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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 농업위원회 논의 동향1)

OECD 농업위원회는 2021년 11월 18일~19일까지 제177차 정례회의(하반기)를 하이브리드(현장+

화상) 방식으로 개최하였으며, OECD 회원국 대표단, 사무국 관계자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170

여 명이 참석함. 

- 이번 회의에서는 △UNFSS, COP15, COP26 등 주요 국제행사의 농업 관련 성과, △농업지원 정

책 분석 현황, △2022 농업장관회의 준비 추진상황, △2023-24 사업예산계획안(PWB)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함.

[UNFSS, COP15, COP26 성과] UNFSS, COP15, COP26에서 논의된 식품시스템, 생물다양성, 기

후변화 이슈는 농식품분야와 상호 연관성이 높고 밀접한 과제임. 

- (UNFSS; 유엔 식품정상회의) 시민사회, 농업인, 국가, 국제기구에서 수행해야 할 230여 개 행동 

계획(commitments to actions)과 155개국의 식품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계획(National 

Pathways)을 집중 논의함.

- (COP15;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파트 1) ‘2020 이후의 세계적 생물다양성 구상(Post 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초안은 왜곡적인 보조금 감축, 토지 및 해

양 영역 보존, 살충제와 플라스틱 등 오염물질 감축 등의 내용이 포함됨.

- (COP26; 유엔 기후변화협약) 2022년에 2030 계획을 개선하는 것에 합의하고, 탄소중립 재확인 

및 100여 개 이상의 국가가 2030년까지 메탄을 30% 이상 감축하는 국제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을 출범하며 2030년까지 삼림파괴 중지(End deforestation)를 서약함. 또한 무

분별한 석탄연료를 통한 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기후 적응에 대한 재원 마련을 합의함.

[농업지원 정책 분석] 농업지원 정책이 식품시스템의 3중 과제(식량안보 및 영양, 종사자 생계, 지속

가능성 제고)의 해결이라는 목적 달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OECD를 비롯한 여러 국제

기구의 보고서를 개괄함.

1)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OECD 농업 및 수산위원회 논의 동향”(2021.12.20.)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
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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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2021년 농업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M&E) 보고서2)는 코로나19에 대한 회원국 및 신흥국

의 신속한 대응이 식품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에 기여하였지만, 총체적 식품시스템 목적 달성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함.

- (기타보고서) FAO, UNDP, UNEP 2021년 9월 공동 발간 보고서는 대부분의 농업 생산자 지원이 

왜곡되었고 지원 영향 측정의 개선, 공공재 투자, 지속가능한 관행에 대한 직불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 가이드를 제공함.

- 또한,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 Institute)의 8월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 보조금은 토지를 

훼손하고 천연자원을 고갈시키는 등 정책목표 달성에 실패하였고, 명확한 대상을 설정한 농업보조금 

지불, 생태학적 서비스의 연계, 측정 시스템에의 투자 증대 등 보조금의 재탐구가 필요함을 강조함.

- 한편, 국제 연구소, 해외개발연구원, UN 지속가능 개발 솔루션 네트워크의 7월 보고서는 탄소중립

(net zero emission) 달성을 위한 농업개혁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생산과 연계된 직불제도의 

철폐, 농업정책과 환경·기후와의 연계 등을 제안함.

- 회원국들은 농업정책 지원 목적 재조정은 명확한 성과 평가를 통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2022 농업장관회의 준비] 2022년 11월에 개최 예정인 OECD 농식품 정책 관련 최고위급 회의로 

농업위원회 내에 비공식자문회의(IAG)를 운영하며 준비 중이며, 현재 의장단 구성 메인 및 세부 토론 

주제 선정 차 초청국 기구 선정 등을 마무리함.

• (공동의장국) 캐나다, 뉴질랜드

• (의제안) 메인 주제 및 3개 세부 주제로 구성

- (주제) 변화하는 환경하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품시스템 구축-공동 도전과제, 혁신적인 해결책(Building Sustainable 

Agriculture and Food Systems in a Changing Environment: Shared Challenges, Transformative Solutions)

- (3개 세부 주제) △식량안보 및 영양 보장: 혁신강화 생산성 촉진, △생계개선: 새로운 기회와 적응, △지속가능성 강화: 생산, 

혁신, 복원력 구축

• (1차 비회원 및 기관 초청(안)) (비회원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중화인민공화국, 크로아티아,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

스탄, 페루, 루마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제기구) FAO 및 WTO
 

[2023-24(PWB)] OECD 농업위원회는 추진 사업의 우선순위 및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함.

2) 지속가능한 생산성, 성장 및 복원력을 위하여 △가격 개입, △기타 시장 왜곡적 지원 조치의 철폐, △대상을 구체화한 농가소득 지원, △
공공재 투자를 위한 공공지출, △혁신 시스템 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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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내외의 협력 증진, △FLAN(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TFP(총요소 생산성 및 환경 네트

워크), △FCAN(식품사슬전문가 네트워크), △CRP(지속 가능 농식품 공동연구 프로그램) 등 전문가

가 활동하는 정책 네트워크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기후변화, 지속가능성, M&E 및 농업전망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연구 강화와 투자를 확대를 집중 논의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2.01.0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