구센터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실

국무조정실

농림부

규제개혁기획단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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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태곤

파견기간

부처

1987. 2. 17.~ 1987. 8. 17.

근무부서
농지임대차관리법 기동홍보단

1989. 5. 15. ~ 198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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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모

1989. 2. 1. ~ 1991. 1. 31.

전산실

남수정

1989. 2. 1. ~ 1993. 1. 19.

전산실

서보환

1989. 2. 1. ~ 1992. 1. 31.

전산실

안성옥

1989. 2. 1. ~ 1990. 1. 31.

전산실

이재성

1989. 2. 1. ~ 1993. 12. 31.

전산실

김한호

1990. 3. 8. ~ 1990. 6. 30.

김창길

1990. 11. 1. ~ 1990. 11. 30.

이병기

1990. 11. 19. ~ 1990. 11. 30.

UR 국내대책반

허길행

1991. 2. 28. ~ 1994. 10. 31.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실무작업단

김영훈

1991. 6. 10. ~ 1991. 12. 31.

농지제도개선 작업반

박문호

1992. 2. 10. ~ 1991. 12. 31.

농지제도개선 작업반

서진교

1992. 2. 10. ~ 1992. 2. 29.

UR 국별이행 계획수직을 위한 실무작업단

농림수산부

UR 농산물협상업무특별작업반
UR 국내대책반

1992. 11. 30. ~ 1993. 2. 28.

UR 농산물협상대책반

김정기

1994. 5. 14. ~ 1994. 10. 31.

농수산물유통개혁기획단

신유선

2008. 4. 11. ~ 2008. 4. 30.

다자협상과

임노규

2008. 9. 22. ~ 2008. 10. 19.

KOREA FOOD EXPO 2008 추진위원회

최영운

2008. 9. 22. ~ 2008. 10. 19.

장도환

2011. 1. 5. ~ 2011. 1. 23.

농림수산식품부

KOREA FOOD EXPO 2008 추진위원회
유통정책과

김대석

2011. 1. 24. ~ 2011. 2. 1.

유통정책과

조우림

2011. 8. 29. ~ 2011. 9. 10.

유통정책과

석준호

2013. 4. 15. ~ 2013. 7. 21.

김보현

1979. 6. 28. ~ 1981. 6. 27.

주용재

1980. 11. 27. ~ 1980. 12. 24.

이정환

1994. 2. 8. ~ 1996. 8. 29.

서종혁

1998. 1. 3. ~ 1998. 3. 31.

정명채

2003. 1. 2. ~ 2003. 2. 25.

오내원

2003. 1. 6. ~ 2003. 2. 25.

정기환

2001. 10. 28. ~ 2001. 12. 22.

베트남 농촌개발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전도일

1982. 11. 1. ~ 1984. 6. 30.

새마을운동중앙본부

김경덕

1995. 6. 29. ~ 1996. 5. 2.

인도국 UNFDA
인구 및 개발훈련과정

김정호

2013. 9. 1. ~ 2013. 11. 30.

일본 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부
대통령비서실
(농수산비서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농업정책심의위원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성명

파견기간

부처

근무부서

최경환

2013. 1. 10. ~ 2013. 2. 24.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성주인

2010. 1. 11. ~ 2011. 3. 31.

김종선

2012. 1. 20. ~ 2013. 1. 31.

권인혜

2018. 2. 12. ~ 2019. 2. 11.

정민국

2008. 4. 21. ~ 2010. 6. 28.

신용광

2010. 6. 28. ~ 2011. 8. 1.

김경덕

2006. 8. 4. ~ 2007. 9. 30.

정한모

2006. 8. 4. ~ 2007. 6. 30.

지역발전위원회

청와대 대통령실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지원위원회

고용휴직자
성명

직급

휴직기간

최정섭

연구위원

2003. 3. 3. ~ 2004. 12. 31.

오내원

연구위원

2003. 9. 4. ~ 2005. 1. 4.

김홍상

연구위원

2007. 2. 12. ~ 2009. 2. 11.

김용렬

연구위원

2009. 6. 1. ~ 2010. 8. 30.

조태희

책임전문원

2013. 5. 1. ~ 2016. 9. 4.

부처
농림부

직책
농업통상정책관
장관정책보좌관
감사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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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토론회 및 원내세미나

농경토론회
‘농경토론회’는 연구자들이 연구정보 공유와 아이디어 교환을 목적으로 국내외 출장 및 회의에 참석
하여 수집한 정보나 당면 농촌문제 등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 토론하는 모임으로 1978~2017년까지 총
409회 실시되었다.

연도

1978~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2009

2010~2017

계

횟수

11

10

91

59

101

38

39

60

409

연도
1978

1979

1980

562

토론회 제목(날짜)

발표자

AARRO 새마을사업 국제세미나 참석결과 보고(9. 1.)

최양부

정치, 경제, 민권과 국민복지와의 상호관계(10. 2.)

허신행

경제발전과 농지제도(2. 1.)

오호성

농작물 재해보험(5. 1.)

이중웅

농정전환의 방향모색에 관한 방법론(6. 1.)

최양부

수매가격 결정모델(7. 2.)

주용재

세계농촌개발학회 참가결과보고(8. 1.)

최양부

인플레, 실업, 그리고 예상에 관한 연구(9. 1.)

김학은

사회변천과 인간소외 및 아노미(10. 2.)

김동일

수단 경제협력 활동 보고(11. 1.)

김영식

한국의 농산물무역(12. 1.)

신봉주

경제이론(2. 4.)

최양부

협동적 영농의 가능성 (3. 3.)

오호성

선진국의 농업유통제도(4. 1.)

성배영

육류유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1.)

허신행

농정에 대한 농민의 불만과 그 원인 (7. 1.)

김동일

경제지리학에 있어서 농업지리학의 위치 (8. 1.)

이중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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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80

토론회 제목(날짜)
식량정책의 재고 (8. 29.)

주용재

신흥공업국의 농업조정정책 (10. 2.)

오호성

농업금융제도의 문제점 (11. 1.)

이정환

한·일 수산자원 비교연구(12. 1.)

주우일

농산물 수요분석과 정책실험 (2. 13.)

이정환

아시아 몬순 농업경제에 있어서 공업화의 조건: M-사이클 가설을 중심으로
(2. 18.)

최양부

한국농가에서의 농외취업과 경지이용의 상호관계 및 정책과제(5. 29.)
농업구조의 개념에 관하여(6. 7.)

명광식

화훼산업의 당면문제점과 대책 (7. 3.)

이영석

Transformation of Variables (7. 18.)

윤호섭

상업농의 조작적 개념 (8. 23.)

박성재

How to Estimate with Prior Information (9. 13.)

김병호

연령별 식품소비패턴에 관한 실증분석 (9. 13.)

이정환, 조덕래

간척지개발의 타당성과 개발 주체에 관한 연구(10. 23.)

박성쾌
윤호섭, 이두순

잠사생산 조정에 관한 수리계획 법적 연구 (10. 30.)

유철호

농업연구 보급사업투자가 농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11. 6.)

김은순

농촌지역사회의 공간적 계층설정에 관한 연구 (11. 13.)

정기환

복수생산물 가변이윤 함수체계를 이용한 농산물 공급 및 요소 수요분석 (11. 20.)

현공남

농촌의료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새로운 접근 (11. 20.)

이용만

축산정책의 방향설정에 관한 시론(11. 27.)

이철현

소맥의 수급 현황과 정책과제(12. 4.)

오세익, 최지현

비료의 수요전망 (12. 11.)

강정일

농촌종합개발을 위한 농지전용과 대체농지 조성비의 적용에 관한 검토 (12. 18.)

이동필

농업생산 입지론과 축산물 생산 (12. 18.)

전창곤

농지임대차와 농지보전 정책의 기본방향(12. 24.)

김운근

일본농업정책과 소맥의 수입수요 (2. 5.)

이재옥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2. 11.)

최양부

기술진보의 요인별 기여도 분석 (2. 19.)
1986

서종혁
최양부, 이정환

Box Jenkins 관측법에 관하여(6. 19.)

병충해 방제대책과 위험비용에 관한 연구 (10. 17.)
1985

발표자

윤호섭, 어명근

한국인 식생활 구조의 변화와 대책 (3. 5.)

유남식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3. 25.)

최양부

농촌중심지의 체계적 발전방향 (4. 2.)

정철모

산지미곡시장 유통기능 통합화에 관한 고찰 (4. 16.)

안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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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연도

토론회 제목(날짜)
농가부채의 현황과 상환능력 검토(4. 30.)
미곡생산 기술진보의 성격분석 (5. 7.)

1986

564

서종혁
이중웅, 권태진

17세기 초 허균의 농업경영 (5. 21.)

김영진

농산물 가격과 농용자재 비용보조 결정 분석 모델 (6. 4.)

유철호

2000년을 향한 농산물 유별·품목별 경지이용과 생산액 구성전망(6. 25.)

하현철

세계 사료곡물의 수급전망 (7. 9.)

김영진

농지임차료의 평가방법 (7. 16.)

김정호

농업보험제도의 수립을 위한 정책방향(8. 6.)

이중웅

일본농업과 농정의 발전 (8. 20.)

이정환

농산물 수요의 계절성 분석 (9. 3.)

조덕래

농림어업 취업자의 교육적 배경 분석 (9. 17.)

이영대

대만농업 (10. 2.)

유남식

농민연금제도와 농업구조 정책(10. 10.)

김태곤

곡물수입에 관한 경제분석(10. 22.)

김동민

청과물 가공식품 소비동향에 관한 조사(11. 5.)

1987

발표자

이영석, 박문호

농림수산물의 수출입 구조분석 (11. 19.)

이재옥

낙농과 사료산업의 독점력에 의한 시장 성과분석 (11. 26.)

이철현

농촌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연구 (1. 21.)

정명채

일본의 농촌종합개발 현황 (2. 4.)

이진환

농촌금융시장의 구조와 성과분석 (2. 18.)

서종혁

감귤농가의 경영실태 및 경제분석 (3. 5.)

이중웅

부문 간의 노동력 이동과 배분(3. 18.)

이정환

신도시의 특성과 개발성취도 비교 연구 (4. 8.)

이진환

정부의 미곡시장 개입에 관한 효과분석(5. 6.)

명광식

농촌 또래집단의 특성과 역할(5. 20.)

정기환

사금융시장과 공금융시장 관계에 대한 이론 검토(6. 10.)

박성재

뉴라운드에 임하는 한국의 입장과 정책방향(6. 24.)

김기성

통화주의자들의 통화정책 실현 가능성에 관한 연구(8. 5.)

설광언

환율변동에 따른 무역구조의 변화와 보호무역 정책(8. 19.)

명광식

우리나라 우유산업의 현황과 구조분석(9. 9.)

백종희

인공어초시설 및 인공종묘 방류의 경제성과 추진전략 (9. 23.)

신영태

한국농지개혁의 현대적 의의(10. 14.)

김태곤

단일어법에 의한 복수어족의 적정어획 수준 (10. 21.)

옥영수

서독과 일본의 농업연금제도 연구(11. 18.)

정명채

미국농업의 문제점과 정책 변화(12. 9.)

이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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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토론회 제목(날짜)
지역의료보험 실시상의 문제점(2. 24.)

정명채

농가규모의 성장에 관한 소고(3. 9.)

윤호섭

농지보전의 이론과 방법(3. 23.)

김정호

저소득 농가문제와 대응방향(4. 13.)

1988

1992

이정환, 김은순

농업금융과 금리(4. 20.)

설광언

미국의 브로일러 산업(5. 4.)

유철호

우리나라 농림수산물의 대일수출시장과 무역구조 분석(5. 18.)

이재옥

농업기계투자의 경제성 분석(6. 15.)

이영만

농업경제분석에 있어서 소형 컴퓨터의 응용(6. 29.)

강수기

금융자율화 무엇인가?(7. 13.)

설광언

농촌 미혼남녀 인구수 분석과 농촌총각 결혼문제(8. 3.)

이영대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Mixing Regulation 도입에 관한 소고(8. 17.)

김동민

중국 농작물 생산 현황과 전망(10. 5.)

김원태

농업기계화와 농업노동력과의 관계 고찰(10. 19.)

이중웅

통합 농업정보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11. 12.)

박세권

충북의 도축장 적정배치(1. 13.)

김명환

농가의 생산효율과 그 원인(3. 17.)

김정호

Markov Chain에 의한 경지면적 변동 예측(5. 25.)

김정부

추곡수매 가격산정 정형화를 위한 연구(5. 31.)

윤호섭

저금리 농업정책자금의 효과에 대한 소고(6. 21.)
1989

발표자

박성재, 전장수

UR 모델의 응용(7. 26.)

유철호

산업인력의 이동에 관한 추이 확률모형의 응용(8. 16.)

박세권

중국의 농업 현황(9. 27.)

김운근

UR에서의 농업보호 총량측정 장치에 관한 분석: PSE를 중심으로(10. 11.)

김한호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에 따른 농촌 토지정책의 정립 방향(10. 20.)

김정호

전환기 양정문제와 정책방향(10. 21.)

윤호섭

질소질 비료의 지하수 오염에 대한 경제분석(1. 28.)

오세익

농가경제 표본조사 설계(3. 13.)

오치주

이단계 추정법을 이용한 미국 주요작물의 단수반응 분석(3. 20.)

최정섭

농가 가구원의 세대별 직업선택 유형과 관련 변인(3. 27.)

이영대

한국의 농산물 수입수요 분석(4. 3.)

조덕래

응용일반 균형모형의 소개(4. 10.)

최세균

농산물 관세 및 관세상당액의 효율적인 감축방안(4. 17.)

서진교

농촌여성의 의식변화와 역할에 관한 연구(4. 23.)

김종숙

단위농협의 여건변화와 대응(5. 1.)

허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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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연도

1992

1993

566

토론회 제목(날짜)

발표자

농업인력의 확보유지 및 교육훈련 방안(5. 6.)

윤호섭

품목별 장단기 수급예측 모형 검토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5. 8.)

오치주

UR 협상이 수산양식에 미치는 영향과 기술개발 방안(5. 12.)

박성쾌

UR 이후 세계곡물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5. 14.)

최세균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의 장기방향(5. 15.)

이정환

은퇴 농민에 대한 지원대책 연구(5. 19.)

정명채

산지양곡 종합처리장의 입지와 운영에 관한 연구(5. 22.)

유남식

주요 과실류의 수급분석 및 전망(5. 26.)

조덕래

한국임업의 경제분석(5. 29.)

석현덕

용도별 목재 수요예측을 통한 장기조림정책 방향 연구(5. 29.)

장우환

유기농산물 생산 및 유통실태와 장기발전 방향(6. 2.)

서종혁

농업 관련 조세제도 연구(6. 3.)

김기성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의 합리적 이용개발 모형 연구(6. 5.)

이광원

경제여건변화와 농업정책의 파급영향 분석을 위한 모형개발(6. 9.)

한두봉

농산물 가공공장의 적정 수, 위치, 규모결정(6. 12.)

이동필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액 계측(6. 23.)

김동민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을 위한 조사 연구(6. 26.)

박성쾌

농업금융의 활성화 방안(6. 30.)

설광언

농지소유와 보전(7. 10.)

김성호

인삼사업의 중장기 발전방안(7. 27.)

서종혁

농지 관련 법령정비 연구(8. 19.)

김정부

가족농의 경영분석과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8. 21.)

김정호

남북통합대비 농림수산부문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8. 25.)

김운근

시설 원예농업의 실태조사 연구(9. 15.)

강정일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실태와 정책지원 방안 (9. 15.)

김정호

가축분뇨, 퇴비 및 액비생산과 유통촉진 방안(9. 16.)

유철호

대미 배수출에 관한 실증적 연구(9. 18.)

최정섭

일본의 농산물 시장조사 연구(9. 18.)

이중웅

고구마전분 관련 사업의 발전방향 연구(9. 25.)

안기옥

식민지 농업기구의 형성에 관한 연구(10. 6.)

박석두

촌락사회의 구조변동에 관한 조사 연구(10. 6.)

이두순

UR 이후 농산물 가격정책 조정 방향(10. 8.)

정안성

농업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기초 연구(10. 9.)

강정혁

농지가격과 소유 및 이용구조에 관한 연구(10. 24.)

김정부

농업정책 결정 과정의 내생화: 미국의 소맥정책 중심(1. 29.)

김용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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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93

1994

토론회 제목(날짜)
경제성장과 농업부문의 조정: 노동시장의 조정 능력 중심(2. 2.)

이정환

자원의 이동성과 자유무역의 득실(4. 2.)

어명근

단위농협 경영과 범위의 경제(4. 9.)

허길행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의미와 평가(4. 23.)

임정빈

국토이용 관리제도와 농지제도 개편에 대한 검토(4. 29.)

김정부

러시아의 농업개혁(4. 30.)

정기환

불안전 협약과 재협상(5. 7.)

김경덕

한국관광농업의 특성과 유형 구분(6. 22.)

유승우

Bioeconomic 모델을 이용한 겨울 밀의 잡초 방제(10. 15.)

권태진

Expected Utility Maximization with Truncated Distributions: An Application
of the Mean-Value Theorem(3. 2.)

사공용

1993년도 농어민 의식구조 조사결과(3. 4.)

이계현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이해: 농안법 개정과 관련하여(5. 16.)

허길행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의 의의 (6. 9.)

서진교

OECD 가입과 한국 농업(6. 22.)

윤호섭

1993년도 북한의 곡물 수급 추정(7. 15.)

김운근

농촌지역 토지이용제도의 현황과 농촌계획의 제정(7. 20.)

박시현

일본 국영무역 운용실태와 시사점(8. 5.)

김동민

미국의 농업연구 현황과 1995년 농업법 전망(8. 26.)

권태진

UR 이후 미국의 농산물 수출정책 전망(9. 2.)

어명근

협동조합 경제사업 연구의 기본방향(1. 26.)

허길행

미국 농업정책학의 새로운 방향 전환(2. 9.)

양승룡

일본의 직접소득 보상제도 검토(2. 16.)

김동민

OECD와 한국농업 (3. 23.)

1995

발표자

김재수(농림수산부 시장과장)

환경의 외부경제성에 관한 고찰(3. 30.)

김은순

농업보조금의 운영방식 검토(4. 6.)

이성호

통일 이후 통독농업 구조개편(4. 13.)

김경량(강원대 축산경영과 교수)

농정개혁의 성과와 과제(4. 20.)

안종운(농림수산부농정기획심의관.

사회주의 농업의 제도개혁과 북한농업의 전망(4. 27.)
자연농법의 원리와 실천(5. 4.)

이일영
조한규(한국자연농업학회장)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농 정에 미치는 효과(5. 11.)

어명근

UR 협상의 종합평가(5. 18.)

이재옥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기존 논의의 문제점(5. 25.)

박대식

농산물 유통개선의 방향: 선진국으로부터의 시사점(9. 7.)

김동환

양곡수급(9. 29.)

김주수(농림수산부 식량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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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연도

토론회 제목(날짜)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실태와 정책방향(3. 28.)

김용택

한·일간 어업관계의 역사적 조명과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논의(5. 2.)

옥영수

미국의 Farm Program 전환(5. 9.)

김명환

농업지대론의 도시지대분석에의 적용(5. 16.)

김홍상

남미의 농업 현황과 한인농장의 재활용 방안(5. 23.)

최윤국

유럽의 직접지불제도(5. 31.)

오내원

아르헨티나의 농축산업 투자 환경(6. 7.)

이규천

세계 곡물수급의 기조변화: 낙관론과 위기론(6. 19.)

김태곤

농협의 효율과 비효율(6. 27.)

김병률

New Zealand’s Agricultural Reforms and Korean Agriculture(7. 11.)

568

오치주
Allan Rae
(뉴질랜드 Massey대 교수)

독일의 농지상속법(7. 18.)

김수석

미국의 병해충 종합관리(IPM) 실태(7. 25.)

김은순

미국 농업경제연구소(ERS)의 Time Series Data Base(8. 6.)

오치주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농장의 교훈(8. 13.)

이두순

유럽의 농지제도(8. 20.)

김홍상

비가역성 하에서의 최적 농지전용 정책 (8. 27.)

권오상

식품 소비량 추계의 실상과 과제(9. 10.)

최지현

미국의 통상법과 한·미 무역마찰 (9. 17.)

성명환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농촌사회 변화와 과제(9. 24.)

이영대

동구권 구(舊)사회주의 국가 농업재산 사유화의 몇 가지 논점(10. 22.)

김영훈

농업보조금의 효과분석(10. 25.)

김용택

우리나라 낙농, 무엇이 문제인가?(10. 31.)

유철호

게임이론의 최근 경향과 농업경제학에의 응용(11. 14.)

1997

김상현(재아르헨티나 한인회장)

미국, 캐나다의 직접지불제(6. 13.)

미국의 농무부(USDA)의 농업관측체계(7. 4.)

1996

발표자

김경덕, 황의식

A Comprehensive Analysis of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ITQ) System:
Lessons to be Learned from Advanced Fisheries(11. 20.)

박성쾌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제도의 개선 방안(11. 27.)

박석두

APEC 식량작업반의 과제와 우리나라의 역할(1. 8.)

어명근

지역별 농지가격 변동요인, 장기균형 관계와 충격 반응(1. 15.)

조재환

수출단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 21.)

김동민

농업의 본질적 가치(2. 12.)

김용택

강수량이 쌀 생산에 미치는 효과의 장기적 분석(2. 18.)

이태호

농업환경정책 효과의 동태분석(3. 7.)

김은순

수도생산 함수계측과 환경농업적 활용(3. 18.)

오세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연도

1997

토론회 제목(날짜)
이란의 농업과 농촌개발(3. 25.)

정기환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제도에 관한 국제기구 및 EU의 동향(4. 15.)

이동필

농기계의 공급과잉 논쟁을 둘러싼 몇 가지 논점(4. 22.)

이성호

미국의 농업연구 개발정책(4. 29.)

이재옥

농업구조조정의 방향과 과제(5. 6.)

김용택

미국 과수산업의 현황과 문제점(5. 30.)

조재환

소비자 지향적 농정추진 방향(6. 12.)

최지현

식량안보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6. 17.)

최정섭

북한농업의 재건을 위한 중장기 대책(6. 24.)

김운근

선진국의 농촌생활환경 정비정책(7. 1.)

박시현

최근 일본의 농업 및 농정동향(7. 8.)

김태곤

금융개혁의 추진 현황과 농업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7. 15.)

윤호섭

EU의 환경농업정책(7. 22.)

이규천

카자흐스탄 농업의 사유화 과정(8. 6.)

김명환

낙농진흥법 개정에 따른 낙농산업의 변화(8. 18.)

신승열

APEC에서의 식량수급 논의동향(9. 9.)

어명근

러시아의 농업투자 환경(9. 24.)

김정부

21세기 농산물 유통개선 기본과제(10. 12.)

허길행

농업부문 보증제도의 새로운 접근(10. 14.)

황의식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농업·농민 문제(11. 6.)

김수석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농촌인구 이동전망과 대책(11. 11.)

정기환

최근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책(11. 25.)

윤호섭

축산가공업무 일원화와 과제(12. 2.)

유철호

국민의료보험법 개정과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제도 개편방안(12. 23.)

정명채

미국의 대공황과 뉴딜정책(1. 8.)

윤호섭

멕시코의 IMF 관리 극복과 교훈(1. 15.)

최윤국

WTO 차기 농업협상의 전망(2. 10.)

이재옥

현지에서 본 북한농업의 실상(2. 17.)
일본과 프랑스의 농업회의소 운영실태와 시사점(3. 19.)
1998

발표자

김영훈
김태곤, 오현석

농산물 직거래의 실태와 발전 방향(3. 26.)

김병률

농업회의소 설립 방향(3. 26.)

정명채

일본의 전문농업경영체 육성시책과 추진체계(4. 7.)

박문호

비교우위와 국제경쟁력(4. 14.)

최세균

가족농 중심의 농업경영체 육성(5. 7.)

김정호

농어촌특별세 및 농업부문 조세감면제도의 개편방향(5. 8.)

김용택

농가부채 문제의 접근(5. 13.)

박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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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연도

1998

토론회 제목(날짜)
EU의 농정개혁과 후속 농업 협상 전망(6. 18.)

이재옥

북한농업인구의 구조적 특성-1993년 인구센서스 분석(7. 30.)

정기환

농림부문 투자방향과 중기계획(11. 4.)

김용택

일본의 쌀 조기관세화 논의의 배경과 차기교섭 전망(12. 4.)

김태곤

APEC 각료회의 및 정상회의에서의 주요 쟁점과 과제(12. 10.)
「기피시설」 주민 반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이론적 논의(12. 17.)

1999

박동규

현 시점에서 본 모샤브의 운영원칙과 시사점(3. 10.)

황의식

OECD의 Aglink 모형(3. 31.)

윤호섭

① 협동조합중앙회 개혁방향(4. 8.)

박성재

② 합병과 통합의 효과분석(4. 8.)

김용택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차기 협상 전망(4. 16.)

이재옥

21C 첨단농업기술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8. 12.)

오세익

일본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안-검토과정과 논점정리(8. 26.)

김태곤

WTO 차기 농업협상과 한국의 개도국 지위유지(10. 7.)

심영규

한우산업 전망(10. 21.)

유철호

21세기 농업·농촌의 비전과 정책과제(10. 27.)

김정호

WTO 차기 농업협상, 그 후의 과제(2. 29.)

허길행

일본의 식량자급률 목표설정을 둘러싼 정책동향(4. 6.)

김태곤

뉴질랜드의 임업현황과 시사점(5. 22.)

석현덕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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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부, 이두순

도·농 교류를 통한 지역활성화 사례와 시사점 - 일본 가와바촌의 경우(7. 14.)

박시현

국토이용체계 개편 논의의 동향과 쟁점(7. 31.)

김홍상

칼로리 등 새로운 자급률 개념 정립과 목표설정(9. 8.)

최지현, 이계임

앙골라 농업·농촌: 현황과 발전 가능성(9. 14.)

최지현, 허 장

WTO 가입이 중국농업에 미치는 영향(11. 8.)

김 호

한국의 채소산업 성장과 일본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한 대응 - 일본 NHK
특집(한국의 채소산업) 비디오시청 포함(3. 22.)

김태곤

국제경쟁력의 개념과 지표(5. 9.)
2001

어명근
송미령, 허 장

미국의 유통지원 융자제도의 운용과 시사점(2. 6.)

미얀마 꾸까이지역의 농업현황과 개발가능성(6. 13.)
2000

발표자

김수석, 안병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 방안과 쟁점(6. 30.)

오내원

농업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 타당성 검토: 경제사업을 중심으로(8. 2.)

박성재

쌀 생산 조정 제도: 일본의 경험에서 본 우리나라 적용 가능성(10. 12.)

김태곤

농업·농촌 GIS 구축사례와 활용 가능성(11. 3.)

박시현

시계열분석을 이용한 쇠고기 가격전망 모델(12. 28.)

권오복

경제철학의 새로운 동향: 사회경제학(1. 19.)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연도

2002

토론회 제목(날짜)
쌀 산업 종합대책 방향(3. 4.)

박동규

미국 2002년 농업법의 특징과 과제(5. 29.)

김태곤

북미 신세대 협동조합 운영원칙(6. 14.)

황의식

한국 쌀 시장에 대한 스토케스틱 시뮬레이션 모델(7. 24.)

송미령

인수위원회 농업 분야 보고: 농정전환 방향(3. 4.)

정명채

한국농업전문학교 중장기 발전계획(4. 19.)

최경환

아시안 국가들의 GM 농산물 연구 및 재배현황(5. 27.)

김용택
김정호

대만 농산물 수입피해 구제기금 운용의 현황과 시사점(7. 30.)

정정길

식품경제의 변화-OECD의 향후 사업(10. 10.)
데이터베이스 이용방법 교육(3. 9.)
농지제도의 기본방향(4. 6.)

2007

박시현
정찬진(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
Mr. Loek Boonekamp
(OECD 무역시장과장)

임송수
박석두, 송미령

세계 식품안전문제의 접근방법: 세계동향과 국내적용(4. 14.)

최지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영상물 시연(5. 11.)

오세익

세계 곡물수급 구조변화: 재고감소와 가격 상승의 배경과 전망(5. 21.)

김태곤

일본의 경영단위 직접지불정책(10. 28.)

김태곤

Scanning Pos Data를 활용한 수요분석 서비스 소개(3. 25.)

서성천

기업의 경영윤리-농기업에도 기업윤리는 필요한가?(5. 10.)

고 욱

일본의 새로운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특징과 함의)(5. 31.)

김태곤

AHP를 이용한 농업의사결정의 실제(9. 2.)

신용광

최근의 경제성장과 발전이론(10. 18.)

김경덕

농업관측 정보화의 현황과 발전방향(3. 13.)

2006

(싱가포르 Consultant)

성공사례를 통해 한국농업의 미래를 본다(6. 23.)

Estimation of Price Elasticities from Cross-sectional Data(9. 24.)

2005

김명환
Dr. Andrew Poewll

농림사업 투융자 방향(6. 2.)

농가 숙박업의 제도화 방안(8. 8.)

2004

이경창(미국 샘휴스턴대)

연구원 직장문화에 대한 논의(2. 20.)

쌀 수매제도에 효과와 개편방향(5. 14.)

2003

발표자

이용선, 원지연

질적 연구 방법은 농촌 정책 연구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5. 30.)

김정섭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가 유형 구분: 군집분석을 이용하여(6. 13.)

강혜정

OECD 농업정책 평가모형: 이해와 활용(6. 27.)

성명환

농업인의 학습과 영농실천(7. 28.)

마상진

일본·미국의 쌀 관련 정책과 시사점(7. 31.)

박동규

농업 총조사 및 농가경제조사의 바른 이해와 활용도 제고 방안(1. 17.)

강혜정

선진국의 바이오에너지 정책과 영향(2. 20.)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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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연도

2007

토론회 제목(날짜)
농업부문 비전 2030 주요 지표전망(3. 13.)

김정호

세계농업,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4. 5.)

김태곤

바이오에너지와 세계 사료곡물 시장의 변화(6. 11.)

성명환

위성정보를 이용한 관측사업 도입의 타당성(6. 28.)

권오복, 김재환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 가치 계측(8. 8.)

강혜정

평양과 대홍단을 소개합니다-사진자료를 중심으로(8. 16.)

김영훈

지역농업·농촌계획 연구의 동향과 과제 – 농업분야 / 농촌지역개발 분야
계획 수립을 중심으로(4. 15.)

2008

최세균

대파전망 분석기법 발전방안(7. 14.)

김재환

오이단기관측개선방안 – 기상 시나리오 분석을 중심으로(9. 22.)

정학균

김용택

뉴질랜드 경제개혁과 농정개혁의 시사점(3. 19.)

김병률

우리나라 보조금 현황과 개선방향(3. 23.)

김태곤

OECD PSE를 통해 본 각국의 농업지원(4. 8.)

배종하

WTO/DDA에서의 농업보조금 논의동향(4. 8.)

송주호

산업조직론의 이해와 적용, 시장지배력 측정 관련(4. 16.)

전상곤

국제곡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방안(5. 22.)

승준호

농업 및 농가경제 전망 2009~2019(8. 11.)

조영수

572

윤형현, 김재환

하나의 아시아, 신경 경제질서 그리고 경기회복(10. 29.)

김경덕

OECD 농촌개발회의 의제와 시사점(11. 18.)

마상진

북해도 농업의 현황과 시사점(11. 24.)

최병옥

수직적 차별화 시장에서 소비자 선호 변화에 따른 사회(11. 27.)

전상곤

일본의 정권교체 배경과 민주당의 농업정책(12. 21.)

2011

조영수, 이용호

농식품분야 투자활성화 방안(2. 16.)

음식점에서 채소를 어떻게 소비하는가?(10. 16.)

2010

박문호, 송미령

곡물파동, 역사는 되풀이 될 것인가?(5. 27.)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 곡물시장 수급 변동 및 국내 축산 부문 파급영향 분석
(12. 17.)

2009

발표자

요시다 히로시

Real Estate Values in a College Town: a Spatial Analysis of Purdue
University and West Lafayette, IN(12. 22.)

박도연

EDM과 KREI-KASMO를 이용한 원산지 표시제와 이력제효과분석(2. 3.)

전상곤

글로벌식량안보관점에서본해외개발수입의유효성-일본NHK특집 “랜드러쉬:
세계농지쟁탈전” 해부-(3. 24.)

김태곤

기후변화 협약 현황과 향후과제-산림부분 중심으로(3. 30.)

석현덕

농업농촌 2050 비전과 과제(8. 26.)

김정호

미국의 경제학 연구 동향과 한국 농업경제학과의 연관성(1. 20.)

조둠밈

일본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소개와 지산지소 동향(3. 10.)

요시다 히로시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연도

2011

2012

2013

2014

토론회 제목(날짜)
산림탄소시장의 이해(4. 5.)

석현덕

마르크스이론의 재조명(4. 18.)

김수석

농업분야 국별협력전략(CPSA.) 수립의 의미와 구성(5. 27.)

이대섭

FTA 농업부문 영향과 국내 보완대책(1. 3.)

최세균

하버마스 이론과 사회경제학(3. 13.)

김수석

농산물 관세체계의 이해(4. 17.)

최세균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5. 23.)

김태곤

농업·농촌 개발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6. 28.)

마상진

비료의 최적 사용량 결정분석: 토양상태에 따른 동태적 최적화 모델(8. 13.)

위용석

협동조합 기본법과 공동육아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후 농촌 주민의 협동조합 설립의향과 향후과제(3. 25.)

국승용
김정섭

개도국에 대한 농정성과 확산사업과 연구원의 역할(4. 15.)

허 장

농림재정규모, 어떻게 볼 것인가?(5. 8.)

김미복

FTA 국내 보완대책 성과평가(5. 16.)

정민국

생협경제사업 사례로 본 협동조합의 실체(5. 27.)

정은미

소비자·생산사자 상생의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7. 31.)

전창곤

사회복지부문에서 협동조합의 가능성(8. 26.)

조미형

왜 협동조합인가?(9. 30.)

박성재

베트남 농촌개발과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통한 교훈(10. 28.)

루 안

쌀 관세화에 대한 이해와 향후 전망(1. 27.)

송주호

미국 2014 농업법 쟁점과 의의(2. 12.)

김태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농업법인 관련 법제 개선 방향(2. 24.)

김정섭

지역개발 협동조합 모형의 운영사례와 시사점(3. 25.)

이인우

상호금융 구조조정 효과분석(4. 30.)

김미복

국내 가구조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조사방법론(5. 13.)

김선웅

KREI BPR/ISP의 성공적 수행 방안(7. 15.)

조미형

베트남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농지이용, 우간다 소규모 낙농가 유통개선(7. 23.)

2015

발표자

린, 애드워드

국제환경변화와 한·중 FTA(11. 17.)

최세균

외국의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12. 3.)

엄진영

조직화, 농정 대안인가?(12. 22.)

박성재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최신동향과 농업경제학의 응용 검토(2. 26.)

김경덕

농사펀드, 크라우드 펀딩을 접목한 농촌과 도시의 교류 방안(4. 24.)

박종범

농업, 어떻게 가치를 창조할 것인가?(6. 9.)

김태곤

TPP와 RCEP(10. 7.)

최세균

농촌 정책에 관한 OECD의 최근 논의 동향(11. 24.)

엄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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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연도

토론회 제목(날짜)

2015

2016

2017

2018

발표자

거시경제 동향과 농업의 관계에 관한 브레인스토밍(12. 1.)

임소영

칼로리 정보가 음식점 메뉴 선택에 미치는 영향(12. 15.)

이상현

쿠바농업의 이해와 협력 가능성(3. 30.)

김태곤

미국 지역(경제)개발 관점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Thomas G. Johnson
교수의 관점을 중심으로(4. 6.)

김광선

성숙사회의 농업농촌 가치(4. 27.)

김태곤

뉴질랜드 농업(5. 11.)

국승용

일본의 집락영농과 시사점(5. 25.)

박문호

다원적 기능과 직접지불제-유럽의 경험과 시사점(6. 1.)

유찬희

농협법 개정(7. 5.)

황의식

일본 아베정권 농정개혁 현황과 시사점(7. 27.)

김종인

빈곤 감소에 농업이 기여하는가?(8. 31.)

엄진영

농촌노인은 건강한가? 통계 수치와 인식의 괴리(9. 21.)

안 석

연구의 스킬(12. 22.)

김태곤

한국 농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 경쟁력인가, 잠재력인가(1. 19.)

유찬희

농정패러다임의 전환(1. 24.)

김덕호

행복 그리고 농정방향 전환의 Keywords(2. 1.)

이명기

사회적 농업: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3. 22.)

이정해

국내 패널조사의 현항과 농촌연구에서의 활용사례(4. 5.)

유은영

함양군 송전마을은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해 공유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였나?
(5. 31.)

정문수

농정이슈에 대한 고민(7. 31.)

이명기

지역단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설계 기초 연구(12. 20.)

이두영

한국과 미국의 농업생산성과 농가소득의 관계에 대한 기초연구(12. 20.)

조원주

OECD 농촌정책의 최신 동향과 시사점(2. 8.)

정문수

원내세미나
직원들의 자질향상과 연구정보 교류 차원에서 이론적으로 정형화되었거나 연구가 어느 정도 진척된 결
과를 가지고 국내외 전문가 및 연구진이 발표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미나는 1978~2017년에 걸쳐
모두 407회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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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78~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2009

2010~2017

계

횟수

28

42

40

38

58

60

61

80

4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연도

토론회 제목
전환기의 한국경제(5. 3.)
최근 미국의 농업과 농업정책방향(5. 19.)
대만의 농업정책(5. 25.)
농업경제학의 연구방향(6. 19.)
세계 대두시장과 미국의 농업정책(7. 28.)

1978

EC의 공동농업정책과 독일의 농업 현황(8. 24.)
우리나라 식량과 국가안전보장(8. 25.)

최주천(미농무관)
이영래(ASPAC 식량비료기술센터
농업경제전문위원)

글렌 존슨(미국 미시건대 교수,
국제농업경제학회 부회장)

이경원(미국대두협회 조사역)
라이쉬(독일 호헨하임대
농업경제학 교수)

박진환(대통령 특별보좌관)
태태 코피(미국 스탠포드대 교수)

확률동태모델의 농업응용 및 적정저장지역 선정(9. 4.)

구원회(미국 몬타나주립대 교수)

후진국을 탈피하기 위한 농업경제의 성장모형(11. 30.)

컬버(미농무성)
박성상(중소기업은행 이사)

농촌인구의 이주 현황(12. 14.)

윤종주(서울여대 교수)

한국농업의 기술발전(1. 26.)

이정행(한국비료 고문)

이스라엘의 키브츠와 농촌개발(2. 22.)

유태영
(건국대 새마을연구소 부소장)

유기농업의 이론과 실제(3. 16.)

김중갑(독농가, 경기도 광주군)

한국경제의 외생적 여건(4. 2.)

조동필(고려대 교수)

1979 경제운용계획(4. 18.)
한국의 식물방역정책(4. 18.)
1979 미국의 농업관측 및 축산경영의 시뮬레이션 기법 이용(6. 1.)
농촌개발의 공간차원(6. 4.)

김재익(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
백운하(서울대 농대 교수)
이홍용(텍사스대 교수)
데니스 론디넬리
(미국 시라큐스대 교수)

도시와 농촌의 지역계획(6. 14.)

손정목(서울산업대 교수)

아시아의 미작혁명(7. 13.)

허문회(서울대 농대 교수)

농가경제의 계량모형(8. 16.)
금융자율화의 과제와 전망(9. 21.)
수도작 수확사업의 기계화 문제(11. 8.)
일본의 농업경제보험제도의 전개과정과 당면과제(11. 9.)
세계의 식량 및 농업부문 모형(11. 24.)
세계의 에너지 문제와 전망(12. 18.)
한국농업 발전문제의 비농업경제학적 접근(1. 28.)
1980

서상철(고려대 교수)

1차산품의 생산과 유통(8. 28.)

미국의 농업정책 방향(9. 11.)

1979

발표자

총량수요와 기술변화(2. 4.)

안충영(중앙대 정경대 교수)
김기환(국제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창주(서울대 농대 교수)
山內豊二
(일본 오사카 부립대 교수)

우터 팀즈
(네덜란드 암스텔담 자유대 교수)

L. T. 팬(캔사스대 교수)
임종철(서울대 사회대 교수)
우리 벧 지온
(이스라엘 히브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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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연도

토론회 제목
농업경제의 지대문제(4. 2.)

김준보(고려대 교수)

1980년대 기상전망과 대책(6. 10.)

김광식(중앙관상대)

인티저 프로그램을 이용한 투자사업의 최적화와 경제성 분석(7. 4.)
1980

김성수(미국 뉴욕 주립대 교수)

한국임업개발의 제문제(8. 22.)

현신규(서울대 농대 명예교수)

농작물 보험제도(11. 11.)
1980년대 일본농업정책의 과제(12 .10.)
한국의 국가발전과 농촌문제(2. 2.)
한국의 농산물가격과 무역정책(3. 12.)
한국인플레이션의 요인과 장래예상변수에 관한 소고(3. 19.)

嘉田良平(일본 경도대 교수)
박진환(농협대학장)
킴 앤더슨(호주 국립대)
김학은(연세대 교수)

행동의 주체자로서 인간(4. 2.)

이만갑(서울대 대학원장)

기아와 식량(4. 10.)

북구의 농협과 한국농협의 비교(7. 16.)
북구에 있어서 한국학 연구 현황과 과제(8. 12.)
미국과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식품가공(1. 27.)
미국 시장 내에서의 곡물저장과 유통체계(2. 1.)

한스 싱어(영국 서섹스대 교수)
坪井八十二
(농진청 한·일공동농업연구단장)

정병선(전 유엔공업기구자문관)
박진환(농협대학장)
신휘동(덴마크 코펜하겐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한국학 담당)
폴 세이브
(미국 캔사스 주립대 교수)

정도섭(미국 캔사스 주립대 교수)

미국의 농정방향(4. 1.)

이진국(미농무성 경제전문가)

유전공학의 농업이용

설동섭(농촌진흥청 연구관)

한국경제와 현대경제학(5. 18.)
미국경제의 현황과 농업정책의 방향(6. 14.)
저금리정책과 농업금융(7. 19.)
저금리정책과 농업금융(10. 26.)
미국의 농업정책(11. 11.)
경기변동이론(1. 12.)
북한경제(2. 25.)
한국의 농업사(4. 1.)
개발도상국의 식량정책(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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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균(한양대 교수)

R 톰슨(미국 퍼듀대 교수)

한국식품공업의 현황과 전망(5. 29.)

1983

이재한(FAO)

국제곡물무역 현황과 미국의 농정(3. 26.)

기상재해와 농업기술 및 농가경영: 기술의 효율과 한계(5. 1.)

1982

박성주(한국과학기술연구소)

MIS 현황과 장래 및 데이타 베이스 관리체계(8. 9.)

남태평양지역의 농업 현황과 문제(11. 3.)

1981

발표자

고승제(한양대 행정대학원장)
최주천(미농무성)
김영철(건국대 교수)
M. J. 윌리암즈(WFC 사무국장)
A.F. 샌더슨(미국 부르킹스연구소)
조 순(서울대 사회대 교수)
이만기(한양대 대학원장)
이춘녕(서울대 농대 명예교수)
D. G. 존슨(미국 시카고대 교수)

토지자원수익에 대한 과세문제(6. 17.)

S. O. 앤더슨(미국 미주리대 교수)

미국농업정책의 현안문제(10. 14.)

M. 마틴(미국 오레곤 주립대 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연도

토론회 제목
보급학과 전이문화의 굴절이론(3. 22.)
미국의 농업정책과 자유무역(4. 4.)
발전도상국의 농업개발(7. 14.)

1884

미국의 농업정책(8. 27.)
농민문학(10. 5.)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이해(11. 2.)
민속놀이의 이해(12. 1.)

西村博行(일본 경도대 교수)
구원회(미국 노스다코타 주립대 교수)
임영환(육사 교수)
최종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예술실장)

허규(중앙국립극장장)
김병호(FAO 자문관)
정한모(문예진흥원장)

오늘의 농촌문제와 연구과제(4. 1.)

김동희(단국대 교수)
김소희(무형문화재)

미국의 농수산물 수출입정책(4. 26.)

최주천(부산산업대 교수)

태극기의 원리와 민족의 이상(5. 1.)

유승국(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한국의 농산물 무역정책에 대한 나의 견해(6. 3.)
1986 태양흑점과 기상전망(7. 2.)
농업보험의 경제분석(7. 24.)
카메룬의 농업과 우리 나라의 기술협력(8. 20.)

최죽송(동북회장)
Mr. Conable(주한미참사관)
김광식(기상연구소장)
나까지마 지히로(일본 경도대 교수)
한욱동(농진청 농업기계화연구소)

일관 시스템에 의한 벼의 건조·저장 모델과 경제성 분석(1. 21.)

박경규(경북대 교수)

한국인의 가치관(2. 3.)

나장운(경찰대 교수)

무역자유화 과정의 농업(3. 18.)
한국농정의 성과와 반성(4. 1.)

D. G. Jhonson(미국 시카고대 교수)
김영식(평화통일정책자문
위원회 사무총장)

미국의 민속(6. 4.)

임동권(중앙대 교수)

아프리카 사회의 농업(11. 12.)

구천서(단국대 교수)

전후 일본농촌의 변모와 과제(2. 13.)

요시자와 시로(일본 중앙대 교수)

전후 일본농업의 구조변화(5. 9.)

가와나미 고끼(일본 구주대 교수)

미국농업의 당면과제(5. 25.)
1987

루터 G. 홀버그
(미국 펜실바니아 주립대 교수)

농촌문화와 전통(3. 1.)

만주의 농업과 현지한국인의 생활상(5. 20.)

1986

宇野善康(일본 慶應義塾大교수)

선진농가의 농업기술 협력 방안(2. 1.)

국악과 인생(4. 11.)

1985

발표자

일본의 우유과잉 생산원인과 대책(6. 3.)
농업무역에 있어 부존자원과 기술변화에 관한 영향(6. 16.)
제주농업의 가능성(7. 2.)
토지조사사업사 연구의 현단계와 전망(10. 2.)

김한주
(미국 South Dakota대 교수)

사끼우라 세이찌
(일본 낙농총합연구소장)

구원회(미국 노스다코타대 교수)
이광섭(제주 녹장원 대표)
미야지마 히로시(일본 동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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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연도

토론회 제목
아시아 신흥공업국 및 선진국에 있어서 구조적 개혁문제(1. 12.)

1988

달러화의 약세와 미국의 농산물 수출(5. 13.)
미 농산물 선물 및 옵션거래 현황(7. 11.)

거래소 상임경제연구원)

김태수(농림수산부 기획관리실장 외)
Mr. Sergei B. Andreev
(소련 국제경제연구소 농업실장)

박상우(농림수산부 농업정책국장)

세계경제와 농업무역(6. 22.)

Paul Farris(미국 퍼듀대 교수)

체제비판과 우리의 현실(7. 3.)

황성모(정신문화연구원 교수)

한·미 농산물무역의 정치적 고찰(8. 11.)

이용식(미국 아이오와대 교수)

농촌여성의 농업노동과 건강실태(8. 18.)

세계농업경제학의 동향과 헝가리 농업문제(10. 16.)
유럽 축산업의 발전과 경쟁관계(11. 22.)
농산물 무역자유화가 한국농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12. 6.)
오늘의 농촌현실과 과제(12. 22.)
세계경제 변화의 농업(2. 1.)
새로운 파라다임을 요구하는 농업(4. 6.)
아시아의 농업개발과 국제협력(4. 12.)
농업생물 과학의 현황과 전망(4. 19.)
중국의 농촌경제 체제개혁과 중국농업의 진로(9. 13.)
UR 농산물 협상의 쟁점과 전망(2. 22.)
세계 종자산업의 기술개발 현황과 전망(2. 25.)
네덜란드의 농업 현황(4. 10.)
일본의 수산물 유통구조 현황과 정책방향(5. 2.)
경제사회발전과 농림수산업의 역할(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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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욱(미국 시카고상품

농어촌개발종합대책(5. 1.)

토지공개념 제도(9. 25.)

1991

David Henneberry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 교수)

김대겸(미국 상무성 무역정책분석관)

한·미 통상협력이 주는 교훈(6. 20.)

1990

Glenn Johnson
(세계농업경제학회장)

한·미 무역관계(8. 9.)

소련의 농업문제(5. 17.)

1989

발표자

권영자(한국여성개발원 부원장)
이태일(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DCsaba Csabi
(국제농업경제학회장)

Willhelm Brandes
(독일 괴팅겐대 교수)

윤해진(필리핀대 박사과정)
박경수(소설가)
김보현(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Kuhnen Frithjof
(독일 괴팅겐대 교수)

주학중
(ADB 경제 및 지역개발센터 소장)

김병동(서울대 교수)
장세화(중국 길림대 교수)
최양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김필주
(미국 파이어니어 종묘회사 중역)

A. Wolthuis
(네덜란드 농수산부 국제협력관)

아끼야 시게오
(일본 사이타마대 교수)

이정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연도

토론회 제목
중국의 농촌개혁 정책과 전망(6. 19.)
UR 농산물 협상의 전망(6. 27.)

1991

EC 경제의 통합이 아·태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7. 9.)
우루과이라운드와 미국농업(9. 2.)
UR 농산물협상의 현단계와 전망(10. 11.)
농업개발과 환경문제(11. 15.)
북한의 농촌 및 사회실상(6. 11.)
일본의 농업구조개선과 농업금융의 역할(6. 27.)

1992

농촌발전연구소 부교수)

최양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M. Dutta(미국 아시아경제학회장)
Blase(미국 미조리대 교수)
최양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John M. Antle
(미국 몬타나 주립대 교수)

오재학
가메가이 기요시
차영훈

북한의 농업 현황(8. 28.)

이진국

일본의 축산물 무역정책(8. 29.)
농촌개발과 국제교역(9. 1.)

모리
B. Deaton

아프리카 농업의 당면과제와 국제협력방향(9. 21.)

전용운

일본농업과 신농업정책(10. 21.)

도시오

한국농협의 발전과 변화(11. 25.)

김필주
L. Burmeister

동아시아 지역의 농업 및 토지문제(3. 23.)

Hoshi Makoto(동경 농업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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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IT 융합 현황과 과제(4. 3.)
2013

위용석(University of Arkansas 교수)

한국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배경과 의의(3. 19.)

일본 농업의 위기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4. 12.)

2012

박성철(Texas A&M Univ. 교수)

Forest Certification and Forest Carbon Offsets: LInkage and Gaps(4. 8.)
협동조합(운동)의 이론과 실제(4. 22.)
Assessment of Heterogeneity of Main Food Preparers based on the Frequency
of Serving Specific Vegetables(4. 25.)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자원관리의 제도적 측면(5. 23.)
일본의 여성농업인과 6차산업화에 관한 정책의 전개와 문제점(6. 1.)

Floor Brouwer
(네덜란드 농업경제연구원)

민승규(삼성경제연구소 전무)
권오율(호주 그리피스대)
최양부(icoop생협 유기식품
클라스터 추진위원장)

Kirby Barrick(플로리다대)
R. Wakeford(OECD 농촌작업반 의장)
황의식(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안재경(농협중앙회 팀장)
홍은표(OECD 통계국 국장)
정윤용(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정보교류팀장)

Xiazhi Cao(서울대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 발전연구소)

장종익(한신대 교수)
이성환(캐나다 궬프대 교수)
Konrad Hagedorn
(독일 훔볼트대 교수)

카와테 도쿠야(일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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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토론회 제목
아프리카 농업(6. 3.)
농업경쟁력 평가지표 개발 연구(6. 24.)
러시아 농식품산업에 관한 경제 및 생태학적 관점(7. 1.)

2013

IunViktor MariiaSurzhik(Russian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후카가와 히로시(큐슈대 교수)
야마우찌 료이찌(구마모토학원대 교수)

국제기구와 농업개발협력(9. 24.)

정일정(IFAD파견 농림축산식품부 국장)
구원회(미국노스다코타대)

WTO 제9차 각료회의 농업분야 성과와 향후 전망(12. 2.)

이주명(주 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

쌀 관세화 협상 및 DDA 협상 동향(4. 20.)

이주명(주 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

동독 농업의 재편과정(6. 10.)
한·중 FTA 대비 국내 보완대책 수립방향(7. 2.)
미국 위험관리보조금의 농산물 공급에 대한 영향과 세계 시장과 WTO 이슈에 대한
시사점(7. 15.)

김용택(前 농협대학장)
정찬진(오클라호마대 교수)
베른하르 포스트너(독일 튀넨연구소)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 국장)
Daniel A. Summer, 이현옥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 박사)

우리 농정 향후 10년을 위한 몇 가지 단상(斷想)(2. 25.)

오경태(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식품외식산업정책 방향(4. 9.)

이주명(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산림정책(7. 15.)
USDA/ERS 농업정책연구 기능과 역할, 미래 비전(11. 2.)
2016 축산정책방향(12. 14.)
숲에서 만나는 그린솔루션(2. 15.)

신원섭(산림청장)
Munisamy Gopinath
(USDA/ERS Director)

이천일(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신원섭(산림청장)

개화기 구미농업과학기술 어떻게 도입하였나?(3. 31.)

김영진(한국농업사학회)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향 논의(4. 27.)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글로벌 새마을운동(5. 9.)
인도농업 위기의 2가지 측면(6. 13.)
미국 쇠고기 산업 내 도매와 소매 간 가격 전이(6. 20.)
식품외식산업 정책방향(7. 19.)
농업분야 국정과제(8. 10.)
농업과 자원경제학의 연구 트렌드: 미국의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8. 11.)
Rice quality, trade, and dumping(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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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룡(고려대 교수)
이병훈(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일본의 지역농업 활성화 정책동향(8. 26.)

우유시장 구조를 반영한 자조금의 최적 일반광고 수준(6. 3.)

2016

(아시아태평양대 교수)

최혁진(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농협설립배경과 성장사(5. 20.)

2015

김상호, F.Besseah,S.Bangura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만들기(7. 22.)

Emerging Issues in the U.S. and World Agriculture: Implications for Food
Security(11. 5.)

2014

발표자

박승우(영남대 새마을대학원장)
Srijit Mishra(Director, NCDS)
정찬진(Oklahoma State University 교수)
이주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장)

오경태(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조성훈
(University of Tennessee 교수)

임송수(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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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토론회 제목

발표자
Dath K. Mita

USDA Remote Sensing Crop Analysis(9. 28.)

(Senior Global Crop Analyst,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USDA)

2016

농어촌지역 종합개발의 회고와 오늘 우리가 당면한 과제(11. 18.)
4차산업 혁명과 농업 분야의 대응(12. 21.)

최세균(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경영 자문위원)

농업·농촌의 융복합적 가치 재발견(3. 31.)

김준영

기상에 따른 배추 생육 예측 모형(4. 5.)

문경환

2017년 농정의 핵심의제와 몇 가지 연구주제(4. 13.)

정영일

농업 관련 헌법 조항 검토와 바람직한 개정 방향(4. 26.)
Building a Modern Agriculture and Food System in East Asia and Beyond(5. 22.)

2017

최양부(前 청와대 농림해양수석비서관)

임정빈
Nathan M. Belete

4차 산업혁명과 농업용 로봇(6. 15.)

이경환

첨단시설 내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을 위한 최적 가온, 냉방 및 제습 시스템(6. 26.)

김주원

세계은행 2017 Enabling the Business of Agriculture(6. 30.)
The Prebisch-Singer Hypothesis and Relative Commodity Prices: Evidence
from Recent Methods(7. 5.)
국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농업정책의 변화에 대한 제언(7. 5.)
AI 정책추진평과와 과제(7. 10.)
농촌지역 의료복지협동조합 실태와 추진 과제(7. 24.)
4차산업혁명시대와 농림업의 대응(11. 28.)
농업의 실크로드로 신북방 외교 완성(12. 20.)

Mr. Farbod Youssefi(세계은행)
이준수
Daniel A. Sumner
이준원(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경창수
이수화(前 농촌진흥청장)
이양구(前 우크라이나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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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및 공청회

연도
1980

토론회 제목 (날짜)
농촌공업개발에 관한 정책협의회 (3. 31.)
연근해어업 발전 방향에 관한 정책협의회 (7. 3.)

1981

지방 대도시 유통문제에 대한 공청회 (7. 16.)
쇠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공청회 (7. 20.)
미국 곡물시장 및 무역정책에 관한 세미나 (10. 6.)
식량 절약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 (4. 6.)

1982

농지의 임대차 제도에 관한 공청회 (6. 9.)
농수산물 관세 정책협의회 (10. 19.)
산지 초지 개발에 관한 심포지엄 (11. 11.)
농업 금융정책과 금융구조 개선에 관한 정책협의회 (3. 12.)

1983

내수면 어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정책협의회 (11. 18.)
산지 초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세미나 (11. 29.)
2000년을 향한 새로운 임업 발전 방향 세미나 (4. 3.)
농어촌소득원 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 (6. 20.)

1984

농촌지역종합개발 심포지엄 (9. 14.)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정책협의회 (10. 26.)
전국권 농수산물 유통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 (12. 19.)
2000년을 향한 농업부문 장기발전구상 공청회 (6. 11.)
농업 현실과 농업기계화에 관한 세미나 (6. 13.)

1985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농업부문 정책협의회 (7. 5.)
농업재해보험 제도 수립을 위한 정책협의회 (7. 19.)
제1차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계획에 관한 워크숍 (12. 3.. ~ 4.)
양식수산물의 산지 거래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12. 12.)
농수산물 유통개선과 도매시장 건설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협의회 (3. 20.)

1986

마늘·양파 하한가격 책정에 관한 정책협의회 (5. 7.)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농림수산부문 정책협의회 (6. 9.)
농공지구 정책협의회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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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연도

토론회 제목 (날짜)
농지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김제) (9. 23.)

1986

농지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구례, 창녕, 예산, 음성, 광주, 홍천) (9. 24. ~ 30.)
농지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상주) (9. 26.)
농어가부채경감대책 정책협의회 (4. 4.)
내수면어업 생산고 통계조사 개선방안 정책협의회 (5. 12.)
제4차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워크숍 ‘농촌지역 계획수립과 추진방안’ (5. 19. ~ 30.)
‘21세기를 향한 한국농정의 진로와 과제’ 토론회 (9. 12. ~ 13.)
‘농업단체 자율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 (9. 21.)

1987

제5차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워크숍 ‘바다 및 농촌종합개발 방향과 정책과제’ (11. 5. ~ 7.)
농촌공업 개발정책의 평가와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12. 3.)
농촌공업 개발정책의 평가와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영천) (12. 5.)
농촌공업 개발정책의 평가와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대전) (12. 8.)
농촌공업 개발정책의 평가와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 11.)
농촌공업 개발정책의 평가와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춘천, 청주, 창원, 전주) (12. 23. ~ 30.)
농산물 수입개방에 관한 정책토론회 (2. 5.)
제6차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워크숍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경상대학교와 공동)’ (5. 12. ~ 13.)
농업기계화 정책협의회 (6. 3.)

1988

농업재해보험제도 수립에 관한 공청회 (8. 24.)
1988년 추곡 생산비에 관한 토론회 (10. 9.)
영광군 지역 장기발전 방향(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 (10. 11.)
1988년도 추곡 수매가격 안정에 관한 토론회 (11. 9.)

1989

농림수산물 수입개방 토론회 (2. 27.)
제7차 농촌지역 종합개발 워크숍 (3. 24. ~ 25.)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전략작목 개발과 수출증대방안에 관한 정책협의회 (2. 16.)
우리 농업·농촌의 장래에 관한 토론회 (4. 20.)

1990

‘지역농업구조의 특성과 발전전략’ 지역협의회 (경북, 충남, 전북 지역) (5. 23. ~ 25.)
우리 경제의 실상과 경제주체의 책임 및 역할에 대한 토론회 (6. 25.)
전환기 양정을 위한 대토론회 (12. 27.)
농어민 연금제도 개발에 관한 공청회 (2. 12.)
BOP 협의 결과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대응방안에 관한 공청회 (3. 9.)
쇠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공청회 (3. 28.)

1991

농외소득원 정책세미나 (5. 17. ~ 18.)
국제화 시대의 중단기 농업기술 개발방향에 대한 공청회 (5. 22.)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에 관한 공청회 (5. 23.)
축산 부산물 유통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7. 5.)
농지소유상한 완화와 농지의 종합적 활용대책 공청회(대구)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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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토론회 제목 (날짜)
농지소유상한 완화와 농지의 종합적 활용대책 공청회(전주) (7. 25.)
농지소유상한 완화와 농지의 종합적 활용대책 공청회(서울) (7. 27.)

1991

농외소득사업의 평가와 개발에 관한 세미나 (8. 13. ~ 14.)
농업문제에 관한 농어민 관련 단체 간담회 (8. 31. ~ 9. 1.)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 심포지엄 (12. 4.)
1992 축산물 수급 및 시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 (12. 6.)
‘지방화 시대의 농정방향 어디로 갈 것인가?’ 토론회 (1. 21.)
농업구조의 전망과 정책과제 세미나 (2. 21.)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한·일 토론회(서울) (6. 8.)

1992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한·일 토론회(전주) (6. 10.)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한·일 토론회(진주) (6. 12.)
미곡 수매방출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 (9. 30.)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공청회(군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공청회(부산) (10. 1.)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세미나 (4. 28.)
양정제도 개선에 관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 (5. 20.)
「농지법」 제정방향에 관한 1차 공청회 (8. 19.)
한우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8. 25.)

1993

「농지법」 제정방향에 관한 2차 공청회(광주) (8. 26.)
「농지법」 제정방향에 관한 3차 공청회(창원) (9. 2.)
「농지법」 제정방향에 관한 4차 공청회(대전) (9.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공청회 (11. 12.)
UR 타결과 농정의 대응방향에 관한 세미나 (12. 28.)
농업여건 변화와 농촌지역의 산업구조 개편방안에 관한 세미나 (1. 25.)
UR 타결에 따른 수산업 대응방향에 관한 세미나 (1. 27.)
UR 이후 산촌대책 방향 세미나 (3. 22.)

1994

협동조합 개편방향에 관한 공청회 (7. 8.)
「농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7. 29.)
농정전환에 따른 정책대상 범위의 조정에 관한 세미나 (8. 30.)
농수산물 유통개혁 대책에 관한 공청회 (9. 6.)
남북한농업부문 교류 및 협력방안에 관한 협의회 (11. 17.)
농지개량조합운영 개선에 관한 공청회 (서울) (2. 27.)

1995

농림수산 교육개혁 정책토론회 (3. 23.)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4. 6.)
「축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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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제목 (날짜)
농지개량조합운영개선 공청회(수원)
농지개량조합운영개선 공청회(전주) (4. 11.)
농지개량조합운영개선 공청회(대구) (4. 13.)
간척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토론회 (4. 26.)
농어촌발전대책 추진 1주년 기념 ‘농어촌 발전대책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 (6. 12.)

1995

‘동아시아의 쌀 생산과 물 문제’ 국제심포지엄 (6. 20.)
「농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7. 29.)
「농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 (8. 31.)
첨단농림수산기술개발계획 공청회 (9. 5.)
‘농림수산사업 운영 및 평가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9. 22.)
국제사료곡물가격 동향과 전망에 관한 심포지엄 (9. 29.)
양정의 여건 변화와 정책방향 토론회 (11. 13.)
‘신경제 장기구상’ 농림수산 장기발전 구상 공청회 (1. 12.)
농지개량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 (2. 10.)
북한산 농림수산물 원산지 증명제도 개선방향 정책협의회 (2. 29.)
농수산물 유통개혁 대책 관련 토론회 (4. 25.)

1996

국제 곡물수급동향과 대책 토론회 (5. 27.)
쌀 산업 발전 종합대책 토론회(서울, 광주, 대구, 대전) (5. 30. ~ 6. 7.)
21세기 농업·농촌의 좌표와 정책과제 공청회 (6. 26.)
WTO 체제하의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9. 5.)
농림수산기술개발 사업추진 개선을 위한 토론회(서울 및 9개 지방) (11. 13. ~ 12. 13.)
협동조합 발전방안 토론회 (12. 13.)
‘곡물의 중장기 수급전망과 대응정책’ 연구협의회 (1. 14.)
‘쌀 산업 정책의 평가와 과제’에 관한 토론회 (3. 13.)

1997

‘환경농업법’ 제정 관련 공청회 (5. 27.)
‘차기 농산물협상 전망과 주요국 입장’ 세미나 (7. 1.)
‘인삼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공청회 (7. 25.)
‘대외개방의 진전에 대비한 농업구조개선’ 토론회 (8. 14.)
‘신정부의 농정과제 및 추진방향’ 정책토론회 (2. 2.)
농림사업평가 정책간담회 (2. 6.)
IMF 관리체계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부문별 토론회 (6. 11.)

1998

환경농업·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관한 정책토론회 (6. 19.)
농조·농조연·농진공 통합신설조직의 기능과 역할 토론회 (8. 6.)
「농업·농촌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8. 10.)
산림·통일 분야 전문가 초청세미나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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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토론회 제목 (날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청회 (1. 8.)
환경시대의 농촌정비 방향과 과제 심포지엄 (10. 22.)

1999

21세기 농정비전 수립 정책토론회 (11. 25.)
농산물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 도입방향 토론회 (12. 3.)
21세기 임정 비전 제시에 관한 연구 정책토론회
한우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1. 20.)
농림어업 규제개혁 성과 및 향후 과제에 관한 세미나 (2. 8.)

2000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토론회 (2. 10.)
‘OECD 농업환경지표 개발과 정책과제’ 세미나 (4. 27.)
‘논 농업 직접직불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6. 27.)
‘경영체별 농업소득 안정화 방안’ 정책토론회 (1. 19.)
‘21세기 농업·농촌 정비 방향과 과제’ 정책토론회 (4. 3.)
‘그린투어리즘 정책 방향과 과제’ 정책토론회 (6. 29.)

2001

‘농촌계획,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10. 31.)
‘북한농업 실태와 농업협력 발전방향모색’ 워크숍 (11. 22.)
쌀 산업 발전방향에 관한 간담회 (12. 8.)
‘남북 농업기술교류 협력의 성과와 방향’ 심포지엄 (12. 17. ~ 21.)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주류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2. 18.)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정책토론회 (3. 5.)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광주, 대전, 대구) (3. 8. ~ 12.)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토론회 (6. 27.)

2002

‘쌀 재고 문제의 전망과 대책’ 정책토론회 (7. 19.)
‘농어업·농어촌 교육제도의 개선’ 정책토론회 (7. 24.)
‘농업·농촌의 비전과 새로운 패러다임’ 정책토론회 (9. 13.)
‘농어업·농어촌의 비전과 새로운 활로’ 토론회 (10. 25.)
농림부문 R&D 투자방향과 효율적 관리방안 심포지엄 (11. 13.)
농가 포도주 및 민속주 산업육성을 위한 세미나 (2. 18.)
‘WTO/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1차 초안 평가와 협상대책’ 세미나 (2. 21.)
한국농업전문학교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공청회 (5. 27.)

2003

‘농가 부채 문제 진단과 중장기 대응방향’ 토론회 (7. 9.)
‘우리나라 FTA 추진방향과 주요 이슈’ 정책종합토론회 (7. 31.)
‘WTO 개도국 지위의 논리와 협상대응 방향’ 정책토론회 (9. 2.)
‘농촌지역 토지의 계획적 보전과 개발을 위한 방향 모색’ 세미나 (10. 14.)
새 국토협의회 연구성과 발표회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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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토론회 제목 (날짜)
‘한·일 FTA와 한국농업’ 세미나 (2. 16.)
개방화시대 농업·농촌문제의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3. 17.)
농지제도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4. 28.)
쌀 협상 국민대토론회 (5. 17.)
쌀 농가 소득안정방안 개편방향 토론회 (5. 20.)

2004

한·아세안 FTA 공청회 (8. 4.)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 합의안의 평가와 시사점 세미나 (8. 9.)
쌀 협상과 쌀 소득대책에 관한 대토론회 (11. 17.)
직접지불제 중장기 확충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12. 8.)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방안 토론회 (12. 21.)
우리 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12. 22.)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 최근 동향과 쟁점, 협상 대책 방향 세미나 (6. 29.)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방향에 관한 토론회 (7. 5.)

2005

‘양정제도 개편 및 쌀 공공비축 도입방안’ 세미나 (7. 19.)
쌀 생산조정제 개편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8. 17.)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11. 29.)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정책 대안 개발’ 워크숍 (2. 8.)
WTO/DDA 협상의제 쟁점 분석과 한국의 통상협상 전략 정책세미나 (2. 20.)
농촌마을 종합개발 워크숍 (3. 2.)
‘농업 분야 국제협력의 과제와 추진전략’ 워크숍 (4. 26.)
새 국토연구협의회 2006년 워크숍 (5. 8.)

2006

신활력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8. 10.)
쌀 수탁판매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8. 20.)
‘도·농이 함께 만드는 살고 싶은 농촌’ 세미나 (8. 25.)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 세미나 (10. 13.)
농촌의 내발적 발전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워크숍 (11. 3.)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 도전과 희망 세미나 (11. 9.)
새 국토연구협의회 2006년 성과발표회 (12. 6.)
DDA 농업협상 동향과 전망 정책세미나 (1. 10.)
농업 발전과제와 연구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4. 18.)
한·미 FTA 농업부문 국내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5. 29.)

2007

‘세계농정의 동향과 전망’ 정책토론회 (7. 23.)
‘위성정보의 농업관측 활용’ 전문가 토론회 (7. 30.)
남북 농업교류협력 10년 -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 (8. 28.)
쌀 소득 보전직불제 제도개선 공청회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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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토론회 제목 (날짜)
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11. 26.)
국제곡물가격 상승 영향과 대응전략 심포지엄 (12. 4.)
‘한국의 농업정책 개혁’ 국제학술 워크숍 (4. 3.)

2008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도전과 구상’ 공동정책토론회 (7. 23.)
‘제1회 새로운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국정과제 세미나 (10. 23.)
‘최근 경제여건 변화와 농수산부문의 대응방안’ 심포지엄 (11. 24.)
농업협동조합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토론회 (1. 6.)
DDA 농업협상 전망 및 대응방안 정책토론회 (1. 15.)
쌀 관세화 유예, 아직도 유익한 수단인가? 토론회 (2. 24.)

2009

농협중안회 신용·경제사업 분리방안 토론회 (5. 27.)
농식품 수출의 현실진단과 방향 정책토론회 (6. 17.)
‘농협 사업구조개편 쟁점사항’ 토론회 (10. 13.)
쌀 수급 안정 방안 정책토론회 (11. 25.)
2010 전북농업 발전방안 토론회 (3. 11.)
국가 농어촌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6. 8.)
농림수산식품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6. 16.)

2010

쌀 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 (8. 12.)
양정개혁의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 (10. 4.)
농촌용수 수리권 제도 관련 전문가 토론회 (10. 20.)
농업관측 시스템 개선을 위한 토론회 (11. 5.)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농지제도 개선방안 (11. 29.)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도입 및 운용 방안 토론회 (1. 24.)
농업부문 직접지불제 개편방향 전문가 워크숍 (1. 28.)
강원지역 사회적기업 관련 현황 및 발전방안 전문가 토론회 (3. 23.)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역량 강화와 중간지원조직 토론회 (6. 9.)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6. 16.)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관련 토론회 (6. 24.)
농업기계 관리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 (6. 27.)

2011

2011 ~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농림수산식품 분야- 공개토론회 (6. 28.)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 (7. 21.)
유기식품 인증제도 동등성 관련 영향분석 토론회 (10. 17.)
표고버섯 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 (11. 11.)
농업생산기반정비 정책토론회 (11. 30.)
유통관계인 설명회 및 의견수렴 토론회 (수산부문) (12. 20.)
유통관계인 설명회 및 의견수렴 토론회 (수산물도매법인대상) (12. 22.)
유통관계인 설명회 및 의견수렴 토론회 (청과부문)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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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제목 (날짜)
수산부문 유통관계인 설명회 및 의견수렴 토론회 (2. 23.)
청과부문 유통관계인 설명회 및 의견수렴 토론회 (2. 24.)
가락시장 수산부문 유통인 토론회 (3. 29.)
귀농인과 함께하는 이야기 한마당 공개토론회 (5. 5.)
농업관측사업 평가와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5. 16.)
농어촌 마을 리모델링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7. 3.)
FTA 직접피해보전대책 사업시행 관련 정책 간담회 (7. 9.)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설계 기본방향 토론회 (8. 30.)
제1차 농정이슈 심층토론회 - 식량안보의 개념부터 바꾸어 보자 (8. 30.)

2012

제2차 농정이슈 심층토론회 - 농산업 경쟁력, 전략을 재점검한다 (9. 6.)
제3차 농정이슈 심층토론회 - 농가소득·경영안정화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 (9. 13.)
제4차 농정이슈 심층토론회-농산물 유통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 (9. 20.)
자조금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토론회 (9. 21.)
제5차 농정이슈 심층토론회 - 다문화·100세 시대 농촌 복지 정책을 제안한다 (9. 27.)
제6차 농정이슈 심층토론회 - 농어촌 정책, 외양 아닌 내실을 다져보자 (10. 4.)
제7차 농정이슈 심층토론회 - 조화·상생의 산림 비전을 실현하자 (10. 11.)
농정,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정책토론회 (10. 25.)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11. 27.)
귀농·귀촌 정책 연구 포럼 2012 심포지엄 (11. 30.)
수입기여도 계측 방법 논의 전문가 협의회 (토론회) (3. 8.)
기업의 농식품 분야 진출과 한국농업의 전문가 토론회 (4. 4.)
농지보전부담금 과제 토론회 (4. 18.)

2013

쌀 직불제 합리적 운용방안 정책토론회 (5. 27.)
쌀 관세화 유예와 대외경쟁력 정책토론회 (8. 13.)
농촌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9. 11.)
쌀 산업 발전 포럼 대토론회 (12. 17.)
6차산업화 중간지원조직 추진체계 구축 전문가 토론회 (12. 19.)
2014년 농정 추진방향 및 국내보완대책 현안 논의 정책 간담회 (2. 27.)
한·영연방 3개국 FTA에 따른 축산업 대책 마련 전문가 토론회(1차) (4. 28.)
한·영연방 3개국 FTA에 따른 축산업 대책 마련 전문가 토론회(2차) (7. 21.)
비료산업의 발전 및 연구개발방안 토론회 (7. 30.)

2014

부산물 비료산업의 발전 및 적정관리 제도 토론회 (8. 13.)
농기계 산업의 발전 및 수출확대 방안 토론회 (9. 15.)
‘농업은 미래성장산업이다’ (9. 22.)
2014년 쌀 수확기 전망과 과제 정책토론회 (10. 14.)
한·중 FTA 타결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과 대책 정책세미나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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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토론회 제목 (날짜)
가축분뇨 자원화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11. 19.)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11. 28.)
농업·농촌 광복 70년 기념 학술 세미나(Ⅰ) (7. 2.)
농업·농촌 광복 70년 기념 토크콘서트(Ⅰ) (7. 10.)
농업·농촌 광복 70년 기념 토크콘서트(Ⅱ) (7. 16.)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콘퍼런스 (7. 21.)

2015

농업·농촌 광복 70년 기념 학술 세미나(Ⅱ) (7. 23.)
『늘어나는 쌀 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9. 17.)
삶의 질 향상 계획과 농촌복지 방향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 (11. 6.)
중장기 쌀 수급 안전방안 정책토론회 (12. 9.)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대토론회 (12. 29.)
귀농·귀촌과 농촌사회변화 전망 심포지엄 (6. 10.)
2016년 삶의 질 현장자문단 토론회 (8. 11.)

2016

쌀 수출확대 가능성과 방안은? 정책토론회 (9. 9.)
쌀 수급불균형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11. 18.)
미래농정심포지엄 (12. 13.)
「쌀 적정생산을 위한 파종기 과제는?」 정책토론회 (4. 12.)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가능성과 새로운 도전 (6. 14.)
농촌 삶의 질과 균형 발전 심포지엄 (6. 23.)
안전, 안심 먹거리를 위한 새 정부의 정책과제 (6. 28.)

2017

농업부문 통상 및 국제협력 성과 제고 방안 (7. 6.)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7. 13.)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 방안 토론회 (8. 31.)
2017년 추석 성수기 대비 과일 산업 토론회 (9. 6.)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와 정책 방향 토론회 (9. 22.)
고령 친화 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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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연도

주제

장소

전환기 농정과제와 정책대안(Rural Transformation under the Rapid Industrialization
in an Open Economy: Policy Issues and Alternatives) (11. 7.~11.)

세종문화회관

아시아 제국의 식품유통(Toward Efficient Food Marketing Systems in Asian
Economics) (7. 14.~20.)

전경련 회관

신흥공업국의 농업조정정책(Agricultural Adaptation Process in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9. 15.~20.)

전경련 회관

아시아 태평양지역 농촌중심권 개발(Roving Seminar on Rural Center Planning in
Asia and the Pacific) (9. 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의 곡물시장 및 무역정책 (10.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3

개발도상국 간의 농업·농촌개발협력(International Workshop on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for Rural/Agricultural Development Among Development
Countries) (10. 12.~20.)

서울 쉐라톤 워커힐호텔

1985

아시아 지역의 국가 발전과 농촌공업의 역할(International Seminar on the Role of
Rural Industries for National Development in the Asian Region) (4. 22.~25.)

서울 쉐라톤 워커힐호텔

PECC 농업정책, 무역 및 개발(International Workshop on Agricultural Policy, Trade
and Development) (5. 16.~18.)

서울 쉐라톤 워커힐호텔

AARRO 농촌개발사업(International Workshop on Management of Rural
Development Programs) (9. 4.~ 9.)

서울 리베라호텔

UR 농산물 무역협상(Seminar on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on Agriculture)
(11. 13.~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한·일 토론회 (6. 8.)

한국프레스센터

전북도지회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한·일 토론회 (6. 10.)

농협중앙회

사범대 예술관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한·일 토론회 (6. 12.)

경상대학교

일본농업과 구조·경영정책 (11.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북아(남북한, 중국) 역내 농산물 교역과 농업개발 협력 (9.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북아 4개국 ‘쌀 생산과 물 관리’ (6. 20.)

서울 타워호텔

광복 50주년 국제학술대회-한국농업 50년의 회고와 전망 (7. 27.~28.)

대전시 유성호텔

광복 50주년 국제학술대회-WTO 체제하의 태평양 연안 국가와의
농산물 교역 전망과 발전방향 (8. 17.)

COEX

광복 50주년 국제학술대회-동북아 역내 농산물 무역 및 농업개발
협력의 발전방향 (8. 18.)

COEX

1978

1980

1981

1989

1992

1994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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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1996

제1회 농업인의 날 기념 ‘21세기를 향한 농업인의 역할’ (11. 13.)

농협중앙회

1997

제2회 농업인의 날 기념 ‘21세기 한국 농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11. 13.)

농협중앙회

한계지의 자원관리와 환경농업 (5. 20.~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3회 농업인의 날 기념 ‘21세기 친환경 농업의 발전방향’ (11. 12.)

농어촌진흥공사

차기 WTO 농업협상의 전망과 쟁점 (10. 2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4회 농업인의 날 기념 ‘21세기 세계 식량안보 전략’ (11. 12.)

농어촌진흥공사

FAO 통계워크숍 (12. 13.~17.)

KOICA 국제협력연수센터

‘아시아지역 농산물 무역자유화의 영향과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UNESCAP/
CGPRT Center 국제 공동 워크숍 (5. 2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 메신저 사업 (9. 5.)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

제1차 한·중 농업발전 (10. 9.~10.)

중국 베이징 여우이호텔

북한농업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11. 1.)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제5회 농업인의 날 기념 ‘디지털시대 지식농업의 발전방향’ (11. 10.)

농어촌진흥공사

WTO 농산물협상의 전망과 대응 (11. 28.)

대한상공희의소

환경과 어메니티 그리고 농업·농촌 정비 (5. 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의 WTO 가입과 한·중 농업협력 (6. 25.~2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 및 환경정책통합 KREI/FFTC (8. 21.~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WTO 농업협상: 국별 제안서와 협상 전망 (9. 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신농업법 입법 동향 (4. 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WTO 체제하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무역 및 농정과제 (10. 9.)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

농업의 가치와 소농문제 (10. 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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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프레스센터

WTO 체제하 세계 농업의 동향과 농정주체의 역할 (7. 4.)

aT센터(서울농업무역센터)

‘동아시아 농업의 전통과 변화’ 동아시아 농업사학회 (8. 27.~28.)

경주 현대호텔

중국 쌀 산업의 현황과 전망 (8. 2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창립기념’ 및 제1회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10. 28.)

교육문화회관

한국의 쌀 협상과 일본과 대만의 경험 (12. 10.)

서울농업무역센터

북한의 농업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외국의 경험과 시사점 (12. 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일 농업경제 학술교류 워크숍 (2. 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쌀의 재발견: 역사, 문화 그리고 경제 (5. 27.~28.)

aT센터(서울농업무역센터)

‘친환경 농업과 농업경영 안정화’ 한·일 심포지엄 (6.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WTO/DDA 협상과 농업정책 개혁 (9. 24.)

서울대학교 호암회관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제2차 국제심포지엄 (10. 8.~9.)

중국 산동대학 본교

한·일 공동 연구 1차 심포지엄 (6. 7.)

일본 동경농공대학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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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주제

장소

‘동북아 쌀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제2회 동북아 농업농촌발전
국제심포지엄 (9. 2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제3차 국제심포지엄 (10. 25.~26.)

일본 Toranomon Pastoral

한·일 공동 연구 2차 심포지엄 (11. 15.~17.)

서울, 강원도 횡성·평창군

한·일 공동 연구 3차 심포지엄 (4. 24.~27.)

일본 도쿄,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제4차 국제심포지엄 (9. 5.)

롯데호텔(잠실)

한·일 공동 연구 4차 심포지엄 (11.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독·일 바이오매스 이용촉진 정책과 전망 (12.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베트남형 농촌마을개발모형의 확산 워크숍 (4. 4.)

베트남 하노이시

농촌의 내발적 지역 활성화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5. 8.)

야마나시현
후지가와구치호

ODA 국제 콘퍼런스: 아태지역의 농촌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5. 16.~18.)

강원대학교,
춘천 라데나 리조트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제5차 국제심포지엄 (10. 15.)

중국 북경 우의빈관

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11. 2.)

전라남도청 김대중 강당

제1회 동아시아농업논단 (11. 8.)

일본 JICA 국제협력종합
연수원

『동아시아의 농업과 식품산업 발전』 제2회 동아시아 농업논단 (5. 22.)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세계화와 도·농 격차』 국제심포지엄 (6. 30.~7. 1.)

서울대학교 호암회관

제12회 세계농촌사회학대회 (7. 6.~11.)

KINTEX

『베트남 농촌개발 시범사업 컨설팅』 공동 워크숍 (12. 2.)

하노이 선웨이호텔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제6차 국제심포지엄 (3. 4.)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

한·베트남 농업·농촌개발 협력방안 국제학술대회 (7. 2.)

베트남 하노이

『동북아 다랭이논의 새로운 가치와 보전활동』 국제심포지엄 (7. 23.)

울진 한화리조트 백암홀

『기후변화 대응 농업부문 녹색성장 전략』 국제심포지엄 (9. 10.)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
문회회관

제9회 동아시아 농업사 국제학술대회 (9. 17.~19.)

전북대학교

한·중 농업연구협력협정 체결 10주년 기념 세미나 (6.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제7차 국제심포지엄 (6. 1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국제세미나 (6. 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국의 농업부문 신재생에너지 이용실태 국제심포지엄 (9. 10.)

순천대학교

통일 후 동독지역 농업 재편과 시사 국제학술심포지엄 (9. 14.)

프레스센터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확보 방안 (9. 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산업 발전전략 한·일 전문가 세미나 (9. 2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공위성을 활용한 직황 조사 국제세미나 (9. 29.)

aT센터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식품 가공산업 발전방안 2010 국제세미나 (10. 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01

자료집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602

주제

장소

녹색성장 국제세미나 (11. 19.)

JW메리어트호텔

한-IFAD 공동국제심포지엄 (11. 23.~24.)

서울팔래스호텔

국제농업협력 심포지엄 (12. 9.)

신라호텔

KREI-OECD 농업부문 녹색성장 전문가 회의 (4. 6.~7.)

서울프라자호텔

제2회 KREI-RCRE 국제심포지엄 (5. 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 곡물가격 불안정과 식량안보 국제심포지엄 (6. 30.)

서울 프라자호텔

국제 곡물 동향과 해외농업개발 국제심포지엄 (8. 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북아 농업농촌발전 국제심포지엄 (8. 3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체계 개선 국제세미나 (9.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녹색축산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국제세미나 (9. 16.)

경기도 인재개발원

세계 유기농대회 유기상품 유통 국제심포지엄 (9. 29.)

남양주시 제2청사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식품 가공산업 발전방안 (10. 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 사회적기업 국제세미나 (11.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시대 지역농업 활성화 과제와 전망 국제심포지엄 (2. 16.)

aT센터 중회의실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제8차 국제심포지엄 (6. 12.)

중국 동방유가화원 호텔

제3회 한·중농촌발전세미나 (7. 3.)

중국 백산호텔

한·중 농업 분야 국제학술심포지엄 (7. 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의 현황과 전망 국제 심포지엄 (9.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 곡물시장 전망: 곡물가격 파동의 시사점 및 식량정책
국제 심포지엄 (10. 19.)

플라자호텔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외식산업과의 연계방안 국제
심포지엄 (10. 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3회 한·중·일 농업경제 심포지엄 (10. 26.)

서울대 교수회관

제9회 동북아농업농촌발전 국제심포지엄 (11. 7.)

일본 가고시마 대학

제4회 KREI-RCRE 국제심포지엄 (5.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제9차 국제심포지엄 (7. 11.)

일본 센다이 호텔

제10회 동북아농업농촌발전 국제심포지엄 (8. 17.)

중국 동북농업대

농업의 6차산업화 국제심포지엄 (10. 1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회의실

여성농업인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과 정책과제 심포지엄 (10. 30.)

국회의원회관

전남 여성농업인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과 과제 국제 세미나 (10. 31.)

전남여성플라자 204호

식량과 금융안보의 글로벌 전망 국제 콘퍼런스 (10. 31.)

고려대학교

우리나라 농정성과 확산을 통한 개발효과성 제고 국제 세미나 (11. 6.)

The–K 호텔

제5회 KREI-RCRE 국제심포지엄 (5. 21.)

중국 금하호텔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제10차 국제심포지엄 (6.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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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동북아농업농촌발전 국제심포지엄(동북아 논 농업 과제와 발전 전략)
(8. 2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 식문화의 새로운 가치 발견과 한·일 협력 방안 국제 세미나 (9. 4.)

aT센터 세계로룸

기후변화시대의 식량안보 국제 심포지엄 (9. 25.)

더플라자 호텔

한·일 농촌계획 전문가 공동세미나 (10. 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년도 KAPEX 사업결과 공유를 위한 국제 워크숍 (10. 22.)

서울 세종호텔

지역임업 국제세미나: 선진국화 후진국의 지역임업 경험 공유 세미나
(11.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에티오피아 KSP 정책실무연수단 국제 워크숍 (2. 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아·태 경제통합 TPP와 농업 및 취약산업 분야 대응전략 국제 세미나 (4. 28.)

The–K 호텔

KREI-파키스탄 경제개발과정 국제 워크숍 (6. 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OECD 농업·농촌 미래발전 콘퍼런스 (10. 14.)

라마다호텔

제6회 KREI-RCRE 국제심포지엄 (10. 22.)

제주컨벤션센터 삼다홀

SSK-KREI 국제 콘퍼런스 (10. 30.)

고려대학교

도농 상생 지역공동체지원농업(CSA)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3. 24.)

충남연구원

귀농귀촌과 농촌사회 변화 전망 국제심포지엄 (6. 10.)

프레스센터

제13회 동북아농업농촌발전 국제심포지엄 (8. 20.)

중국 길림농업대학

APEC 특별 워크숍 (10. 13.)

코리아나 호텔

제7회 KREI-RCRE 국제심포지엄 (11. 23.~26.)

중국 산둥성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제11차 국제심포지엄 (12. 8.)

중국 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소규모 산림경영 국제 세미나 (10.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제12차 국제심포지엄 (10.11.)

일본 사이타마 정부종합청사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의 경제적 평가 국제 워크숍 (11.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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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정부출연금

기금전입

용역수입

자체수입
이자수입

전기이월

기타수입

계

1978

579,244

500,291

-

69,589

9,364

-

-

78,953

1979

1,826,646

1,620,000

-

125,274

69,003

12,369

-

206,646

1980

2,266,194

1,469,000

32,000

155,650

130,421

3,098

476,025

797,194

1981

1,945,567

1,269,000

-

477,997

77,735

3,915

116,920

676,567

1982

1,680,599

1,561,718

-

60,603

50,240

8,038

-

118,881

1983

2,121,467

1,694,624

-

318,818

36,394

19,448

52,183

426,843

1984

1,924,840

1,567,408

-

298,067

15,040

14,559

29,766

357,432

1985

1,994,858

1,281,229

537,557

105,799

50,252

13,981

6,040

713,629

1986

2,584,841

1,618,267

685,469

197,224

42,508

14,385

26,988

966,574

1987

2,933,758

2,050,263

489,900

289,597

41,675

20,144

42,179

883,495

1988

3,678,105

3,036,487

83,000

321,115

39,288

13,856

184,359

641,618

1989

3,479,695

2,901,378

-

323,005

33,910

11,360

210,042

578,317

1990

3,822,520

2,964,466

-

754,658

37,445

13,005

52,946

858,054

1991

4,326,214

3,221,408

-

959,168

47,979

13,822

83,837

1,104,806

1992

4,576,763

3,453,736

-

979,543

54,166

39,353

49,965

1,123,027

1993

4,584,786

3,754,008

-

603,668

66,609

42,751

117,750

830,778

1994

5,618,017

4,424,420

-

925,754

59,123

26,008

182,712

1,193,597

1995

6,502,378

4,886,431

-

1,364,591

60,933

25,686

164,737

1,615,947

1996

7,752,172

5,391,370

-

1,865,754

103,078

66,531

325,439

2,360,802

1997

8,752,992

6,969,001

-

1,492,992

123,053

3,846

164,100

1,783,991

1998

8,461,827

5,809,993

-

873,450

245,080

73,595

1,459,709

2,651,834

1999

10,816,167

5,459,000

-

2,048,464

86,878

2,560,184

661,641

5,357,167

2000

15,559,61

8,355,000

-

6,924,236

32,129

202,763

45,484

7,204,612

2001

11,129,656

5,602,000

-

4,005,079

49,812

1,420,304

52,461

5,527,656

2002

10,704,434

6,800,000

-

3,612,597

50,639

73,977

167,221

3,904,434

2003

12,277,757

8,219,000

-

3,399,660

46,328

385,497

227,272

4,058,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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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기금전입

용역수입

자체수입

연도

세입

2004

14,480,947

9,583,000

-

4,703,676

50,862

136,004

7,405

4,897,947

2005

15,020,437

9,908,000

-

4,974,557

62,469

67,398

8,013

5,112,437

2006

17,662,288

10,868,000

-

5,642,510

118,969

86,329

946,480

6,794,288

2007

18,723,642

11,250,000

-

6,209,486

118,485

221,519

924,152

7,473,642

2008

17,554,825

12,013,000

-

4,868,083

73,568

245,950

354,223

5,541,824

이자수입

기타수입

전기이월

계

2009

20,023,854

13,509,000

-

5,903,161

66,553

455,837

89,303

6,514,854

2010

22,006,910

14,717,000

-

5,752,000

69,000

677,371

791,539

7,289,910

2011

23,340,339

15,915,000

-

5,760,000

69,940

280,667

1,314,732

7,425,339

2012

40,218,944

15,708,000

-

5,793,000

70,000

15,822,502

2,825,442

24,510,944

2013

51,960,693

15,966,000

-

6,398,000

160,679

13,051,281

16,384,733

35,994,693

2014

48,765,748

15,241,000

-

6,818,000

180,000

13,032,822

13,493,926

33,524,748

2015

45,901,085

16,068,000

-

7,683,000

100,000

10,557,639

9,737,119

28,077,758

2016

30,510,589

16,462,000

-

9,526,000

100,000

359,390

2,572,700

12,558,090

2017

38,160,575

15,002,000

-

9,902,000

60,000

341,677

1,162,515

11,466,192

합계

530,672,373

288,089,498

1,827,926

122,485,825

2,959,607

60,418,861

55,512,058

243,20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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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전산화 연혁

연월일

내용

1978. 6.

PDP11/05 뱃치 터미날 시스템을 KAIST CYBER 시스템과 연결

1982. 12.

DATA POINT 4750 시스템 도입 및 KAIST CYBER 시스템과 연결

1984. 6.

DATA POINT 4750 시스템 농수산부 IBM4341 시스템과 연결

1987. 12.

ECLIPSE MV/7800 미니 컴퓨터 도입

1989. 9.

행망용 PC/XT 20대 및 프린터 20대 도입

1990. 1.

자료관리시스템 운영

1994. 11.

인터넷 IP 주소 할당(한국전산원)

1994. 12. 28.

KREI-NET 구축

1995. 1. 23.

KREI-NET 개통, 하이텔(HITEL) 가입

1995. 7.

연구전산망(KREONET) 가입

1995. 12.

문헌정보시스템(오롬테크 Vintage LAS) 구입

1996. 3. 8.

문헌정보시스템(Vintage LAS) 서비스

1996. 6.

농림수산정보센터와 56kbps 전용선 개설 및 문헌정보 서비스

1997. 3. 1.

홈페이지 서비스

1997. 7. 18.

영문 홈페이지 서비스

1998. 1. 23.

연구전산망 전용회선 증속(56Kbps에서 2,048Mbps로)

1998. 3.

전자게시판, 전자우편, 문서관리시스템 운영

1998. 9.

통합정보시스템(연구관리, 인사, 회계, 예산, 급여 등) 구축

1999. 1.

연구원 - 임차건물 네트워크 구성 및 별관 네트워크 증설 공사
통합정보시스템(연구관리, 인사, 회계, 예산, 급여 등) 운영

2000. 3. 6.

전산실 이전(본관 2층 → 3층) LAN 시스템 재구축

2001. 5. 14.

홈페이지(한글, 영문) 재구축 오픈

2002. 3. 2.

통합정보시스템(그룹웨어, 경영정보, 연구관리) 운영
Web-Mail 서비스

2002. 4.

방화벽 구축(SUN U-60, 어울림정보 시규어웍스)

2002.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포럼 홈페이지 구축 운영

2003. 6. 2.

지식경영시스템(AGRE) 운영, 통합전자도서관시스템(iLips) 오픈

2003. 10. 27.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홈페이지 개설

2003. 10. 31.

초고속연구망 E1에서 ATM 10Mbps 증속

2003. 12. 16.

홈페이지 재구축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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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내용

2005. 2. 7.

농업관측정보센터 홈페이지 재 오픈

2005. 9. 15.

홈페이지 재구축 오픈

2006. 3. 10.

홈페이지, 웹메일, DNS 서버교체(SUN E-450 → SUN V-480)

2006. 10. 15.

통합스토리지 및 백업장비 도입 설치

2007. 1. 2.

Verity검색엔진으로 통합검색 재구축(홈페이지, 전자도서관, AGRE)

2007. 4. 6.

초고속연구망 ATM 10M에서 30M로 증속

2007. 4. 13.

본원-ARPC 전용E1(2M)에서 ATM Metro 20M로 증속

2007. 7. 12.

본원-CRIC 전용E1(2M)에서 ATM Metro 20M로 증속

2008. 6.

정보마당(전자결재, 경영정보, 연구관리 재구축) 오픈

2008. 12.

웹방화벽(Websray) 도입

2009. 7.

개인용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시스템(AnyStore 백업시스템) 도입

2009. 12.

보조기억매체관리시스템과 Sepros 보안USB를 도입하여 보급

2010. 9.

연구원 메일시스템 CrediMail로 교체

2010. 12.

통합전자도서관시스템(SOLARS7) 구축 오픈

2011. 1.

로그분석시스템, 키보드해킹방지시스템, DDoS방어장비 도입

2011. 9.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 개인정보필터링 솔루션(W3000) 등 도입

2011. 12.

SAS 9버전으로 업그레이드

2012. 5.

네트워크 속도를 30Mbps에서 100Mbps로 증속

2012. 12.

가상 서버환경 구축
독립 백업네트워크 구축

2013. 3.

결재 문서를 시스템을 통해 주고 받을 수 있는 전자문서유통 실시

2013. 4.

연구원 홈페이지 재구축

2013. 5.

서버, 네트워크 등 각종 전산장비에 대한 통합유지보수 실시
민감 정보 접근 보안을 위한 OTP시스템 도입

2014. 12.

VTL 백업시스템 도입으로 1차·2차 백업시스템 구축
나주 신청사 네트워크 2중화를 위한 장비 도입

2015. 7.
2016. 6.

나주혁신도시로 청사이전과 함께 새로운 환경의 전산인프라 구축
UPS 및 네트워크 이중화, 네트워크 속도 1G로 향상
내부 업무용 DBMS, 농업관측본부용 DBMS 도입
나누리(전자결재, 경영정보, 연구관리 재구축) 오픈

2017. 6.

메인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개별 홈페이지 통합·정비 용역 착수

2017. 12.

전자도서관 및 메타검색 서비스 업그레이드 오픈
신규 홈페이지 오픈

2018. 3. 26.

- 메인 홈페이지 (국문, 영문, 모바일)
- 개별 홈페이지 (국제농업개발협력, 세계농업정보, 삶의질, FANEA, 귀농·귀촌, 연우회,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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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주요일지

연도

내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립안 대통령 재가(설립자 대통령) (2. 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립위원회(위원장 장덕희 농수산부 차관) 구성 (3. 3.)
재단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립 등기 (3. 16.)
제1차 이사회, 초대 원장 김보현 전 농수산부장관, 초대 김동희 부원장 임명 (3. 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족, 개원식, 10개 연구실 편성, 연구과제결정 (4. 1.)
제1기 연구원 공개 채용시험 (4. 20.)

1978

반월간 해외농업동향 창간호 발간(1979년 말까지 통권 40호 발간) (5. 1.)
계간 농촌경제 창간호 발간 (5. 31.)
현지통신원 950명 첫 위촉 (10. 1.)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창간호 발간 (11. 2.)
개원기념 국제학술세미나‘전환기의 농정과제와 정책대안’ (11. 7. ~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육성법 국회 통과 (11. 13.)
연구원 공개채용시험 (11. 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육성법」 공포(법률 제3122호.) (12. 5.)
이희일 농수산부장관 초도 순시 (1.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공포(대통령령 제9305호) (2. 2.)

1979

개원 1주년 기념 초청강연 ‘한국 경제의 외생적 여건(조동필, 고려대 교수)’ (4. 2.)
현지통신원 500명 추가 위촉 (6. 1.)
특별보고 ‘농산물 유통개선 대책(유정회 의원)’ (6. 9.)
신축청사 기공식 (10. 17.)
농수산물 품목 분류조정심의회 (1. 9.)
특별보고 ‘농정여론조사 및 농산물 유통체계(농수산부장관)’ (1. 19.)
‘해외농업자료’ 시리즈 제1호 발간 (2. 20.)

1980

원장 보좌기구 ‘연구협의회’ 설치·운영 (3. 27.)
개원 2주년 기념식 (4. 1.)
현지통신원 1,249명 추가 위촉 (4. 2.)
개원 2주년 기념 초청강연회 ‘농업경제와 지대 문제(김준보, 고려대 교수)’ (4. 2.)
미국 KANSAS 주립대학 식량사료곡물연구소(FFGI)와 연구자매결연 협약 체결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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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내용
정종택 농수산부장관 초도 순시 (6. 18.)
특별보고 ‘혼합곡 소비촉진대책(농수산부장관)’ (6. 23.)
‘아시아 제국의 식품유통에 관한 국제세미나(KREI/ASPAC 식량비료기술센터 공동주최)’ (7. 15. ~ 19.)
특별보고‘세계 양곡무역 동향과 대응책(농수산부장관)’ (7. 18.)
제5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식량정책 자문회의 (8. 8.)

1980

특별보고 ‘농정시책의 홍보 강화 방안(농수산부장관)’ (8. 8.)
특별보고 ‘농수산 통계의 개선 방향(농수산부장관)’ (8. 22.)
‘신흥공업국의 농업조정에 관한 국제학술세미나(KREI/DSE, 국제농업경제학회 공동 주최)’ (9. 15. ~ 20.)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한 간담회 (10. 8.)
특별보고 ‘농업 재해보험 제도 수립에 관한 연구(농수산부장관)’ (11. 7.)
특별보고 ‘산지 개발과 이용방안(농수산부장관)’ (12. 5.)
신축 청사 준공식 (12. 20.)
김보현 이사장겸 원장 및 선임이사에 대한 재임 결의(이사회 서면결의) (3. 13.)
특별보고 ‘마늘 수급과 가격안정대책(농수산부장관)’ (4. 29.)
고건 농수산부장관 초도순시 (4. 30.)
특별보고 ‘쇠고기와 우유에 대한 정책방향(농수산부장관)’ (5. 16.)
특별보고 ‘육류수급 및 가격전망과 대책(농수산부장관)’ (6. 1.)
특별보고 ‘쇠고기 수급, 가격, 유통문제(농수산부장관)’ (7. 15.)

1981

지방대도시 유통문제에 대한 공청회 (7. 16.)
쇠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공청회 (7. 20.)
특별보고 ‘인플레이션과 농수산물 가격(농수산부장관)’ (8. 5.)
특별보고 ‘1981 하반기 육류 수급전망(농수산부장관)’ (8. 19.)
‘농촌중심권 개발에 관한 국제세미나(KREI/ESCAP 공동 주최)’ (9. 1. ~ 7.)
‘미국의 곡물시장 및 무역정책에 관한 세미나(KREI/ASA 미국 대두협회 주최)’ (10. 6.)
특별보고 ‘1980년대의 농정방향(농수산부장관)’ (12. 22.)
특별보고 ‘농지제도에 관한 보고(농수산부장관)’ (12. 26.)
FAO와 농촌여성 생산 활동에 관한 공동 연구 협정 체결 (1. 9.)
식량 절약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 (4. 6.)
특별보고 ‘정부 양곡 조작비 절감 방안(청와대)’ (5. 3.)
한국 농촌여성의 노동생산성에 관한 토론회 (5. 7.)

1982

농지의 임대차 제도에 관한 공청회 (6. 9.)
박종문 농수산부장관 초도 순시 (6. 10.)
원훈 제정 ‘넓은 시야, 깊은 연구, 높은 긍지’ (7. 1.)
특별보고 ‘농수산물 유통개선 대책’, ‘전문복합영농으로 농어가 소득 증대(농수산부장관)’ (7. 6.)
특별보고 ‘세계 기상관측과 곡물 생산량 예측(국무총리실)’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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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내용
특별보고 ‘돼지사육두수 및 가격에 대한 관측(국무총리실)’ (8. 16.)

1982

특별보고 ‘종합 식량 수급의 기본방향(농수산부장관)’ (11. 5.)
‘산지 초지개발에 관한 심포지엄’ (11. 11.)
전국권 농수산물 유통개선 기본계획 연구(NMMPS)의 방향 검토를 위한 자문회의 (12. 4.)
제2대 김영진 부원장 임명 (1. 24.)
박종문 농수산부장관 연두 순시 (1. 31.)
간척사업 간담회 (2. 18.)
1982 연구사업 보고(청와대) (2. 28. ~ 3. 31.)
현지통신원 경제·조사교육(16개 지역, 2,043명 대상) (3. 3. ~ 3. 14.)
개원 5주년 기념행사, 초청강연‘한국의 농업사 연구의제과제(이춘영, 서울대 교수)’ (4. 1.)

1983

특별보고 ‘2000년대 국가발전 장기구상(농수산부장관)’ (4. 7.)
아시아 태평양 식량비료기술센터(FFTC)와 연구협력에 관한 협약 체결 (4. 28.)
초청강연 ‘미국의 곡물시장 현황 및 한국의 곡물수입(최진욱 박사, 미국 시카고 곡물사무소)’ (9. 26.)
‘개발도상국간의 농촌개발협력 국제회의(KREI/AARRO 공동주최)’ (10. 12. ~ 20.)
내수면 어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정책협의회 (11. 18.)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고급관리자반, 농촌경제 학습차 내원 (11. 25.)
산지 초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세미나 (11. 29.)
박종문 농수산부장관 연두 순시 (1. 29.)
‘연우회’ 창립 총회(초대 회장, 김동희 전 부원장) (1. 30.)
김보현 원장 이임식 (3. 16.)
제3대 김영진 원장 취임 (3. 17.)
제3대 성배영 부원장 임명 (3. 21.)
특별강연 ‘지식이용과 전이문화의 굴절이론(우노 요시야스, 일본 기쥬꾸대 교수)’ (3. 22.)
개원 6주년 기념 행사 (4. 2.)
2000년을 향한 새로운 임업 발전 방향 세미나 (4. 3.)

1984

특별강연 ‘미국농업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밀톤 흘브루크,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교수)’ (5. 15.)
농어촌소득원 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 (6. 20.)
농업경제정보 창간호 발간 (7. 9.)
농정시책 이해 증진을 위한 농어민 교육계획 특별보고(청와대) (8. 22.)
특별강연 ‘미국 농민의 식부결정에 관한 정부 농업정책의 형태(구원회, 미국 노스다코타 주립대 교수)’ (8. 27.)
특별강연 ‘한국의 농민문학(임영환, 육사 교수)’ (10. 5.)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정책협의회 (10. 26.)
특강 ‘우리 나라 전통 음악의 이해(최종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1. 2.)
특강 ‘민속놀이의 이해(허규, 국립중앙극장장)’ (12. 1.)
전국권 농수산물 유통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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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별 담당 과제 및 연구책임자 확정 (1. 9.)
박종문 농수산부장관 연두 순시 (1. 11.)
특별보고 ‘농어촌문제의 현황과 대책(국무총리실)’ (2. 27.)
황인성 농수산부장관 초도 순시 (3. 8.)
특강 ‘농촌문화와 전통(정한모, 문예진흥원장)’ (3. 13.)
개원 7주년 기념(장덕진, 전 농수산부장관 축사), 초청강연 ‘오늘의 농촌문제와 연구과제(김동희)’ (4. 1.)
특강 ‘국악과 인생(김소희, 무형문화재)’ (4. 11.)
황인성 농수산부장관 내원,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농업부문정책협의회 (4. 17.)
국제세미나 ‘아시아지역의 국가발전과 농촌공업의 역할(KREI/APDC 공동주최)’ (4. 22. ~ 25.)
특강 ‘미국의 농수산물 수출입정책(전 미농무성 경제전문가)’ (4. 26.)
특강 ‘만주농업과 현지 한국인의 생활상(최죽송, 동북회장)’ (5. 20.)

1985

전국권 농수산물 유통개선에 관한 연구결과 발표회(농수산부) (5. 22.)
2000년을 향한 농업부문 장기발전구상 공청회 (6. 11.)
‘축산물 가격안정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결과보고회(농수산부) (7. 3.)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농업부문 정책협의회 (7. 5.)
농업재해보험 제도 수립을 위한 정책협의회 (7. 19.)
특별강연 ‘농업보험의 경제 분석(나까지마 지히로, 일본 경도대 교수)’ (7. 24.)
소값 안정대책 특별 보고(농수산부장관) (8. 6.)
농어촌지역종합개발연구단 설치 (9. 16.)
제1차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계획에 관한 워크숍 (12. 3. ~ 4.)
‘농지 및 노동의 이동성과 농업구조정책 연구’ 결과보고회(농수산부) (12. 4.)
양식수산물의 산지 거래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12. 12.)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농수산부문 정책협의회 (12. 26.)
초청강연 ‘일관시스템에 의한 벼의 건조·저장모델과 경제성 분석(박경규, 경북대 교수)’ (1. 21.)
공주, 청송, 강진 등 3개 실험지역의 종합개발 구상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 및 관계관 협의회 (1. 23. ~ 2. 1.)
2월 월례조회, 초청강연 ‘한국인의 가치관(나장운, 경찰대 교수)’ (2. 3.)
황인성 농수산부장관 연두 순시 (2. 4.)
초청강연 ‘무역자유화 과정의 농업(게일 존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 (3. 18.)

1986

식량수급모형 연구결과 발표회(농수산부) (3. 19.)
농수산물 유통개선과 도매시장 건설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협의회 (3. 20.)
개원 8주년 기념식, 기념특강 ‘한국농정의 효과와 반성(김창식,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사무총장)’ (4. 1.)
‘한국농업의 발전모형 연구’ 결과 발표회(농수산부) (5. 15.)
6월 월례조회, 초청강연 ‘원자력과 농업경제(임재춘, 과학기술처 원자로과장)’ (6. 4.)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농림수산부문’ 정책협의회(전북 농협도지회) (6. 9.)
‘농가부채 및 상환능력 검토 연구’ 결과 발표회(농수산부)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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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공사(가칭)’ 설립검토를 위한 연구결과 검토회의 (6. 25.)
연구사업기구 일부 조정(농촌계획전담반 신설, 교육훈련실 폐지) (7. 23.)
언론계 논설위원 및 경제부장 초청 ‘농지제도 개선’ 간담회(대한상공회의소) (8. 12.)
‘농어촌지역종합개발 연구’ 결과 발표회(농수산부) (8. 22.)
농지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8. 26.)
농지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전북 김제군) (9. 23.)
농지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구례, 창녕, 예산, 음성, 광주, 홍천) (9. 24. ~ 30.)
농지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경북 상주군청) (9. 26.)

1986

초청강연 ‘한국의 민속(임동권, 중앙대 교수)’ (10. 13.)
초청강연 ‘아프리카 사회와 농업(구천서, 단국대 교수)’ (11. 12.)
제3차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워크숍 ‘지역농업개발의 정책방향과 과제’ (12. 4. ~ 6.)
1986년도 연구사업 결과 최종평가회 (12. 8. ~ 15.)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연구자문위원회 (12. 24.)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농수산부문 정책협의회 (12. 26.)
연구사업 기구 일부 조정(농업금융실, 농업사연구실 신설, 농업생산실 → 농업경영실 흡수, 제도개발실 → 사회
개발실로 흡수) (12. 30.)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에 기여한 공로로 경제기획원 장관으로부터 감사패 받음 (12. 31.)
황인성 농림수산부장관 연두 순시 (1. 9.)
농지상담실 설치 (1. 10.)
제27회 한국출판문화상 저작상 수상, 한국농기구고(김광언, 인하대 교수 집필) (1. 27.)
초청강연 ‘전후 일본 농촌의 변모와 현대의 과제(요시자와, 일본 중앙대 교수)’ (2. 13.)
21세기 농정기획반 설치 (2. 20.)
제3대 원장 김영진 원장 제4대 원장 유임 (3. 16.)
농정 40년사 편찬 자문위원회 (3. 28.)
개원 9주년 기념식, 특별강연, ‘흥강기의 역사인식(허문도, 국토통일원 장관)’ (4. 2.)

1987

농어가부채경감대책 간담회 (4. 4.)
초청강연 ‘사회안정과 국가발전(김충남, 청와대 정무비서관)’ (5. 8.)
초청강연 ‘전후 일본농업의 구조변화(가와나미 고끼, 일본 구주대 교수)’ (5. 9.)
제4차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워크숍 ‘농촌지역 계획수립과 추진방안(전주대학교)’ (5. 19. ~ 20.)
초청강연 ‘미국의 당면농업문제(김한주, 미국 South Dakota대 교수)’ (5. 25.)
초청강연 ‘일본의 우유 과잉생산 원인과 대책(사끼우라 세이찌, 일본 낙농총합연구소장)’ (6. 3.)
김주호 농림수산부장관 초도 순시 (6. 12.)
초청강연 ‘농업무역에 있어 기술과 부존자원의 변화에 관한 영향(구원회, 미국 North Dakota 주립대 교수)’ (6. 16.)
초청강연 ‘제주도 농업의 가능성(이광섭, 제주 녹장원 대표)’ (7. 2.)
수해지역 농촌일손돕기(충남 부여)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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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 농촌일손돕기(자매부락) (8. 4.)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 4개 마을(충남 대덕, 논산, 부여, 금산)에 수재의연금
전달 (8. 7.)
초청강연 ‘대만의 농업개발 전략(진희황, 대만대 교수)’ (8. 27.)
‘21세기를 향한 한국농정의 진로와 과제’토론회 (9. 12. ~ 13.)
‘농업단체 자율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 (9. 21.)
직원 신분증 일제 갱신 (10. 2.)
초청강연 ‘토지조사 사업사 연구의 현단계와 전망(미야지마 히로시, 일본 동경대 교수)’ (10. 2.)

1987

21세기 농정기획반 설치 기간 연장(1987. 11. 1 ~ 1988. 3. 31.) (11. 1.)
농촌공업 개발정책의 평가와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전남 광주) (12.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노동조합 결성 (12. 4.)
농촌공업 개발정책의 평가와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경북 영천) (12. 5.)
농촌공업 개발정책의 평가와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충남 대전) (12. 8.)
농촌공업 개발정책의 평가와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연구원) (12. 11.)
전산실 컴퓨터 ECLIPSE MV/7800 SAS 도입 (12. 22.)
농촌공업 개발정책의 평가와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강원 춘천 12. 23, 충북 청주 12. 28,
경남 창원 12. 29, 전북 전주 12. 30.) (12. 23. ~ 30.)
농촌공업 개발 효과분석 연구 토론회 (1. 9.)
농산물 수입개방에 관한 정책토론회 (1. 2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년사 발간 (2. 5.)
개원 10주년 기념식 (2. 22. ~ 29.)
별관 증축공사 기공식 (3. 31.)
제6차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워크숍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경상대학교와 공동)’ (4. 13.)
초청강연 ‘달러화의 약세와 미국의 농산물 수출(David Keneberry, 미국 오클라호마대 교수)’ (4. 27.)

1988

1988년도 연구사업 기구 일부 조정(생산경제연구위원실 신설, 일부 실 통폐합 신설) (5. 12 ~ 13.)
초청강연 ‘제도 개선: 성취와 미완(Glenn Johnson, 세계농업경제학회장)’ (5. 13.)
초청강연 ‘농산물 선물과 옵션에 관한 이론적 고찰(최진욱 박사,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 (7. 1.)
초청강연 ‘한·미 무역관계(김대겸, 미상무성 무역정책분석관)’ (8. 9.)
농업재해보험제도 수립에 관한 공청회 (8. 24.)
1988년 추곡 생산비에 관한 토론회 (10. 9.)
1988년도 추곡 수매가격 안정에 관한 토론회 (11. 9.)
농정여론조사 현지통신원 재위촉(2,517명) (12. 13.)
별관 증축공사 준공식 (12. 14.)
김식 농림수산부장관 초도 순시 (1. 25.)

1989

농림수산물 수입개방 토론회 (2. 27.)
‘채소수급 조정방안에 관한 협의회’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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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내용
제7차 농촌지역 종합개발 워크숍 (3. 24. ~ 25.)
개원 11주년 기념식 (3. 31.)
‘PECC 농업정책, 무역 및 개발에 관한 국제 워크숍’ (5. 16. ~ 18.)
특별강연 ‘소련의 농업문제(Sergei B Andreev, 소련 국제경제연구소 농업실장)’ (5. 17.)
초청강연 ‘한·미 통상협상이 주는 교훈(박상우, 농림수산부 농정국장)’ (6. 20.)
초청강연 ‘세계경제와 농업무역(Paul Farris, 미국 퍼듀대 교수)’ (6. 22.)
초청강연 ‘체제비판과 우리의 현실(황성모, 정신문화연구원 부원장)’ (7. 3.)

1989

초청강연 ‘한·미 농산물무역의 정치적 고찰(이용식, 미국 아이오와대 교수)’ (8. 11.)
초청강연 ‘농촌여성의 농업노동과 건강실태(권영자, 여성개발원 부원장)’ (8. 18.)
AARRO/KREI 농촌개발 사업관리에 관한 국제 워크숍 (9. 4. ~ 9.)
제5대 허신행 부원장 임명 (9. 10.)
초청강연 ‘토지공개념의 논의배경과 그 내용(이태일,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9. 25.)
UNCTAD/KREI ‘UR 농산물 무역협상에 관한 국제세미나’ (11. 13. ~ 14.)
초청강연 ‘EC 축산업의 발전과 경쟁력(Wilhelm Brandes, 독일 괴팅겐대 교수)’ (11. 22.)
초청강연 ‘무역자유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일반균형 접근(윤해진, 필리핀대 박사과정)’ (12. 6.)
초청강연 ‘오늘의 농촌현실과 과제(박경수, 소설가)’ (12. 22.)
연구사업기구 개편(농촌사회실 → 농촌사회복지실, 농업생산실 → 농업경영실) (1. 9.)
초청강연 ‘세계경제 변화와 한국의 발전(김보현, 전임 원장)’ (2. 1.)
특별강연 ‘산업화에 따른 일본농업의 역사적 변천 과정(최양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 12.)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전략작목 개발과 수출증대방안에 관한 정책협의회 (2. 16.)
제4대 김영진 원장 이임 (2. 28.)
제5대 허신행 원장 취임 (3. 2.)
제6대 최양부 부원장 임명 (3. 14.)
초청강연 ‘선물시장의 동향(Bonnie Culp 외 2인, 미국 시카고 선물시장 전문가)’ (3. 26.)
개원 12주년 기념식 (3. 31.)

1990

강보성 농림수산부장관 초도 순시 (4. 3.)
초청강연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농업(Kuhnen Frithiof, 독일 괴팅겐대 교수)’ (4. 6.)
초청강연 ‘아시아의 농업개발과 국제협력(주학중, ADB, 경제 및 지역개발센터 소장)’ (4. 12.)
농어촌 당면문제에 관한 조사결과 보고(농림수산부장관) (4. 16.)
초청강연 ‘농업생물과학의 현황과 전망(김병동, 서울대 교수)’ (4. 19.)
각계 원로 초청 ‘우리 농업·농촌의 장래에 관한 토론회’ (4. 20.)
기구 개편(검사관리실 신설 및 농정여론실과 편집실 통합 → 홍보출판실) (6. 12.)
‘농어민의 날’ 제정에 관한 공청회 (6. 14.)
우리 경제의 실상과 경제주체의 책임 및 역할에 대한 토론회 (6. 25.)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 관리·운영방안에 관한 1차 공청회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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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UR 이후 농정특별작업반’ 설치 및 운영 (8. 31. ~ 9. 4.)
초청강연 ‘중국 농촌경제 체제 개혁과 중국농업의 진로(장세화, 중국 길림대 교수)’ (9. 13.)

1990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2차 공청회 (10. 12.)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농림수산부문 1차 계획위원회 (11. 12.)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농림수산부문 2차 계획위원회 (12. 5.)
전환기 양정을 위한 대토론회 (12. 27.)
‘UR 협상 대응 농업기술 개발 대책 수립’에 관한 제1차 업무협의회 (1. 23.)
농어민 연금제도 개발에 관한 공청회 (2. 12.)
조경식 농림수산부장관 초도 순시 (2. 25.)
초청강연 ‘세계 종자산업의 기술개발 전망과 전망(김필주, 미국 파이어니아 종묘회사)’ (2. 25.)
최양부 부원장 농림수산부장관 자문관으로 위촉 (3. 5.)
BOP 협의 결과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대응방안에 관한 공청회 (3. 9.)
쇠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공청회 (3. 28.)
개원 13주년 기념식 (3. 30.)
초청강연 ‘네덜란드의 농업(A. Wolthuis, 네덜란드 농업협력관)’ (4. 10.)
초청강연 ‘일본의 수산물 유통구조 현황과 정책방향(아끼다 시게오, 일본 사이다마대 교수)’ (5. 2.)
농외소득원 정책세미나(충북대학 강당) (5. 17 ~ 18.)
국제화 시대의 중단기 농업기술 개발방향에 대한 공청회 (5. 22.)

1991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에 관한 공청회 (5. 23.)
초청강연 ‘중국의 농촌개혁 정책과 전망(손택진, 중국 사회과학원 농촌개발연구소 부교수)’ (6. 24.)
1차 UR 농산물협상의 쟁점과 전망에 관한 설명회 (6. 29.)
축산 부산물 유통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7. 5.)
초청강연 ‘EC 경제통합이 아·태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M. Dutta, 미국 러츠대 교수)’ (7. 9.)
농지소유상한 완화와 농지의 종합적 활용대책 공청회(대구, 전주, 서울) (7. 24. ~ 27.)
농외소득사업의 평가와 개발에 관한 세미나 (8. 13. ~ 14.)
초청강연 ‘미국 농산물의 수출을 위한 공업용 곡물생산의 내재적 의미(Blase, 미국 미주리대 교수)’ (9. 12.)
2차 ‘UR 농산물 협상의 현단계와 전망’ 설명회 (10. 11.)
3차 ‘UR 농산물협상의 현단계와 전망’ 설명회 (11. 14.)
초청강연 ‘농업개발과 환경보전문제(Jone M. Antle, 미국 몬타나 주립대 교수)’ (11. 15.)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 심포지엄 (12. 4.)
1992 축산물 수급 및 시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 (12. 6.)
‘지방화시대의 농정방향 어디로 갈 것인가?’ 토론회 (1. 21.)

1992

조경식 농림수산부장관 연두 순시 (1. 30.)
남북 통합대비 농림수산부문 계획 수립 연구기획위원회 (2. 20.)
농업구조의 전망과 정책과제 세미나(농림수산부)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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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내용
개원 14주년 기념식 (3. 31.)
초청강연 ‘우리나라 기술농업의 가능성(유원형, 중앙대 교수)’ (4. 9.)
강현욱 농림수산부장관 초도 순시 (4. 21.)
연구원 심볼마크 및 로고체 변경 (5. 11.)
농촌모내기 일손돕기 행사(경기 가평군 외서면) (5. 25.)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한·일 토론회(서울, 전주, 진주) (6. 8~12.)
중국사회과학원 농림발전연구소와 ‘연구협력 협약’ 체결 (9. 2.)
한·중 수교에 따른 농림수산분야 대책수립 작업반 구성(9. 1. ~ 11. 30.) (9. 16.)

1992

미곡 수매방출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 (9. 30.)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공청회(군산, 군산수협) (9. 30.)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공청회(부산, 공동어시장) (10. 1.)
북한농업과 사회주의국가의 농업개혁 국제학술회의 (10. 29. ~ 30.)
초청강연 ‘가족농 발전의 한·일 비교(이나모토 시로, 일본 경도대 교수 겸 농업부기연구소장)’ (10. 31. ~ 11. 6.)
환경보전과 농업발전에 관한 심포지엄 (11. 3.)
연구사업 기구 조정(북한농업실→북방농업실로 개칭) (11. 9.)
당연구원 국제교류단지(성남시 소재) 이전 확정(대통령 재가) (11. 24.)
UR 대책반 구성 (12. 12.)
연구사업 기구 조정(해외농업실 신설, 국제농업실 명칭 변경 → 국제무역실, 인력개발실 폐지) (1. 29.)
농업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2. 11.)
제5대 허신행 원장 이임식(농수산부장관 취임) (2. 26.)
초청강연 ‘동아시아의 농업 및 토지문제(마코토 호시, 일본 동경대 농대 교수)’ (3. 23.)
개원 15주년 기념식 (3. 31.)
제6대 정영일 원장 취임식 (4. 12.)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세미나(농림수산부와 공동) (4. 28.)

1993

신농정관련 청와대 특별보고(농지정책, 양곡정책) (5. 28.)
신농정추진계획 정책협의회 (6. 10.)
「농지법」 제정방향에 관한 1차 공청회(농림수산정보센터와 공동, 서울교육문화회관) (8. 19.)
한우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8. 25.)
「농지법」 제정방향에 관한 2차 공청회(광주, 창원, 대전) (8. 26. ~ 9.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공청회 (11. 12.)
제7대 최양부 부원장 퇴임(청와대 농림수산수석비서관 임용) (12. 23.)
UR 타결과 농정의 대응방향에 관한 세미나 (12. 28.)
제8대 강정일 부원장 임명 (1. 5.)

1994

연구부서 전면 개편(17개실 → 6부 1실) (1. 25.)
농업여건변화와 농촌지역의 산업구조 개편방안에 관한 세미나(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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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타결에 따른 수산업 대응방향에 관한 세미나 (1. 27.)
농어촌발전위원회 발족(당 연구원에 사무국 설치) (2. 1.)
초청강연 ‘환경계정(SEEA)에 관한 UN의 연구동향(Peter Bartelmus, UN 통계국)’ (2. 3.)
UR 이후 산촌대책 방향 세미나 (3. 22.)
개원 16주년 기념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상’ 시상(1993년도 연구과제중 5편 선정) (3. 31.)
농어촌발전위원회 중간보고(대통령) (4. 19.)
농어촌발전위원회 농어촌발전대책 최종안 보고(대통령) (5. 24.)

1994

초청강연 ‘UR 이후 일본 농정의 방향(에가이츠 후미오, 일본 동경대 교수)’ (6. 25.)
협동조합 개편방향에 관한 공청회 (7. 8.)
「농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7. 29.)
농정전환에 따른 정책대상 범위의 조정에 관한 세미나 (8. 30.)
농수산물 유통개혁 대책에 관한 공청회 (9. 6.)
동북아 3국(남북한 및 중국)간 농산물교육과 농업개발 협력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9. 9.)
초청강연 ‘농업현실과 우리의 자세(장동섭, 이사장)’ (10. 10.)
초청강연 ‘실종된 인간정신과 우리의 사명(김범일, 제2가나안농군학교장)’ (11. 9.)
농지개량조합운영 개선에 관한 공청회(서울) (2. 27.)
초청강연 ‘세계화를 미래도약의 디딤돌로 삼자(유장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3. 8.)
개원 17주년 기념식 (3. 31.)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4. 6.)
「축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4. 7.)
농지개량조합운영개선 공청회(수원, 전주, 대구) (4. 7. ~ 13.)
간척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토론회 (4. 26.)
농어촌발전대책 추진 1주년 기념 ‘농어촌 발전대책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 (6. 12.)
‘동아시아의 쌀생산과 물문제’ 국제심포지엄(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공동주최) (6. 20.)

1995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거 부설기관으로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설립 법적 근거 마련 (7. 8.)
농업관측협의회 소위원회 (7. 27.)
광복 5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한국농업 50주년의 회고와 전망(농업경제관련 5개 학회 주최)’ (7. 27~28.)
「농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7. 29.)
광복 5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태평양 연안국가와의 농산물 교역전망과 발전방향’, ‘동북아역내 농산물무역 및
농업개발협력의 발전 방향’ (8. 17. ~ 18.)
부설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설립 계획 확정 (8. 28.)
「농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 (8. 31.)
첨단농림수산기술개발계획 공청회 (9. 5.)
특강 ‘UR 이후 한국의 농업자원 이용: 생태계 다양화 자치평가(전건홍, 콜로라도 주립대 교수)’ (9. 14.)
‘농림수산사업 운영 및 평가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9. 22.)

617

자료집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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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정기 이사회(부설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설립 관련) (9. 22.)
‘국제사료곡물가격 동향과 전망에 관한 심포지엄’ (9. 29.)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개소식 (10. 12.)

1995

추계 체육행사 (10. 27.)
양정의 여건 변화와 정책방향 토론회 (11. 13.)
초청강연 ‘해양법 협약과 미국의 수산정책(D. L. Fluharty, 교수)’ (11. 14.)
우유품질향상과 낙농산업 발전방향 심포지엄 주관(축산관련 3개학회 주최, 축협중앙회 강당) (11. 24.)
‘신경제장기구상’ 농림수산 장기발전구상 공청회 (1. 12.)
「농지개량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 (2. 10.)
농림수산 고위공직자 특별연찬교육 (2. 28.)
북한산 농림수산물 원산지 증명제도 개선방향 정책협의회 (2. 29.)
개원 18주년 기념식 (3. 30.)
제22차 이사회 (4. 10.)
제6대 정영일 원장 이임식 (4. 10.)
제7대 박상우 원장 취임식 (4. 12.)
「인삼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 (4. 16.)

1996

농수산물 유통개혁 대책 관련 토론회 (4. 25.)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개선 세미나 (5. 18.)
국제 곡물수급동향과 대책 토론회 (5. 27.)
쌀산업 발전 종합대책 토론회(서울, 광주, 대구, 대전) (5. 30. ~ 6. 7.)
21세기 농업·농촌의 좌표와 정책과제 공청회 (6. 26.)
WTO 체제하의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9. 5.)
제1회 농업인의 날 기념 국제학술대회 ‘21세기를 향한 농업인의 역할’ (11. 8.)
농림수산기술개발 사업추진 개선을 위한 토론회(서울 및 9개 지방) (11. 13. ~ 12. 13.)
협동조합 발전방안 토론회 (12. 13.)
구관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12. 20.)
‘쌀 산업 정책의 평가와 과제’에 관한 토론회 (3. 13.)
개원 19주년 기념식 (3. 31.)
「환경농업법」 제정 관련 공청회 (5. 27.)
‘차기 농산물협상 전망과 주요국 입장’ 세미나 (7. 1.)

1997

정시채 농림부장관 내원 (7. 5.)
‘인삼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공청회 (7. 25.)
‘대외개방의 진전에 대비한 농업구조개선’ 토론회 (8. 14.)
구관 증축 설계 계획 보고회 (9. 10.)
특별강연 ‘한국농업의 진로모색(김진홍 목사)’ (9. 26.)
농업인의 날 기념 학술대회 ‘21세기 한국농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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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유철호 부원장 임명 (1. 5.)
농업전망 1998 발표회 (1. 19.)
‘신정부의 농정과제 및 추진방향’ 정책토론회(대통령직인수위원회 주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 (2. 2.)
이효계 농림부장관 연구원 방문 업무보고 (2. 3.)
김성훈 농림부장관 초도순시 (3. 31.)
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식, 연구원 20년사 발간 (4. 1.)
한계지의 자원관리와 환경농업 국제세미나 (5. 20. ~ 21.)
한국농정 50년사 편찬위원회 (5. 22.)

1998

IMF 관리체계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부문별 간담회 (6. 11.)
환경농업·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관한 정책토론회 (6. 19.)
농림부장관 특별보고 - 벤처농림기술개발촉진대회 (6. 30.)
농조·농조연·농진공 통합신설조직의 기능과 역할 토론회 (8. 6.)
「농업·농촌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8. 10.)
제3회 농업인의 날 기념 국제학술대회 - 21세기 친환경농업의 발전방향 (11. 12.)
충청북도와 연구교류협약 체결 (11. 17.)
산림·통일분야 전문가 초청세미나-산림분야의 남·북한 협력방안 (12. 3.)
‘한국농정 50년사 편찬’ 분야별·시책별 좌담회 연구동 신축 기공식 (12. 3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청회 (1. 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에 따라 연구원 관리, 감독기관 농림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사회연구회로 소속변경 (1. 29.)
농업전망 1999 발표대회 (1. 29.)
개원 21주년 기념식 (3. 31.)
임종철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 내원 (4. 7.)
제8대 강정일 원장 취임(첫 공모제 선임) (5. 19.)
제11대 서종혁 부원장 임명 (9. 20.)

1999

농경토론회 1백회 돌파 (10. 21.)
환경시대의 농촌정비 방향과 과제 심포지엄 (10. 22.)
차기 WTO 농업협상의 전망과 쟁점 국제학술대회 (10. 29.)
제4회 농업인의 날 기념 국제학술대회-21세기 세계 식량안보 전략 (11. 12.)
21세기 농정비젼 수립 정책토론회 (11. 25.)
농산물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 도입방향 토론회 (11. 2.)
21세기 임정비전 제시에 관한 연구 정책토론회 (12. 3.)
팔레스타인 휫헷 자이드 농림부장관 내원 (12. 3.)
제88회 이동장관실 연구원에서-김성훈 농림부장관 내원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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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미나 - 한국의 산림유기자원과 산업화 방안 (1. 12.)
한우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1. 20.)
농업전망 2000 발표대회 (1. 29.)
농림어업 규제개혁 성과 및 향후 과제에 관한 세미나 (2. 8.)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토론회 (2. 10.)
새 연구동 준공식(지하1층, 지상5층) (3. 31.)
개원 22주년 기념 도서 큰잔치 (3. 31.)
개원 22주년 기념식 (3. 31. ~ 4. 3.)

2000

‘OECD 농업환경지표 개발과 정책과제’ 세미나 (4. 27.)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와 연구협력 협정 (5. 23.)
KREI & UNESCAP/CGPRT Center 국제공동워크숍 (5. 26.)
‘논농업직접직불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6. 27.)
농업메신저사업 국제학술대회 (9. 5.)
제1회 한·중 농업발전에 관한 국제세미나 - 중국농업과학원과 공동(북경) (10. 9. ~ 10.)
베트남 농업·경제관료 연수(중앙경제연구소(CIEM.)부소장 외 9인) (10. 23. ~ 11. 4.)
북한농업개발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국제학술대회 (11. 1.)
제5회 농업인의 날 기념 국제학술대회-디지털시대 지식농업의 발전방향 (11. 10.)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 개소(3개업체 입주) (12. 19.)
제12대 이정환 부원장 임명 (1. 3.)
‘경영체별 농업소득 안정화 방안’ 정책토론회 (1. 19.)
농업전망 2001 발표대회 (1. 30.)
개원 23주년 기념식 (3. 31.)
‘21세기 농업·농촌 정비 방향과 과제’ 정책토론회 (4. 3.)
‘환경과 어메니티 그리고 농업·농촌 정비’ 국제학술대회 (5. 17.)
‘중국의 WTO가입과 한·중 농업협력’ 국제학술대회 (6. 25. ~ 26.)
‘그린투어리즘 정책 방향과 과제’ 정책토론회 (6. 29.)

2001

금강산 선상 토론회 및 북고성군 농장 방문 (7. 26. ~ 28.)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교와 연구협력 협정 체결 (8. 9.)
FFTC·ASPAC와 ‘환경시대 농업·환경정책의 통합’ 워크숍 (8. 21. ~ 22.)
상해시 농업과학원과 연구협력 협약 체결 (9. 7.)
‘WTO농업협상: 국별 제안서와 협상전망’ 국제세미나 (9. 14.)
캄보디아 농업·농촌개발 관료 대상 연수 (10. 8~20.)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와 연구협력 협정 체결 (10. 25.)
‘북한농업 실태와 농업협력 발전방향 모색’ 워크숍 (11. 22.)
쌀산업 발전방향에 관한 간담회 (12. 8.)
‘남북 농업기술교류 협력의 성과와 방향’ 심포지엄(북경) (12. 17.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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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1. 15.)
농업전망 2002 발표대회 (1. 29.)
‘우리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주류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2. 18.)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정책토론회 (3. 5.)
‘쌀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광주, 대전, 대구) (3. 8. ~ 12.)
경남발전연구원과 연구교류협력협약 체결 (3. 15.)
문석남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 내원 (3. 25.)
개원 24주년 기념식 (3. 30.)
‘미국 신농업법 입법 동향’ 국제세미나 (4. 19.)
제9대 이정환 원장 취임 (5. 20.)

2002

신농업·농촌특별대책연구단 발족 (5. 20.)
제13대 정명채 부원장, 서종혁 ARPC소장 임명 (6. 1.)
한갑수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내원 (6. 11.)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토론회 (6. 27.)
‘쌀 재고 문제의 전망과 대책’ 정책토론회 (7. 19.)
‘농어업·농어촌 교육제도의 개선’ 정책토론회 (7. 24.)
김동태 농림부 장관 내원 (7. 26.)
WTO/DDA 농업협상특별연구단 발족 (8. 13.)
‘농업·농촌의 비전과 새로운 패러다임’ 정책토론회 (9. 13.)
제3회 한·중 국제학술대회(북경) (10. 9.)
‘농어업·농어촌의 비전과 새로운 활로’ 토론회 (10. 25.)
농림부문 R&D 투자방향과 효율적 관리방안 심포지엄 (11. 13.)
농업전망 2003 발표대회 (1. 23.)
농가포도주 및 민속주 산업육성을 위한 세미나 (2. 18.)
‘WTO/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1차 초안 평가와 협상대책’ 세미나 (2. 21.)
‘북한의 경제개혁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농업협력 방향’ 국제세미나 (3. 11.)
경제사회연구회 문석남 이사장 내원 (3. 18.), (12. 9.)
제14대 허길행 부원장 임명 (5. 1.)

2003

개원 25주년 오픈 하우스 (5. 3.)
『임업관측월보』 창간호 발간 (5. 21.)
한국농업전문학교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공청회 (5. 27.)
통합정보 지식공유시스템 AGRE 오픈 (6. 2.)
‘WTO 체제하 세계농업의 동향과 농정 주체의 역할’ 국제심포지엄 (7. 4.)
‘농가 부채 문제 진단과 중장기 대응방향‘ 토론회 (7.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속보』 발간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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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연도

내용
KOICA와 업무협조약정 체결 (7. 23.)
‘우리나라 FTA 추진방향과 주요 이슈’ 정책종합토론회 (7. 3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아침편지 제작·발송 (8. 4.)
고건 국무총리 내원, 농정현안과 비전 보고 (8. 7.)
아프가니스탄 관료 대상 농촌개발과 새마을운동 연수 (8. 19. ~ 28.)

2003

‘중국 쌀산업의 현황과 전망’ 국제워크숍 (8. 28.)
‘WTO 개도국 지위의 논리와 협상대응 방향’ 정책토론회 (9. 2.)
워싱톤주립대학과 공동연구협약 체결 (10. 1.)
‘농촌지역 토지의 계획적 보전과 개발을 위한 방향 모색’ 세미나 (10. 14.)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창립식 및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10. 28.)
‘한국의 쌀협상 경험과 일본·대만의 경험’ 국제세미나 (12. 10.)
‘북한의 농업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외국의 경험과 시사점’ 국제워크숍 (12. 17.)
농업전망 2004 발표대회 (1. 29.)
UNESCAP 농촌새마을운동 시범연수 (2. 15. ~ 28.)
‘한·일 FTA와 한국농업’ 세미나 (2. 16.)
ABARE와 연구협력협정 체결 (3. 1.)
개방화시대 농업·농촌문제의 해법모색을 위한 토론회 (3. 17.)
경제사회연구회 문석남 이사장 내원 (4. 2.)
개원 26주년 기념식 (4. 2.)
농지제도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4. 28.)
쌀협상 국민대토론회 (5. 17.)
쌀농가 소득안정방안 개편방향 토론회 (5. 20.)
2004년 세계 쌀의 해 국제워크숍 및 심포지엄 (5. 27~28.)

2004

선큰가든 준공 및 자료실 정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우회 2004년 총회 (6. 18.)
한·아세안 FTA 공청회 (8. 4.)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 합의안의 평가와 시사점 세미나 (8. 9.)
경사연 평가,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 국무총리 표창 수상 (8. 18.)
‘WTO/DDA협상 농업정책개혁’ 국제세미나 (9. 24.)
제2회 FANEA 국제심포지엄(중국 웨이하이시) (10. 8. ~ 9.)
2004년 전직원 수련회 - ‘함께 가는 미래, 더 높은 곳을 향하여’ (10. 15. ~ 16.)
제1회 작은 음악회 (11. 5.)
쌀협상과 쌀 소득대책에 관한 대토론회 (11. 17.)
직접지불제 중장기 확충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12. 8.)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방안 토론회 (12. 21.)
우리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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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내용
FANEA 초청 세미나 (1. 19.)
농업전망 2005 발표대회 (1. 28.)
연구결과 발표대회 (2. 26.)
개원 27주년 기념식, 신가치 선포식 (3. 31.)
연구원 뉴스레터 300호 발간 (4. 1.)
농촌정보문화센터(CRIC) 설립 (4. 2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i-Zine 창간 (5. 6.)
제9대 이정환 원장 이임 (5. 18.)
토고미마을과 연구자매 결연 체결 (5. 19.)
내발적 농촌지역 활성화 한·일 공동 워크숍(일본 동경농공대학) (6. 7. ~ 10.)
품목단체 농업통상자문위원회 출범 (6. 28.)

2005

‘도하개발어젠다(DDA)농업협상’ 최근 동향과 쟁점, 협상 대책 방향 세미나 (6. 29.)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방향에 관한 토론회 (7. 5.)
FANEA, 중국농산물 무역관련 세미나 (7. 7.)
양정제도 개편방향 토론회 (7. 19.)
‘양정제도 개편 및 쌀 공공비축 도입방안’ 세미나 (7. 19.)
쌀 생산조정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8. 17.)
동북아 쌀산업의 현재와 미래 국제 심포지엄 (9. 26.)
제10대 최정섭 원장 취임 (9. 30.)
제15대 오세익 부원장 임명 (10. 13.)
제3회 FANEA 국제심포지엄(일본 동경) (10. 25. ~ 26.)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11. 29.)
한국농업의 현장 해법론 월례 초청강연(정운천 회장) (12. 1.)
『농촌경제』 2005년 등재 학술지로 선정 (1. 17.)
농업전망 2006 발표대회 (1. 25.)
‘전환기 한국농업경제학자의 설자리’ 초청강연(김성훈 상지대 총장) (2. 1.)
WTO/DDA협상의제 쟁점 분석과 한국의 통상협상 전략 정책세미나 (2. 20.)
개원 28주년 기념식 (3. 31.)

2006

메타검색시스템 개발 운영 (4. 1.)
‘농업분야 국제협력의 과제와 추진전략’ 워크숍 (4. 26.)
이종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내원 (5. 3.)
새국토연구협의회 2006년 워크숍 (5. 8.)
‘전환기 농정개혁의 과제와 방향’ 황민영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초청강연 (6. 1.)
서남아시아 공무원대상 농촌개발 연수 (7. 20. ~ 8. 4.)
신활력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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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내용
쌀 수탁판매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8. 20.)
‘도·농이 함께 만드는 살고 싶은 농촌’ 세미나 (8. 25.)
제4회 FANEA 국제심포지엄 (9. 5.)
미국 미주리대학 연구협력협정 체결 (10. 4.)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세미나 (10. 13.)
베트남 농촌개발 담당 공무원 연수 (10. 15. ~ 30.)

2006

농촌의 내발적 발전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워크숍 (11. 3.)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도전과 희망 세미나 (11. 9.)
강원대와 학연협력협정 체결 (11. 16.)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자 오준호 박사 초청 강연 (12. 1.)
중국 농업부정보중심과 연구협력협정 체결 (12. 4.)
새국토연구협의회 2006년 성과발표회 (12. 6.)
덕천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 (12. 13.)
DDA 농업협상 동향과 전망 정책세미나 (1. 10.)
‘2007 농정어젠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미나(최양부 고문) (1. 18.)
제10회 농업전망 발표대회 (1. 24.)
베트남 고위급 공무원 농촌개발연수단 내원 (2. 5.)
세계농촌사회학대회 조직위원회 사무국 현판식 (2. 26.)
‘뉴질랜드 농업과 농정개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미나(풀손 뉴질랜드 농업특사) (3. 15.)
개원 29주년 기념식 (3. 30.)
베트남 국립농업계획연구소와 연구협력협정 체결 (4. 3.)
농업 발전과제와 연구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4. 18.)
에콰도르 고급 공무원 농촌개발 연수 (5. 6. ~ 18.)

2007

한·미 FTA 농업부문 국내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5. 29.)
홈페이지 개편 (6. 1.)
제16대 김정호 부원장 임명 (7. 1.)
연구책임자급 혁신리더십 워크숍 (7. 6.)
‘세계농정의 동향과 전망’ 정책토론회 (7. 23.)
남북 농업교류협력 10년 -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 (8. 28.)
농업관측정보센터, 농림수산정보센터(AFFIS)와 업무협력협정 체결 (8. 29.)
농림기술관리센터 신기술이전 촉진설명회 (8. 30.)
연구원 태동 40주년 기념행사 (9. 7.)
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개선 공청회 (9. 10.)
농정바로알기 과정 개설 (10. 1.)
제5회 FANEA 국제심포지엄 (10. 15.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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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내용
중국사무소 초대 소장 정정길 박사 임명 (11. 1.)
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11. 26.)

2007

캄보디아 공무원 대상 농촌개발연수 (11. 26.)
국제곡물가격 상승 영향과 대응전략 심포지엄 (12. 4.)
연구동과 본관 연결통로 지붕설치 (12. 24.)
홈페이지 KWAA(Korea Web Agency Association: 한국웹에이전시연합회) 공공부문 대상 수상 (12. 28.)
농업전망 2008 발표대회 (1. 23.)
식품정책연구단 설치 (2. 18. ~ 28.)
캄보디아 농촌개발 정책과 전략수립 워크숍(캄보디아 프놈펜) (2. 20.)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와 연구협력협정 체결 (2. 22.)
산림청과 연구협력협정 체결 (2. 27.)
중국사무소 개소식 및 기념 학술세미나 (3. 6.)
네팔 농촌개발관련 공무원 연수 (3. 7. ~ 20.)
‘애그플레이션 농식품 부문 영향과 대응 방향’ 정책토론회 (3. 19.)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원 (3. 25.)
aT(농수산물유통공사)와 연구협력협정 체결 (3. 25.)

2008

연구원 30년사 발간 (3. 31.)
개원 30주년 기념식 및 국제학술세미나 (4. 1.)
한국의 농업정책 개혁에 관한 KREI-OECD 공동 워크숍 (4. 3.)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토론회 (5. 14.)
제12회 세계농촌사회학대회 (7. 6. ~ 11.)
‘농산물 시장의 변화와 전망’ 토론회 (7. 15.)
제17대 박성재 부원장 임명 (7. 21.)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장 초청세미나 (9. 2.)
제11대 오세익 원장 취임 (10. 9.)
‘수출 농어업 육성’ 정책토론회 (11. 10.)
2008 농산물수출연구사업단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워크숍 (11. 20.)
축산자조금 활성화 방안 토론회 (12. 15.)
‘DDA 농업협상 전망 및 대응방안’ 세미나 (1. 15.)
농업전망 2009 ‘한국농업·농촌, 도전과 새로운 희망’ 발표대회 (1. 21.)
외교통상부, 한국협상학회 주최 ‘한·중 FTA 협상전략’ 세미나 (1. 30.)

2009

전라북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2. 13.)
제6회 FANEA 국제심포지엄 (3. 3. ~ 6.)
개원 31주년 기념행사 (3. 31.)
녹색성장과 산림경쟁력 강화세미나 (5. 13.)
한국농업정책학회 ‘이명박 정부의 농정에 대한 평가와 제언’ 정책토론회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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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내용
농어촌산업박람회 신지역발전정책 포럼 (6. 11.)
농식품 수출의 현실 진단과 정책방향 심포지엄 (6. 15.)
‘동북아 다랭이논의 새로운 가치와 보전활동’ 국제심포지엄 (7. 23.)
기후변화 경제학(Economics of Climate Change) 국제워크숍 (8. 10.)
KREI-베트남 산업무역부 국제워크숍 (9. 2.)

2009

KIEP 주최 ‘한·중 경제포럼’ (11. 6.)
KREI-중국 국제교류협회간 국제워크숍 (11. 11.)
DDA/FTA 협상 쟁점 분석 포럼 (11. 12.)
KREI리포터 지역대표 워크숍 (11. 16.)
한·중, 한·일 FTA 세미나 (11. 17.)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국제협력에 관한 국제세미나 (11. 24.)
국회 이낙연 농식품위원장, 정장선 지경위 위원장 주최 ‘막걸리 세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12. 17.)
농업전망 2010 발표대회 (1. 21.)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와의 국제워크숍 (2. 3.)
제주발전연구원과의 MOU 체결 (2. 4.)
통계청 MOU 조인식 및 통계청장 특강 (3. 10.)
전북발전연구원과의 MOU 조인식 (3. 15.)
개원 32주년 기념행사 (3. 31.)
해외농업 개발사업과 지원협력 사업의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 (5. 12.)

2010

‘임업경영 및 산림정책수요 대응방향 모색’ 정책워크숍 (6. 8.)
제7회 FANEA 국제심포지엄 (6. 10.)
한국농수산대학과의 MOU 체결 (9. 1.)
‘Green Korea 2010’ (9. 9.)
식량안보와 해외농업개발 국제심포지엄 (9. 16.)
제18대 권태진 부원장 임명 (10. 1.)
KREI리포터 3권역 행사 및 중앙회 워크숍 (11. 27.)
제4회 ‘공정한 사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국정과제 공동세미나 (12. 8.)
KREI 2011 농기계·농약 워크숍 (3. 11.)
개원 33주년 기념식 (3. 31.)
인공위성을 활용한 벼 작황조사 시험연구 정책워크숍 (5. 3.)

2011

농림수산식품부와 북한중국팀 정책워크숍 (5. 27.)
녹색성장 추진전략 전문가조사표 작성 전문가초청 세미나 (6. 1.)
목재산업 및 임산물 교역환경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7. 19.)
‘제8차 동북아 농업·농촌발전 국제심포지엄’ (8. 31.)
베트남 농업농촌발전부와 국제워크숍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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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내용
KREI-유기상품 유통 국제심포지엄 (9. 29.)

2011

제11대 오세익 원장 퇴임식 (10. 4.)
제12대 이동필 원장 취임식 (10. 10.)
‟지역식품체계 강화”를 위한 국제워크숍 (10. 18.)
제19대 최세균 부원장 임명 (1. 1.)
농정방향과 농업보호 방식 개선 토론회 (1. 16.)
농업전망 2012 발표대회 (2. 2.)
농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국제심포지엄 (2. 28.)
FTA이행지원센터 개소식 (3. 8.)
개원 34주년 기념행사 (3. 30.)
농촌연구자문단 자문회의 (4. 17.)
농수산식품연구원과 MOU 체결 (4. 18.)

2012

제8회 FANEA 국제심포지엄 (6. 11. ~ 15.)
강원발전연구원과 MOU 체결 (6. 28.)
제3화 한·중 농업발전공동세미나 (7. 3.)
연변대학교와 MOU 체결 (7. 5.)
OECD 농업부문 정책 연구동향 설명 및 토론회 (7. 18.)
국립기상연구소와 MOU 체결 (8. 17.)
농업부문 자조금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9. 21.)
2012년 제2차 농촌연구자문회 회의 (10. 9.)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MOU체결 (10. 15.)
2012 한우 국제 종합 심포지엄 (12. 21.)
농업전망 2013 발표대회 (1. 23.)
농업전망 2013 경북 발표대회 (1. 29.)
전라남도와 MOU 체결 (1. 31.)
제12대 이동필 원장 이임식 (3. 11.)
개원 35주년 기념행사 (3. 29.)
KREI-네덜란드경제농업혁신부 국제 워크숍 (4. 9.)

2013

영남대학교와 MOU 체결 (4. 11.)
제13대 최세균 원장 취임 (5. 30.)
제20대 최지현 부원장 임명 (6. 11.)
KREI-네팔 정부 대표단 공동 국제워크숍 (7. 9.)
제9회 FANEA 국제심포지엄 (7. 10. ~ 13.)
목포대학교 MOU 체결 (9. 13.)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콘퍼런스 (10. 18.)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협력 발전방안 심포지엄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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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내용
농업전망 2014 발표대회 (1. 22.)
농업전망 2014 경북 발표대회 (1. 24.)
개원 36주년 기념행사 (3. 31.)
제10회 FANEA 국제심포지엄 (4. 15. ~ 18.)
전남대학교와 MOU 체결 (5. 27.)

2014

제11회 동북아농업농촌발전 국제심포지엄 (8. 27.)
농업은 미래성장산업이다 정책워크숍 (9. 22.)
기후변화시대 식량안보 국제세미나 (9. 25.)
KREI-에티오피아 농업부 국제워크숍 (10. 24.)
2014 KREI-SSK 국제콘퍼런스 (11. 7.)
제주대학교와 MOU 체결 (11. 25.)
천안시와 MOU 체결 (12. 10.)
농업전망 2015 제주도 발표대회 (2. 3.)
농업전망 2015 영남권 발표대회 (2. 9.)
농업전망 2015 호남권 발표대회 (2. 23.)
농업전망 2015 중부권 발표대회 (2. 25.)
농업전망 2015 충청권 발표대회 (2. 27.)
제21대 송미령 부원장 임명 (3. 1.)
개원 37주년 기념행사 (3. 31.)
2015 KAPEX Academy 입교식 (6. 1.)

2015

국제식량정책연구소와 MOU 체결 (7. 7.)
‘농업·농촌 광복70년 토크콘서트(Ⅰ)’ (7. 10.)
‘농업·농촌 광복70년 토크콘서트(Ⅱ)’ (7. 16.)
나주신청사 업무 개시 (8. 3.)
KREI-OECD 농업농촌 미래발전 콘퍼런스 (10. 14.)
2015 KREI-SSK 국제 콘퍼런스 (10. 30.)
가족과 함께하는 KREI 새 출발행사 (11. 20.)
2015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발표대회 (12. 11.)
미래농정포럼 개최 (12. 21.)
삶의 질 향상 정책 대토론회 (12. 29.)
농업전망 2016 중부권 발표대회 (1. 20.)
농업전망 2016 충청권 발표대회 (1. 22.)

2016

농업전망 2016 호남권 발표대회 (1. 26.)
농업전망 2016 영남권 발표대회 (1. 28.)
도농상생 지역공동체지원농업(CSA)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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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내용
개원 38주년 기념행사 (3. 31.)
2016 KAPEX Academy 장기연수 입교식 (5. 2.)
KAPEX 몽골 국내초청연수 입교식 (5. 9.)
제13대 최세균 원장 이임식 (6. 3.)
제14대 김창길 원장 취임식 (6. 7.)
제22대 김병률 부원장 임명 (7. 19.)
출연연구기관-성균관대학교 공동연구 협약식 (7. 26.)
낙농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워크숍 (9. 9.)
쌀 수출확대 가능성과 방안은? 정책토론회 (9. 9.)
2016 APEC 특별워크숍 (10. 13.)

2016

기후스마트농업 국제심포지엄 (10. 13.)
2016 KAPEX 국내워크숍 (10. 14.)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KAPEX 장기연수생 졸업식 (10. 27.)
코스타리카 열대농업연구교육센터(CATIE) 센터장 등 본원방문 (11. 1.)
2016 KRE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gricultural Trade (11. 17.)
쌀 수급안정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11. 18.)
제7회 KREI-RCRE 국제심포지엄 (11. 23.)
제11회 FANEA 국제심포지엄 (12. 8.)
2016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발표대회 (12. 9.)
미래농정 심포지엄 (12. 23.)
농업직불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12. 26.)
농업전망 2017 서울대회 (1. 18.)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과 MOU (2. 22.)
농업관측상황실 이전 개소식 (3. 2.)
개원 39주년 기념행사 (4. 1.)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농식품 포럼」발족식 (4. 10.)
농협중앙회와 MOU (6. 9.)

2017

KREI 이슈토론·성과발표회(I) -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가능성과 새로운 도전 (6. 14.)
APEC 기후센터 MOU 체결 (6. 27.)
KREI 이슈토론·성과발표회(II) - 안전, 안심 먹거리를 위한 새 정부의 정책과제 이슈토론회 (6. 28.)
KREI 이슈토론·성과발표회(III) - 농업부문 통상 및 국제협력 성과 제고 방안 (7. 6.)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7. 13.)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 방안 토론회 (8. 31.)
제12회 FANEA 국제심포지엄 (10. 11.)
아시아 7개국 ODA 라운드테이블 콘퍼런스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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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7

내용
2017 삶의 질 정책 콘퍼런스, 제 22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12. 13.)
2017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발표대회 (12. 22.)
제23대 정민국 부원장 임명 (1. 2.)
농업전망 2018 서울대회 (1. 24.)
농업전망 2018 영남대회 (2. 1.)

2018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농촌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MOU (2. 2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농어업정책포럼과 MOU (2. 28.)
제주 감귤·과수 전망 발표회 (3. 7.)
농업전망 2018 호남대회 (3. 13.)
개원 40주년 기념행사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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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시현

원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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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진

김정호

박성재

김수석

박대식

서대석

석현덕

오내원

옥치목

우병준

조태희

허 장

정인걸

간사

국승용

원외

성진석

권태진

김명환

김정호

김태곤

박문호

박석두

박성재

박현태

송주호

어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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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채

정인걸

최경환

최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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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상범

김수석

김연중

김용렬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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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식

박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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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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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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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장

허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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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원내

황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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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후기

우리 연구원 개원 40주년에 즈음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를 편찬하게 되었다. ‘미래를 알려
면 과거를 고찰하라’는 말처럼 이번에 발간하는 연구원 40년사는 지난 세월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
으로 연구원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번 40년사는 연구원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나주 이전을 담고 있다. 그만큼 40년사
편찬에는 각별한 의미가 있지만 적지 않은 어려움도 있었다. 2016년 11월에 구성된 편찬위에서 많은 논
의를 거친 결과, 이번 40년사에는 30년사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청사이전 후 연구 환경 변화와 나주 시
대 직원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강조하되, 앞으로 있게 될 50년사 편찬의 디딤돌로 활용될 수 있도록 40
년 동안의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수록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집필진도 여
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연구원 OB들과 다양한 연령대의 현역 직원으로 구성하였다.
40년사 편찬 과정에서 연구원이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농정의 선두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였
는지를 새삼 느꼈다. 또한 연구원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을 꽃피게 하고 직원들의 가정에 든
든한 울타리가 되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알 수 있었다. 선배님들이 다져놓은 단단한 토
대를 기반으로 나주에서 또 다른 40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지금 연구원에 종사하는 우리와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의 몫일 것이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본연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원고를 집필해 주신 모든 분
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40년사 편찬위원회의 간사를 맡아 수고한 국승용 박사와 성진석 자료출판팀장,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챙기고 궂은 일을 도맡아 해준 자료출판팀의 박수현 씨, 김정은 씨, 그리고 프리
비 인쇄출판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모쪼록 연구원 40년사가 홍릉 시대를 결산하고 나주 시대를 여는
생생한 기록으로 전해지길 기원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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