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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우롱, 국회 무시, 도를 넘은 농정독재!
“홍문표의원, 낙농진흥회이사회 기습상정을 통한 공기관화, 연동제 폐지 중단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은 낙농산업 제도개선 정부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도 하지 않고, 농식품부가 오는 12월 2일 열리는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통해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공기관화), 원유가격 연동제 폐지 안건을 기습 상정한 것에
대해, “농민을 우롱하고 국회까지 무시한 도를 넘은 농정독재”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종합국감에서 농식품부가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마련 중인 ’낙농제도개선 정부안‘에 대해 본의원을
비롯한 여·야 농해수위원들의 우려가 많았다”며, “당시 농해수위원장께서 정부안 확정
전에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고 농식품부 장관이 이를 수용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농식품부가 독단적으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안건을 기습상정한 것은 입법부인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다”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낙농가단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16일 열린 제3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공공기관 기준), 원유가격 연동제 폐지를 통한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계획을 발표하였다. 당시 낙농가대표들은 “낙농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단체인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정부거수기로 활용키 위해 공기관화하고 원유가격 인하, 쿼터무력화를
위한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을 밀어붙이기 위한 안”라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 당시 농식품부 김인중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금일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
하여 2주 후 추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혀놓고,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안건을 기습 상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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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은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화 하겠다는 것은 낙농진흥법에서 정한 민간(낙농
진흥회)의 수급조절 및 가격결정을 정부가 직접하겠다는 것으로써 낙농진흥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홍의원은 “낙농가의 정상쿼터를
16%나 삭감하고, 원유증산을 통해서 낙농가의 소득을 유지하라는 용도별차등가격제 정부안은
축산진흥부처인 농식품부에서 나올 수 없는 발상”이라며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생산자단체와 충분한 협의 후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을
농식품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홍문표 의원은 “국방부의 국내 농축수산물 계획생산제 폐지 및 경쟁입찰제 도입
무대응, 한돈농가들이 반대하는 모돈이력제 일방추진, 가금육시장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무대응, 축산농가 규제중심의 초법적 방역정책, 사료값폭등 무대책 등 현 농식품부 장관의
독단행정이야 말로 독재에 가깝다”며,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사람중심이 아니라 규제중심의
농정이며 농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농정은 폐기대상”이라며 농정부처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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