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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라이프스타일이큰 향을미치는만성질환, 소위생활습관병은 양과식생활이중요한결정요인이며, 질병부담에도큰 향을초
래한다. 국민의 양관리에대한수요는증가하고있으나 양관련서비스가여러부처와부서에산재되어있으며이를조율하기위한
책임있는조직이나인력, 서비스전달체계나기능이중앙이나시·도, 시·군·구에명확하게설정되어있지않다. 이러한사업의분산
적인특성으로인하여 양사업이효과적으로시행되지못하고, 관련법령도산재되어상호연계되지못하고있어다가올만성질병유
행시대, 고령화시대에대응하는데는매우미흡한상황이다.
본 고에서는우리나라 양정책수립의미흡을고려하여 양정책의목표와비젼을잠정적으로설정하여제안한다. 국민의건강을

증진하고질병부담을감소시키는비젼을가지고, 국민의건강한식생활추진을위하여 양에기인한비만과만성질환감소, 취약계층
양수준향상의두가지목표를제안한다. 이목표하에중점추진과제는첫째, 국가 양관리체계의정립과조정기전구축, 둘째, 국민의

바른식생활을보장하기위한교육·정보제공을통한건강식생활지원전략강화, 셋째, 양취약계층에대한 양서비스전달체계확
충, 넷째, 양모니터링과평가체계확충의네가지를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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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과 과제

1) 양문제의‘이중부담’양상



2) 식생활과 관련된 주요 만성질환의 증가 3) 양사업과 관련된 정부 조직의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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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방 에너지 = (지방열량÷총열량)×100
동물성단백질비 = (동물성단백질÷총단백질)×100
곡류열량비 = (곡류열량÷총열량)×100

그림 1. 에너지 급원에서 차지하는 곡류 및 지방 섭취 추이와 동물성 단백질 비중의 추이, 197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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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식이섭취와 관련된 주요 질환의 사망률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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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양업무가 관련된 정부 조직 현황

4) 양 관련 법령의 산재와 법적 근거의 미약

3. 주요 현안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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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양정책의 기본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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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가 양정책 추진 방향: 중장기 목표와 추진전략

2) 국가 양관리체계의 정립을 위한 조직과
조정기전 확보

정책분석 63

국가 양정책의 현안과제와 발전전략 모색

1) 전문가 의견조사는 양정책이나 지역사회 양 전문가, 의료계에서 양관련 역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활동을 하는 전문가(예방
의학, 가정의학 및 내과 등 임상의학 분야), 식품정책 분야 중 양부분과 관련된 연구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전문가, 현재 정부에서
양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관과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 다. 양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식견을 가진 전문

가 그룹이 제한되어 있어 전체 55명의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 다. 이들 양분야 전문가는 보건과 양 및 식품 전반의 양 관리
행정과 관리체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어 지식의 비대칭성을 감안하여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들이 양 행정서비스의
전문자문가인동시에행정서비스수요자로서이들의의견은중요한의미를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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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정부의 양관련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전문가 인식

그림 6. 다양한 부처의 양 관련 업무 연계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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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정부의 양 관련 업무 조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 견해

2) 전문가 조사에서 양관련 행정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 9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시하고, 그 우선순위를 1, 2, 3위까지 선택하도
록하여가중치를주어(1위 3점, 2위 2점, 3위 1점)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8. 양관련 행정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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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유럽 주요 국가들의 양담당 부처와 자문조직

국가 양 주관 정책조직 국가 양자문 조직

국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독일

이태리

네델란드

덴마크

스위스

아일랜드

국 전체(UK wide): Food Standards Agency
England: Department of Health
Wales: Food and Well Being -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Working Party

Scotland: Food and Health Council
Directora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Ministry of Health and Care Services
National Nutrition Council
National Food Administration /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
Ministry of Health and Solidarity

Ministry of Health /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and
Consumer Protection
Ministry of Health, National Institute for
Food and Nutrition Research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

National Board of Health
Danish Fitness and Nutrition Council
Nutrition, Health Protection and Prevention
Department 
Health Promotion Unit, Department of
Health and Children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on Nutrition

National Nutrition Council

National Nutrition Council
Expert Committee on Diet and Health / 
Swedish Pediatric Committee on Nutrition
French Food Safety Agency / 
National Health monitoring Agency

German Nutrition Society / 
Fede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

National Council of Health

Health Council of the Netherlands /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Danish Fitness and Nutrition Council

Swiss Nutrition Council

Food Safety Authority of Ireland -
Nutrition Sub-Committee



68 보건복지포럼 (2008. 5.)

그림 9. 국가 양관리 체계 개선 의견

그림 10. 부처/기관 간 양정책 조정기구의 구성과 사업 연계방안 구상

3) 양사업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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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다양화된 양관련 법령체계의 효율
성에 대한 전문가 인식



4) 올바른 식생활 보장의 강화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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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법령 개선 시 바람직한 방법에 대한
전문가 견해

5) 양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체계 확충 방향

6) 양모니터링, 조사, 연구, 평가체계 확충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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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 말

72 보건복지포럼 (2008. 5.) 정책분석 73

국가 양정책의 현안과제와 발전전략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