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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 배경

∙ 코로나19 발생 이후 먹거리 위기의식이 심화되면서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먹거리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 우리나라도 먹거리 위기 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0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문

재인 대통령이 식량 안보 강화와 국민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식량계획 수립 

및 지역 내 자급체계 조성’을 골자로 한 먹거리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2) 먹거리 문제, 현황과 전망

∙ 코로나19 발생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곡물 수급 불안이 확산되었다. 식량위

기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 곡물 수급 불안에 

대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사업의 성과가 충분히 나타나

고 있지 않으며, 정부 식량 정책이 곡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본적인 먹거리가 보장되지 않는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

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 취약계층의 먹거리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취약계층 지원정책은 먹거리에 특화된 지원이 부족하며, 주로 현금지원으로 이

루어지면서 먹거리 지원의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렵고, 취약계층의 먹거리에 대한 니즈나 선

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인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다양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 푸드플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지역 먹거리(로컬푸드) 판매·소

비 확대에 초점을 맞추거나, 지역민 먹거리 보장, 먹거리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사업이 본

격화되지 못한 지역이 존재한다. 또한 대체로 신선 농산물 위주로 정책·사업이 추진되면

서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역 먹거리 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도 한계가 있다. 



3) 코로나 시대, 먹거리 정책 방향과 과제

∙ 코로나 시대의 먹거리 정책은 먹거리 불확실성과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민의 기

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시켜주는 양질의 식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식량안보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수립·추진될 필요가 있다. 

∙ 국내 적정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경지면적 한계점을 지정하고, 일정 수준의 농지면적

과 식량 파종 면적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옥수수, 밀, 콩 등은 식량 위기에 대비하여 

최소필요량을 비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식량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통해 유사시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

요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를 감안하여 

곡물 이외의 다양한 농산물을 감안한 대응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취약계층 대상 먹거리 지원을 현물지원 방식을 중심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먹거리를 구

입하여 조리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식재료용 먹거리를 현물 방식으로 

지원하고, 먹거리를 구입하여 조리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공급식

이나 도시락/반찬 배달 등과 같은 급식/식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국가 차원에서 먹거리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발생 가능한 먹거리 위기에 근본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먹거리와 연

계한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 국가 및 지역 단위에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먹거리 불확실성 또

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기관 간 연계·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식량계획’을 수립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 추진의 지속

성·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국가식량계획의 기본 이념을 반

영하여 지역 단위에서 지역 푸드플랜이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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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배경01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1. 국민의 먹거리 인식과 식량안보 개념 변화

∙ 먹거리를 둘러싼 여건과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변화하고, 식품 소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 발전, 국민 소득 

증가 등으로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소비자의 식품 소비는 ‘물량 충

족’에서 ‘품질 추구’로 전환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일련의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

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가치 중시’ 소비 

경향이 확대되면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요구가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 1980~1990년대를 거치면서 기존에 식품 가격, 양을 중시하던 소비자들은 식품

의 품질, 안전성을 중시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건강·웰빙, 윤리, 환경 등 다양

한 가치를 고려한 식품 소비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 과거에는 식품 소비를 주로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보았으나, 최근에는 복지·분배

적 관점에서 ‘먹거리 보장’의 개념이 등장하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

도록,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먹거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

산되고 있다. 

∙ 먹거리를 둘러싼 여건·환경과 관련 인식이 변화하면서, ‘먹거리 보장’은 더 이상 

먹거리의 양적 충족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국민이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적으로 충분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적정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이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먹거리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식량안보의 개념도 변화하였다. 과거 식량안보의 

개념은 충분한 식량의 생산·공급을 강조한 반면, 최근에 논의되는 식량안보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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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의미한다.1) 즉, 양적으로도 충분한 식

량의 생산·공급되어야 하며, 국민들이 양적 또는 질적으로도 충분한 먹거리를 보

장받아야 한다.

1.2. 지속가능성,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대두

∙ 경제 성장, 산업 발전을 통해 국가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성장 중

심주의가 한계에 직면하면서 ‘지속가능성’, ‘포용’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정책 

패러다임으로 대두되었다. 

∙ 국제연합(United Nation: UN)은 경제성장, 사회 안전·통합, 환경보전 등의 균형·

조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2015년에 17개 목표

(United N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 SDGs)를 발표하였으

며, 같은 해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통해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0

여개 도시·지역 대표들이 참여하여 ‘밀라노도시먹거리정책협약(Milan Urban 

Food Policy Pact)’을 체결하였다. 

- 우리나라는 UN SDGs를 바탕으로 K-SDGs를 수립·발표하면서, 취약계층 먹거

리 부족 문제 해결과 식량안보 확보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식량안보와 지속가능

한 농업’을 먹거리 관련 목표로 제시하였다. 

- 밀라노 협약은 추진 체계, 식생활·영양, 접근성, 생산·가공, 공급·유통, 페기물 

관리 등 6개 영역의 37개 세부 실행과제를 제시하였다.2) 

∙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지속가능성’, ‘포용’의 정책 패러다임을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국가 정책에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5개년 

계획은 먹거리 관련 국정과제로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을 포함시켰

으며, 세부 추진 내용으로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제시하였다.

1) 1996년 세계식량회의(World Food Summit)는 식량안보는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섭취와 식량 선호를 만족시

키면서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 많은 식량에 물리적이고 경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접근하는 상태”라고 제시함(임송수, 

2017: 2).

2) 황윤재 외(201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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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먹거리 문제 부각

∙ 기존에는 기후 변화, 이상 기온 등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농업 생산·공급의 불

안정이 먹거리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는 주요 요인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

후 각국의 경제, 산업, 사회 등이 예상하지 못한 변화에 직면하면서 생산-유통-소

비 등 푸드시스템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확실성이 먹거리 위기의식을 심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먹거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 코로나19 발생 초기 국가 간 물류 차질과 식량 수출 제한 조치 등으로 식량 수입

국의 위기의식이 고조되었으며, 감염 및 이동 제한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농

업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소득 및 일자리 감소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증

가하고, 공공·학교급식 등을 통한 급식·식사지원이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최소

한의 삶의 질을 보장시켜 주는 먹거리 확보가 어려운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인한 먹거리 위기의식의 심화로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발생 가능한 위

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논의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 이명기 외(2020)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은 농업의 중요성이 더 커졌으

며, 식량안보의 중요성도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

하여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중요해졌다’고 응답한 비중이 67.6%, 식량안보가 

‘중요해졌다’고 응답한 비중도 74.9%에 달하였다. 

- 코로나19로 인한 ‘식량 위기 팬데믹’에 대한 우려 속에서 식량의 중요성이 커지

면서 2020년 유엔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 WFP)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으며, 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식량위기를 막기 위한 

종합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 미국은 팬데믹 전자식 복지(Pandemic Electronic Benefit Transfer, P-EBT) 

등 아동과 저소득층 식료품 접근성을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으며, EU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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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곤층을 위한 유럽원조기금(Fund for European Aid to the Most 

Deprived: FEAD)의 집행 시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조치규정을 제정하였다. 

∙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에 지속가능성의 정책 패러다임을 먹거리 정책에 반영하여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추진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먹거리 위

기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2020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식량 안보 강화와 국민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식량계획 수

립 및 지역 내 자급체계 조성’을 골자로 한 먹거리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제8장  코로나 시대, 먹거리 문제와 대응 _223

먹거리 문제, 현황과 전망02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1. 식량 공급 불확실성 확산

2.1.1. 국내 식량 여건과 당면 문제

∙ 국내 양곡의 공급과 수요는 199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

대 이후 대체로 2,300만 톤 내외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생산

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어 식량의 해외 수입 의존

도가 심화되고 있다. 

- 국내 생산량은 1980년 705만 톤에서 2019년 440만 톤까지 감소한 반면, 수입

량은 1980년 505만 톤에서 2019년 1,611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 양곡 수요량의 증가는 축산업 외연 확대에 따른 사료용 수요량 증가와 가공용 수

요량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 양곡 생산량 감소와 수입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국내 식량자급률은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곡인 쌀은 완전 자급이 가능하나, 기타 대부분의 곡물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자급률은 45.8%(2019년 기준), 곡물자급률은 21.0%에 불과

하다. 우리나라는 주요 곡물의 해외 수입 의존국으로서 국제 곡물 수급 상황에 영향

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쌀의 경우 자급률이 92.1%로 완전 자급이 가능한 수준이나, 밀, 옥수수, 콩 등 주

요 작물의 경우 자급률이 각각 0.7%, 3.5%, 26.7%에 불과하다. 밀의 경우 식생

활 변화와 함께 연평균 1인당 소비량이 쌀(61.0kg)의 절반 수준인 31.6kg에 달

하고 있으나, 자급률은 0.7%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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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국내 양곡 공급 및 용도별 수요 동향

단위: 천 톤

[국내 양곡 공급] [용도별 수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0). 「양정자료」.

그림 8－2.  식량자급률 및 품목별 자급률

단위: %

[국내 곡물 자급률] [품목별 자급률]

주: 곡물자급률은 생산/(수요량-(해외원조+수출)), 식량자급률은 생산/(수요량-(사료+해외원조+수출))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0). 「양정자료」.

∙ 국제적으로 수요, 공급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 곡물 수급 불안이 초래

되었으며, 이에 따라 식량 위기 발생에 대한 우려도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3) 

- 곡물 수급은 기상이변, 기후변화, 기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1980

년대, 2010년대에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곡물 생산 차질과 곡물 가격 급등이 초

래된 바 있다. 1980년에 미국 남서부 지역 기상이변, 1988년 미국 중서부지역 

3) 곡물 수급 불안은 대표적으로 수요, 공급, 금융을 포함한 기타 요인 등이 대표적인 3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함. 수요 요인은 경제

성장, 축산업 외연 확대, 바이오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곡물 수요의 변화 등을 포함하며, 공급 요인은 이상기상이나 기후변

화, 정책적 변수 등으로 작황 혹은 시장 유통량에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임. 기타 요인은 환율, 투기자본, 국제 유가 변화 등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임(Westhoff, 2010: 181-214; 김규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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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2010년 러시아 가뭄, 2012년 미국과 흑해 연안 국가의 가뭄으로 밀, 옥수

수, 콩의 생산량이 급감하고,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였다.

- 2007/08년의 애그플레이션과 2011/12년의 국제 곡물 가격 급등은 유가 상승,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의 급격한 식량 수요 급증, 바이오 에너지용 곡물 사용 증

가, 기후변화로 인한 공급 차질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이다. 

∙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야기된 국제 곡물 수급 불안은 공급 여건이 양호함에

도 불구하고 물류 경색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불안한 시장 심리

로 곡물 접근성이 약화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곡물 수급 불안과는 차이가 있다.

- 코로나19 발생 초기 국제 곡물 재고율은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국경·지역 봉쇄, 

물류와 인력 이동 제한, 수출항구 방역 강화 등으로 곡물 선적지연, 컨테이너 적

체, 물류 지연 등 육·해상 운송 제약으로 곡물 접근성이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 

∙ 국제 곡물 시장은 생산량 대비 교역량이 적은 ‘얇은 시장(Thin Market)’이다. 수

출은 일부 국가에 집중되고, 수입은 다수 국가에 분산된 과점시장으로, 투기자본

이 쉽게 유입되는 특징이 있어, 수급 불안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WTO

는 코로나19가 소멸되지 않는 엔데믹(endemic, 주기적 발병)이 될 수 있으며, 코

로나19 이외에 또 다른 국제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

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되면서 언제든지 식량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

존한다. 

2.1.2. 기존 식량 정책의 한계

∙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대부분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곡물 생산·공

급 및 수요 불안에 취약하다. 기존에 애그플레이션과 2011/12년 국제 곡물 가격 

급등에 따른 국내 식품 및 사료 물가 급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4) 이에 정부는 국

제 곡물 수급 불안에 대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4) 박성진 외(2019).



226_ 제2부  2021년 농정 현안

정책·사업의 성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  

- 국제 곡물의 안정적 도입을 위하여 정부는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

진하였으나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청산되었다. 이후 포스코인터내셔널

이나 팬오션과 같은 민간 기업의 국제 곡물 유통부문 진출로 민간중심의 곡물조

달시스템 구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정부의 2022년도 식량자급률 목표5) 대비 2019년도 품목별 자급률이 밀(0.7%), 

옥수수(3.5%), 콩(26.7%) 모두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쌀 과잉 문제에 대응

하고 조사료 및 쌀 이외 품목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도입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2020년에는 오히려 면적(2만ha)과 지원 예산을 축소하였고, 2021년부

터는 사업이 종료되었다.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에 따른 곡물류 국내반입량은 4만 7천 톤에 불과하여 식량

안보 및 자급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 또한 소비자의 식생활 패턴 변화로 식품 소비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정부의 식량 

정책은 여전히 쌀 등의 곡물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일부 채소류의 

경우 수매·비축, 생산량 조절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 가격 변동

성의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2. 계층 간 먹거리 양극화 심화

2.2.1. 취약계층 먹거리 여건과 당면 문제

∙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 빈곤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6) 

5) 정부는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품목별 식량자급률을 밀 9.9%, 콩 45.2%, 옥수수 8.2%로 설정함.

6) 균등화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로 측정되는 상대적 빈곤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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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수는 2013년 1월 기준으로 916,086가구였으나 2020년 

11월 현재 1,538,329가구로 약 8년 사이에 70% 가까이 증가하였다. 

-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처분가능소득 기준)은 2017년에 17.4%인데, OECD 

18개 국가 중 상대적 빈곤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미국(17.8%)뿐이다.7) 

∙ 취약계층은 경제적인 곤궁으로 인해 식품비 지출액이 낮으며, 이에 따라 식생활이 

양적 또는 질적으로 열악하여, 충분하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다.

- 중위소득 30% 미만 가구 중에서 사회수혜금 혜택을 받지 않는 가구의 경우 식료

품지출액(비주류음료 포함)이 전체 가구의 80.9% 수준에 불과하며, 사회수혜금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86.8% 수준으로 절대적인 식품비 지출액 규모가 낮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중위소득 30% 미만 수급자/비수급자의 경

우 권장량 대비 에너지(칼로리) 섭취는 88.1%에 불과하며, 칼슘, 비타민A, 나이

아신, 비타민C 등 필수영양소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 중위소득 30% 미만이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경우 식생활 불안정 비중

과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이 높고, 식생활 관련 질병 유병률이 다른 소득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지수(EQ-5D)도 중위소득 30% 미만 수급가

구에서 0.83점, 비수급가구에서 0.88점으로 중위소득 50% 이상 가구의 0.97점

보다 크게 낮았다.8)

7) OECD Statistics 참고(http:://stats.oecd.org,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8) EQ-5D는 건강관련 삶의 질(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이하 HRQOL) 측정도구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로, 5가

지 차원의 기술적 체계(descriptive system)와 시각적 아날로그 측정(visual analogue scale, EQ-VAS) 두 영역으로 구성

됨. 기술적 체계에는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생활, 통증/불편감, 불안/우울이 포함되며, EQ-VAS는 자신의 전체적인 건강상

태를 0-100점까지 시각화된 척도로 표현하는 것임(장진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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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1 ]  취약계층의 1인당 소득 및 소비지출 비교(2020)

단위: 원(%)

구분 전체

중위소득 30% 미만 
중위소득 
30~40%

중위소득 
40~50%

중위소득
50% 이상사회수혜금

혜택
사회수혜금

비혜택

소득(경상+비경상)
2,793,986 

(100.0)
1,051,803 

(37.6)
686,858 

(24.6)
1,310,341 

(46.9)
1,452,425 

(52.0)
3,101,137 

(111.0)

경상소득
2,736,760 

(100.0)
1,018,294 

(37.2)
   651,353 

(23.8)
1,245,185 

(45.5)
1,401,722 

(51.2)
3,338,077 

(122.0)

소비지출
 1,535,121 

(100.0)
 949,188 

(61.8)
  875,514 

(57.0)
1,050,353 

(68.4)
1,156,708 

(75.3)
1,730,576 

(112.7)

식
품
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230,418 
(100.0)

200,024 
(86.8)

   186,318 
(80.9)

210,295 
(91.3)

213,304 
(92.6)

241,166 
(104.7)

식료품 및 
비주류+주류

 240,375 
(100.0)

 207,772 
(86.4)

192,537 
(80.1)

 217,396 
(90.4)

220,384 
(91.7)

252,092 
(104.9)

식료품 및 
비주류+주류+

외식비

443,128 
(100.0)

285,539 
(64.4)

 268,040 
(60.5)

325,600 
(73.5)

333,623 
(75.3)

495,288 
(111.8)

주: 지출액은 명목금액이며, 기준년도는 2020년 1~2분기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김상효 외(2021 발간예정)에서 재인용

[ 표 8－2 ]  취약계층의 영양권장량 대비 섭취 비율

단위: %

구분
중위소득 30% 미만 중위소득 

30~40%
중위소득 
40~50%

중위소득
50% 이상수급자 비수급자

에너지 88.1 88.1 90.1 91.0 97.2

단백질 124.9 114.4 124.8 134.8 148.8

칼슘 61.4 55.6 60.2 64.5 69.3

인 124.4 122.9 124.7 125.1 142.9

철 112.1 114.9 114.5 104.7 113.5

비타민A 43.3 44.9 50.7 59.0 61.5

티아민 105.0 111.1 114.4 112.9 126.0

리보플라빈 99.5 95.7 105.3 117.2 131.5

나이아신 83.9 82.0 87.9 85.8 102.2

비타민C 48.4 53.2 52.7 60.2 73.9

주: 식품섭취량 조사자료(24RC)가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영양섭취비율은 한국인영양섭취기준(2015년)을 

적용함.

자료: 질병관리본부. 2016-2018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 분석. 김상효 외(2021 발간예정)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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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3 ]  취약계층의 식생활 관련 지표 및 질병 유병률

단위: %

구분

중위소득 30% 미만 
중위소득 
30~40%

중위소득 
40~50%

중위소득
50% 이상수급 가구

비수급 
가구

식생활 불안정 비중 20.7 6.9 10.3 7.3 1.2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 21.1 19.3 16.6 16.5 12.4

에너지 부족 비중 42.7 39.9 36.3 35.8 30.1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비율 39.3 26.9 26.8 17.3 11.6

고혈압 유병률 42.9 41.6 36.7 26.4 18.9

당뇨병 유병률 17.8 13.7 15.9 11.3 6.4

고지혈증 유병률 20.0 19.5 19.2 18.4 14.0

비만율 22.2 18.8 17.8 15.9 18.0

EQ-5D(삶의 질 지수) 0.83 0.88 0.90 0.92 0.97

주: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은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필요량 미만인 분율이며, 에너지 부족 비중은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인 섭

취자 분율임.

자료: 질병관리본부. 2016-2018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 분석. 김상효 외(2021 발간예정)에서 재인용

∙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사회적 불안정·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기본적인 먹거리

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취약계층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 취약계층이 직면하는 먹거리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 코로나19 발생이 극심했던 1분기에 대부분의 가구는 식품비 지출이 전년 동기

보다 높았다. 그러나 가구 소득이 100만 원대 이하인 취약계층은 오히려 유사하

거나 낮았으며, 2분기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식품비 지출액 비중이 큰 폭

으로 증가하여, 취약계층이 식품비 지원에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9) 

∙ 취약계층의 먹거리 불안정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저하와 영양·건강상의 문제로 이

어지며, 이로 인해 국가 의료/질병 비용이 증대하고, 국가 재정부담이 심화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가는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9) 2020년 11월 이전까지 코로나19발생이 가장 극심했던 2020년 1분기와 확산세가 다소 완화되었던 2분기에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수준별 지출액을 전년 동기와 비교 분석한 결과임. 100%보다 높으면 전년 동기보다 많이 지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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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가구 소득수준별 1인당 소비지출 및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지출: 2019 vs. 2020

단위: % 

주: 2020년 1분기 신규 확진자 발생 수는 9,887명이며, 2분기 신규 확진자는 2,963명으로 1분기 확진자의 30% 수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MDIS). 김상효 외(2021 발간예정)에서 재인용

2.2.2. 기존 취약계층 먹거리 정책의 한계

∙ 우리나라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먹거리 지원정책이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현금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간 농식품의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농림

축산식품부에서는 정부양곡할인지원이나 학교우유급식지원을 제외하고는 취약

계층 먹거리 지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농

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현물성 지원의 시범사

업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기존의 취약계층 대상 먹거리 지원정책은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에 특화된 정책이 

양적으로 부족하며, 주로 현금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식품비 이외의 타 용도로

의 전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

성하기에 충분치 않았다. 또한 취약계층의 니즈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화된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제공되는 농식품의 활용도가 낮거나, 정책 인지도/

만족도가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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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4 ]   우리나라 취약계층 대상 먹거리 지원제도 현황 및 예산

단위: 천 원, %

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지원은 생계비 중 식품비 비중 37.1%를 적용

자료: 지자체 제출 통계자료(전수조사), 이계임 외(2017) 재인용.

2.3. 지역 먹거리 체계 지속가능성 약화

2.3.1. 지역 먹거리 여건과 당면 문제

∙ 산업화와 함께 도시가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개인 또는 지역 단위에서 충

족시키기 어려운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먹거리 대량 생산·유통 체계가 발

달하였다. 먹거리의 대량 생산·유통은 유통 범위 확대, 거래·물류 효율성 제고, 농

가소득 향상 등에 기여해 온 반면, 먹거리 관련한 다양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

져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0)  

∙ 먹거리의 대량 생산·유통 방식은 고투입 농법·장거리 수송에 따른 농산물 품질 저

하와 환경 부담, 대규모 식품안전 사고 발생과 이에 따른 농식품의 품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를 초래하였다. 영세·중소 생산자의 경우 대량유통이 주류

인 농산물 시장에서 소외되면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생산

자와 소비자 간 단절이 유발되면서 먹거리 생산 기반에 대한 국민의 중요성 인식도 

약화되었다.11)   

10) 이수행·박정지(2018: 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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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농약 고투입 농법, 축산 오·폐수 등으로 농업·농촌 환경이 악화되고, 농산

물 수송 거리가 늘어나면서 에너지 소요와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며, 과학·기술

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유통시간이 길어지면서 농산물의 품질 저하가 발생한다.

- 주류시장에서 영세농가가 재배한 소량 농산물의 판로는 제한되고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령농, 영세농은 낮은 소득으로 인해 농촌 빈곤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 201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먹거리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대량 생산·유통 중심의 먹거리 생산-소비 체계의 대안으로서 지역 단

위에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

며, 국가별·지역별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추진하려는 움직

임이 확산되었다. 

∙ 우리나라도 2017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에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통한 

지역 순환형 먹거리 생산-소비 시스템 마련을 포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

으로 전국적으로 지역 푸드플랜 수립·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시

작하였다.

미국 버몬트주 Farm to Plate(2011)

∙ 1990년대 말 이후 경제불황으로 인한 농가파산, 버몬트 주 대표 산업인 낙농업 몰락, 

토지황폐화 등 농업환경이 급변하고, 지역경제가 영향을 받음에 따라 지역 푸드플랜

의 수립·추진을 통해 먹거리를 매개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 버몬트 주 정부는 18개월 간의 실태조사를 거쳐서 2011년에 2011~2020년까지의 계

획인 지역 푸드플랜(‘Farm to Plate’)을 수립하였으며, 민간, 공공, 정부 등 총 350개 

기관이 참여하는 Farm to Plate Network를 구성하였다.

- 버몬트 주 지역 푸드플랜은 농업, 식품산업, 환경, 복지, 교육 등의 7개 분야 25개 

분야별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11) 이수행·박정지(2018: 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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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발생 초기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먹거리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안

정적인 먹거리 공급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였다.12) 또한 소득 및 

고용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충분한 먹거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먹거리 복지, 먹거리 공공성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건강에 대

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 국가 단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먹거리 문제는 궁극적으로 지역 단위에서 구성원

인 지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가적으로 직면하는 먹거리 위기에 대응

하여 국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

역의 먹거리 자급 능력을 우선 제고하여야 하며,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킴

으로써 지역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원

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발생으로 심화되는 경제적 빈곤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먹거리 부족 문제는 국가 차원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지역경제·사회

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지역 단위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먹거리 문제와 먹거리 불안정성 확대로 인해 

‘지속가능성’, ‘순환성’, ‘공공성’ 등의 가치 하에서 먹거리를 매개로 생산, 소비, 

건강·안전, 복지, 경제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사회의 유지·발전을 추구하는 지역 푸드플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2.3.2. 기존 지역 먹거리 정책의 한계

∙ 최근 정부는 지역별 여건·환경을 고려하면서 지역 먹거리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푸드플랜’의 수립·추진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지역 푸드플랜의 수립·추진을 통해서 지역 먹거리 선순환 

12) 국민일보(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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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생산 농식품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 관련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취약계층 

등 지역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고 있다. 

- ‘지역 푸드플랜’은 지역 먹거리(로컬푸드)를 매개로 생산, 유통, 소비, 안전, 건강, 

복지 등 먹거리와 연결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사

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으며, 우리나라도 

2017년에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그러나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 먹거리

(로컬푸드)를 매개로 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이 상실되고 

지역 먹거리(로컬푸드)의 지역 판매·소비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 확대에 주로 초

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 생산자·공급자 중심 사업 추진, 직매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 

등의 유통 하드웨어 구축 집중, 지역민의 공감·참여 미흡 등은 지역 푸드플랜 정

책의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  

∙ 지역 푸드플랜 수립·추진 기간이 1~2년여에 불과한 지역이 다수여서, 지역민의 

먹거리 보장, 먹거리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급식 등의 사업이 본격화되지 못한 

지역이 존재하며, 또한 소비자의 다양화된 식품 소비 경향이 반영되지 않고 대체

로 신선 농산물 위주의 판매·소비 활성화가 추진됨으로 인해 정책적·경제적 효과

가 제한적이고, 지역 먹거리 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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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먹거리 정책 방향과 과제03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3.1. 정책 방향

∙ 코로나19 발생 이후 초래된 물적·인적 자원의 이동 제한, 글로벌 먹거리 공급망 약

화, 고용 및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다양한 

양상의 먹거리 문제가 발생하고, 먹거리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증가하

였다. 

∙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생활로 돌아

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WHO는 최근 코로나19가 소멸되지 않고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을 넘어, 엔데믹(endemic, 주기적 발병)으로 

전환되며, 또 다른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따라

서 언제든지 다양한 양상의 먹거리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한다. 

∙ 이에 따라 국가·사회 전반에서 코로나19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 상시적·사전적

으로 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먹거리 정책도 코로나19로 인해 

초래된 변화를 새로운 현실로 인식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된 현재의 먹거리 

문제와 향후 발생 가능한 먹거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성이 증가하

게 되었다. 

∙ 코로나 발생 이후의 새로운 시대의 먹거리 정책은 국내 및 국제적으로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먹거리 불확실성과 위기에 대응하여, 국

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시켜주는 양질의 식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

록 식량안보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수립·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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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국가적으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생산 기반 확보와 체계 구축

이 우선되어야 하며, 국내 생산·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기본적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먹거리 

수준을 보장하는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푸드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응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3.2. 정책 과제

3.2.1. 국내외 생산 기반 확대를 통한 위기 대응 역량 제고

∙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최근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쌀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적정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지면적 한계점을 지정

하고, 일정 수준의 농지면적과 식량 파종 면적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13)14) 또한 

사료용 또는 식용 이용이 많으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옥수수, 밀, 콩 등은 식

량 위기에 대비하여 최소필요량을 비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일본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공공비축제도를 운용하며, 식용 밀과 쌀, 사료용 곡물

을 비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쌀과 콩, 국내산 밀에만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식용 밀과 사료용 곡물에 대해 ‘곡물 비축제도’를 확

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15)

∙ 식량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자국의 식량 안보를 위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 주요 곡물 

수출국이 밀, 쌀, 옥수수 등 식량수출을 금지한 사례가 있다. 곡물 확보를 위한 국

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곡물 무역에서 곡물 메이저로부터의 조달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여 주요 곡물 수출국과의 협약체결 등을 통하여 비상

13) 박성진 외(2019).

14) 고재모 외(2017).

15) 이철호 외(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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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필요 물량을 반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16)

- 일본의 경우, 2009년 농림수산성과 외무성이 협력하여 ‘식량안보를 위한 해외투

자촉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 간 투자협정 체결과 대상 국가의 투자환경 정비, 

인프라 정비와 기술 지원 등의 분야에 ODA 사업과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식량안보차원에서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통해 유사시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 곡물

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해외곡물 생산을 위해 

우리 농기업이 많이 진출한 연해주, 몽골,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 신남·북방 지역

에 ODA 지원(유통인프라 및 저장시설 지원 등)과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연계를 통

해 효과적 곡물반입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2018년 기준 29개국에서 184개 기업이 해외농업개발에 참여하고 있지만, 곡물 

확보 및 조달 측면에서의 성과는 미미한 상황이다.17) 해외에서 식량자원을 생

산·반입하는 농기업은 관세, 통관절차 등의 까다로움과 현지 유통 인프라 부족 

및 물류비용 부담을 주요한 어려움으로 제시하고 있다.18) 

∙ 해외 진출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일정 한도의 물량에 대해서는 규제 완

화나 금융지원, 안정적 판로제공 등 정책지원을 통하여 국내 반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위기 발생 시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 우선 반입하

게 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19) 

∙ 또한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를 감안하여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때 기존의 곡물 중심의 식량 개념에서 탈피하여 채소류, 육류 등 다양한 농산물을 

감안한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16) 박성진 외(2019).

17) 박성진 외(2019).

18) 김종선 외(2019).

19) 박성진 외(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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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먹거리 공공성 강화와 국민 기본 먹거리 보장

∙ 우리나라는 취약계층 대상 먹거리 지원정책이 양적으로 열악하며, 현행 지원정책

들도 현금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 설계대로 온전히 식품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지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20) 취약계층 대

상 먹거리 지원을 현물지원 방식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 현물지원 중 먹거리를 구입하여 조리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식재료용 먹거리를 현물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9년부터 시범사

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는 사업의 확장성이 

높은 장점이 있으며, 수혜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점에서 현금지원에 가

까운 현물지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의 먹거리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먹거리 지원제도들 간의 상호 연계를 통해 시너

지를 극대화하고, ② 범부처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먹거리 지원에 필요한 정보/시

스템 활용이 용이해야 한다. ③ 실제 식생활, 건강상태, 주거/소비환경 등을 고려

한 전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예: 찾아가는 모바일 슈퍼마켓), ④ 온라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농식품 주문도 가능하도록 세심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21) ⑤ 

먹거리 지원 수혜자들의 선호와 니즈를 반영하여 품목과 구입처를 선정해야 하며, 

⑥ 편리성을 높이고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⑦ 먹거리 현

물을 제공하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식생활교육을 병행해야 하며, ⑧ 로컬푸드 혹은 친환경 등과 같은 가치

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지원제도들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한편, 먹거리를 구입하여 조리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공급

20) 이계임 외(2018)에 따르면,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을 위해 식품비 용도로 설계되어 지원되는 다양한 지원금액들을 다 합하여도 

이들의 식품비 지출액은 전체 가구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함. 

21) 경제적 취약계층의 상당수는 디지털 취약계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사업신청이나 주문이 어려운 경우

가 많음. 취약계층의 지리적(물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사업신청/주문을 가능하게 할 경우, 디지털 접근성

에 대한 고려나 배려 또한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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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나 도시락/반찬 배달 등과 같은 급식/식사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취약계

층이 먹거리 지원 신청서를 작성할 때 농식품 현물(재화) 또는 급식/식사지원 중에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먹거리 지원제도를 수혜자의 니즈에 맞춰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공공급식을 활용한 먹거리 지원이 확대되면 로컬푸드나 친환경과 같은 사회

적 가치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며, 도시락/반찬 배달 서비스의 경우 기존 보건복지

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과의 연계, 사회적 조직과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병행될 필

요가 있다.    

3.2.3.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

∙ 국가 차원에서 먹거리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발생 가능한 먹거리 위기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먹거리 생산·소비의 기초 단위인 지역 먹거리 체계

의 뒷받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역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과 소비기반을 확보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먹거리와 연계한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 내 먹거리 자급기반을 확충할 필

요가 있다. 지역 내 자급기반의 확충을 위해 지역 중소농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소

농의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 농가를 조직화하여 지역 내에서 필요로 하는 먹거리

를 연중 생산할 수 있도록 작부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내 생산조직

과 대량 수요처 간 계약재배를 활성화하여 지역 단위 생산-소비 순환 체계가 원활

하게 작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 생산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지역 

먹거리 소비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의 확대 및 운영 

활성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직매장 개설, 운영 등 전

반에 걸친 단계별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내 대량 수요처를 통해 

로컬푸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접

근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공공기관, 군부대 등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로컬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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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별 

식품지원사업도 지역 농식품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최근의 지역별 로컬푸드 활성화와 지역 푸드플랜 추진은 농산물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가공식품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 내 소규모 

가공식품업체와 연계할 경우 지역 내 경제·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

으며,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를 창출할 수 있다. 지역 영세·중소 가공식품업

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

고,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지역 내 소규모 가공식품업체가 지역 공공급식 등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3.2.4. 먹거리 정책 통합 추진체계 구축

∙ 국가 및 지역 단위에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먹거리 불확

실성 또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 소비, 안보, 안전, 식생활·영양, 

복지,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여러 조직·기관이 먹거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관련 조직·기관별 소관업무에 따라 분절적·독립적으

로 추진함에 따라 정책 사각지대와 정책 추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 기존의 분절적·독립적으로 접근되던 먹거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여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먹거리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

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역 단위에서의 관련 조직·기관 간 연계·협력이 필수적이다.

∙ 조직·기관 간 연계·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식량계획’을 수립

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먹거리 정책 간 모순·중복을 피하고 통합적 대응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 추진의 지속성·실행력을 담보하

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국가식량계획의 기본 이념

을 반영하여 지역 단위에서 지역 푸드플랜이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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