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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1

1.  농업과 탄소중립

  산업화의 결과로 인한 농업기반시설의 증축과 다양한 농기계 사용 등

에 따른 생력재배(省力栽培)*는 농업을 더욱 에너지 집약적 산업으로 

만들고 있음

  이에 따라 농업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종자, 비료, 농약 등의 원료물

질에 대한 안전성 및 환경영향 평가뿐만 아니라 농작업 과정에서 사

용되는 에너지, 농자재 및 농업기반시설을 포함한 농업 부문 전체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가 요구되고 있음

✽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된 재배방법. 이 방법은 노동

력을 덜 들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제초제의 사용과 같은 작업단계

의 간략화, 첨단 농기계의 사용을 들 수 있음

   농업은 유일한 탄소흡수 분야이며, 농촌은 재생에너지의 보고(寶庫)

  토양, 과수, 산림은 대표적 탄소저장고

  농촌의 공간과 풍부한 보유자원은 재생에너지 생산의 주요 공간

   (자료 : 이,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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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어업분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양은 우리나라 총 에너지 소비의 

1.5% 수준

 주로 농기계 운영과 농업시설난방 등에 사용

  겨울철 원예작물의 경우 에너지 비용은 전체 경영비의 30% 전후를 

차지하는데, 선진국의 경우 10% 내외로 알려져 있음

  농사용 에너지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생산비를 낮춰 경쟁력을 확보

하는 데 있지만,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등 비경

쟁적 요인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자료 : 남, 2020)

2.  GAP 인증제도

   GAP 인증기준은 최소한의 투입으로 안정적인 생산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저투입지속농업(Low Input Sustainable Agriculture; LISA)

의 하나로 볼 수 있음

   GAP 중점관리내용

       FAO에서 제시하고 있는 GAP중점관리내용(GAP-a Working 

Cencept, 2004, FAO)을 보면, 「에너지/폐기물」항목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과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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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 토양

 IPM실천

 저항성 품종 선택

 병해충 예찰시스템 활용

  작물보호제의 저장, 관리,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 준수

 작물보호제의 정확한 사용 기록유지

 기계적 경운의 최소화

 윤작 → 토양 유기물의 유지와 향상

 피복작물재배 → 토양 침식 최소화

  작물보호제, 유·무기질 비료의 적량 사용, 

사용법 및 시기 준수를 통한 오염 최소화

용수 작물생산

  토양수분침투 최대화 및 비생산적 손실의 최

소화

  토양구조 향상 및 토양유기물에 의한 지하수 및 

토양수분 관리 최적화

 수원의 오염 최소화

 토양수분 관리 → 토양 염류화방지

 관개수의 낭비 최소화 및 재활용

 품종 선택 : 수량, 병충해 저항성 등

 잡초방제를 위한 최적 방법 사용

    : 경종적, 기계적, 생물학적 등

 작물요구도에 따른 유·무기질 비료의 적정 사용

 유기물 및 녹비작물 → 토양 양분의 최대 이용

 윤작실천

수확, 저장 에너지/ 폐기물

  위생적 수확 절차 준수

  위생적이고 적합한 환경조건에서 수확물저장

  깨끗하고 위생적인 운반용기 사용

  수확, 저장, 처리 내용의 정확한 기록

  에너지, 양분, 작물보호제의 재고 관리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사용 권장

  비료, 작물보호제 등의 안전한 관리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관리방안 준수

작업자 복지 환경보전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 

작업 환경 조성

  작업자 안전을 위한 도구 및 복장 준수

  자연생태계 보전

  경운 및 작물보호제 사용의 최소화

  종다양성 유지를 위한 활동

  수원의 오염방지를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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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GAP 인증 현황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GAP 인증제도를 시작하여 2021년 11월 

기준 11,056건, 128,066ha가 인증되어 있음 [표 1]

       전체 농산물 대비 농가 수는 11.2%, 재배면적은 8.2%, 생산량은 

20.6%를 점유하고 있음 [표 2]

[표 1] 국내 GAP 인증현황 (’21년 11월 1일 기준, GAP정보서비스(www.gap.go.kr))

구 분 인증품목 인증기관 관리시설 인증건수 농가수 재배면적 생산계획량

단위 개 개소 개소 건 호 ha 톤

'21.10. 297 60 940 11,056 116,259 128,066 3,125,984 

'20. 283 63 890 10,362 114,264 126,986 3,003,717 

'19. 266 62 817 9,102 99,050 112,106 2,241,973 

'18. 241 55 805 7,782 86,789 101,815 2,117,453 

'17. 223 52 799 6,909 86,091 103,270 2,036,860 

'16. 174 46 802 6,059 74,973 88,859 1,592,052 

'15. 153 44 717 4,019 53,583 65,410 1,068,167 

'14. 136 44 681 2,689 46,323 58,763 795,886 

'13. 129 48 756  2,499 46,000 58,703 749,274 

'12. 110 51 718  1,969 40,215 55,215 691,228 

'11. 89 49 606 1,756 37,146 49,548 642,165 

'10. 86 45 565 1,459 34,421 46,701 509,931 

'09. 59 43 484 1,233 28,562 40,081 434,047 

'08. 59 39 417 1,053 25,158 37,129 419,842 

'07. 50 31 316 364 16,796 24,754 331,421 

'06. 45 21 190 220 3,659 1,373 101,354 

[표 2] GAP 인증 점유비율 (’21년 11월 1일 기준, GAP정보서비스(www.gap.go.kr))

구 분 농가수(천호) 재배면적(천ha) 생산량(천톤)

‘21. GAP인증 116 128 3,126

‘20. 농업통계 1,035 1,565 15,205

GAP비율 11.2% 8.2%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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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2

  GAP 인증기준 실천에 따른 경영분석을 통해 생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에 수반되는 온실가스 저감량 분석으로 농업 분야 Net-

Zero 실천

  GAP 인증기준 실천으로 농산물 재배단계에서 소모되는 자원과 발

생하는 배출물의 직·간접량을 정량화하여 생산관리의 효율성 제고

  GAP 인증 실천에 따른 재배단계의 직·간접 온실가스 감축 효과

와 온실가스 저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GAP 인증의 탄소 감

소 효과 구명

  GAP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와 GAP 실천 농가의 소득 개선

을 통해 GAP 농업 실천 확대



국내외 연구동향

2

GAP 환경영향분석 및
Net-Zero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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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연구동향1

  전과정평가 도입을 통한 농업환경 영향평가

  농산물의 전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

를 토대로 탄소 배출량이 적은 농산물 생산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요구 증가

  국내의 LCI(Life Cycle Inventory)를 통한 농업환경 영향평가는 출

발 단계에 있는데, 농업환경에 있어 주요 인자인 비료 및 농약에 대

한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위한 국내 비료와 농약의 흐름 모형

화, 방법론 개발이 요구되며, 국내 농업 시스템을 반영한 기타 농자

재, 농기계 및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가 수행되어야 함

   (자료 : 심 등, 2010)

  유기농업 실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

  유기농업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지므로 기후변화의 완화 수단

으로 활용 가능

  농가가 유기농업 기술을 실천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분을 배출권 거

래시장에서 거래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 필요

 유기농법별로 유형화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필요

  (자료 : 김 등,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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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의 에너지 이용, 실태와 개선방안

  농업 에너지에 관한 연구 부재로 농업 에너지 정책 분야의 어려움 

발생

  농업 경영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화학비료의 사용량 감축 필요

  지역 내에서 농업 에너지 최적화를 통한 양분 균형 달성 가능

   기후변화 시대와 식량안보를 위해 그린뉴딜*과 농업 에너지에 관한 

관심 필요

✽  Green New Deal :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의 이행을 기반으로 경제 전반에 새로운 비

전을 제시한다는 의미로, 구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와 자원효율성 향상을 통해 사회적, 경

제적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임

(자료 : 남,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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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연구동향2

1.  농업환경영향평가

  스위스

  D/B 구축센터인 Ecoinvent가 주축이 되어 농작물, 농업기반시설, 

농자재, 농기계 등 농축산 전반에 대한 전과정목록(Life Cycle In-

ventory; LCI) D/B를 구축하여 제공

  일본

  국가기관과 대학 연구소에서 주요 농산물과 농작업 시스템에 대하

여 전과정평가를 수행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농업을 위한 Top-down 방식의 전과정

평가 수행 방법론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농작물 생산방식에 따라 평

가하고 농업 분야에 대한 영향평가 방법론 및 가중치를 개발

✽  산업연관표(혹은 투입산출표)를 써서 한 나라 전체 또는 일정 지역의 경제활동을 분석하는 방법 

(= 투입 산출 분석)

  미국

  바이오연료의 주요 원료물질인 대두, 옥수수, 경엽 등에 대한 L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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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였는데, 특히 농약과 비료 사용에 초점을 두어 N, P, K의 

흐름 및 침출 모델을 개발

  영국

  생산하거나 수입하고 있는 7가지 주요 농축산물 (토마토, 사과, 딸

기, 감자, 소, 돼지, 닭)에 대한 자원 사용 및 환경부담을 규명하

기 위해 전과정평가를 통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면서, 특히 시스

템 경계를 생산 지역에 국한시키지 않고 농축산물의 지역물류센터 

(Regional Distribution Center; RDC)로 확장하여 평가

2. 농업 생산과정의 에너지 사용

  터키

   에너지 투입 사용에 대한 EurepGAP(현 GLOBALG.A.P.) 기준의 

효과 분석

  토마토 재배에서 EurepGAP 인증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약 29%의 

에너지를 적게 사용

      (자료 : Bayramoglu & Gundogmu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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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지리아

  양파, 토마토, 고추 재배에 따른 에너지 사용 효율은 각 0.20%, 

0.10%, 0.10% 이었음

 (자료 : Ibrahim, 2011)

  이란

  포도 농장에서의 에너지 흐름을 분석

  포도 농장에 사용된 총에너지는 31,777MJ/ha 였음

  질소비료, 퇴비, 관개수가 주요 에너지 투입 요구항목임

 (자료 : Karimi & Moghaddam, 2018)



연구내용 및 방법

3

GAP 환경영향분석 및
Net-Zero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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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1

  GAP 농업의 탄소 감축 실천

  올바른 GAP의 기준 이행으로 실현된 경영개선*을 바탕으로 재배단

계 탄소 감축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안 연구

   ✽ 비료, 농약, 유류, 농기계, 용수, 전기 등 감축

  확보된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영농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

는 컨설팅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GAP 실천 농가의 환경 영향 분석

  GAP 실천을 통해 농산물 재배단계에서 소모되는 자원과 발생하는 

배출물의 직·간접량을 정량화하여 생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항목별 환경영향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

• 절감되는 자원 및 배출물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농가 경영분석 및 

컨설팅 자료로 활용

 GAP 인증기준 실천에 따른 경영기법을 분석, 최적의 경영기법 제시 



  14

GAP 환경영향분석 및 Net-Zero 방안 연구

연구방법2

1.  GAP 환경영향분석 방법

  환경 영향 분석은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를 기초

로 수행

  전과정평가 : 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서 소모되는 자원과 발생하는 

배출물의 양을 정량화하여,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종합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환경 영향분석기법

  다만, 농산물은 품목별로 저장 형태 및 유통 처리 과정이 매우 다양

하여 그 기준을 평균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관계로, 농산물의 전 

과정 중 “농산물 재배단계”만을 포함

   (자료 : 심 등, 2010)

  GAP 농업의 탄소 감축 실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전과정평가(LCA)를 기초로 수행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전과정평가의 10개 영향평가 범주 중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 Potential; GWP)만 고려하여 농자재 생

산 및 농산물 재배단계에서 배출되는 직접 배출량과 투입재에서 배

출되는 간접 배출량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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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배출량은 아 산화질소,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고려

  세부적으로는 무기질비료, 작물보호제, 연료, 전기, 기타 농자재 

등으로 구분

 전과정평가 과정

① 목적과 범위 정의

– 연구를 수행하는 목적과 대상 관계자 및 연구 적용 분야에 대해

서 정의

② 전 과정 목록분석

– 연구 목적에 따라 정의된 시스템 내에 투입되고 배출되는 모든 

물질을 물질수지 원칙과 할당(allocation)을 통해 기능단위에 맞

추어 정량화

– 자료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단계로 이를 위한 단위공정 설정, 공

정흐름도 작성, 데이터 계산 및 검증 과정이 요구됨

③ 전 과정 영향평가

– 목록분석 단계에서 정량화된 투입물과 산출물들을 환경 영향과 

대응시켜 이들에 대한 각각의 환경 영향을 평가

④ 전 과정 해석

– 전 과정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주요 이슈를 규명하고 환경성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로 결과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결론과 권고

사항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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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품목 및 조사농가 선정

  품목 선정

  본 연구의 대상 품목은 2020년 기준 GAP 인증 건수 등이 가장 많은 

과실수와 채소류에서 각 1개 품목(포도, 잎들깨)을 선정 [표 3]

[표 3] 2020년 GAP인증 품목별 현황 (GAP정보서비스, ’21.01.04)

구분 인증건수
농가수 인증면적 생산계획량

명 비율(%) ha 비율(%) 톤 비율(%)

합 계 10,362  114,264 100.0% 126,986 100.0% 3,003,717 100.0%

식량작물 737 41,976 36.7% 65,339 51.5% 520,244 17.3%

과실수 4,271 40,207 35.2% 36,777 29.0% 1,182,148 39.4%

채소류 3,876 27,334 23.9% 20,380 16.0% 1,125,655 37.5%

버섯류 511 803 0.7% 237 0.2% 140,555 4.7%

약용작물 932 3,541 3.1% 3,976 3.1% 33,539 1.1%

특용작물 35 403 0.4% 278 0.2% 1,576 0.1%

  농가 선정

  포도 : 경기도 화성시 소재 ‘포도’ 를 생산하는 6개 농가

  잎들깨 : 충청남도 금산군 소재 ‘잎들깨’를 생산하는 6개 농가

  선정된 농가에는 [부록-2]의 영농기록장을 제작하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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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포도와 잎들깨 생산 농가에서 회수한 영농기록장

3.  GAP인증기준 실천을 위한 농자재 표준투입량 설정

  GAP 인증기준에서는 안전 및 위생 관리사항에 대한 방향 및 이행사

항을 제시할 뿐, 농약, 비료, 전기 등의 농자재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양이나 횟수 등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 생산

을 위한 농작업에서 에너지의 사용량이 많은지 적은지에 대해 정량적

으로 파악할 수 없음

  2021년도 생산 관련 영농기록을 요청하고 작성 방법을 설명함

  10월에 모두 회수하여 자료 분석에 이용함[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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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토양 양분 집적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료 사용 계획을 수립

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4-4-1.  작물별 표준재배지침의 비료 표준 사용량 또는 토양 검정 결과에 따른 비료 권장량을 준수하고, 

작물의 비료 성분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여 농작물 수확 후 토양 내의 비료 성분 잔류를 최소화하

여야 한다.

 4-4-2.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과계 대학 등과 같은 농업 전문 기관의 비료 사용 처방서를 이용하

여 비료 사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

 4-4-3.  비료 표준 사용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작물은 유사 작물의 비료 표준 사용량에 준하여 비료를 

사용하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자문 결과를 따른다. 

 4-4-4.  비료를 살포하는 장비는 비료의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6-1-1.  병·해충·잡초를 방제하거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이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6-1-1-1.  해당 농작물과 병·해충·잡초에 등록된 농약을 선정하여 안전사용기준(농약의 사용 방법, 사

용량, 사용 시기, 사용 가능 횟수 등)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1-1-2.  수출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수출대상국에서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이 제시된 농

약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6-1-1-3. 약효 보증 기간이 경과한 농약 등 불량 농약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3.  업용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관하고, 관수 방법 등의 물 관리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기록 

사항: 농작물명, 관수자명, 관수 일자, 관수 장소, 관개 수원, 관수량 등)

비료

농약

용수

 비료, 농업용수, 농약에 관한 GAP인증기준 [부록-1]

  GAP 인증기준에서는 토양 분석 등에 따른 시비 처방, 농약안전사용기

준 준수 등 표준사용량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바, 본 연구에서는 농

축산물소득자료집 (농촌진흥청) 및 품목별 생산가이드라인 등의 자료

를 바탕으로 품목별 표준투입량을 설정하였음 [표 4,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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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잎들깨(시설) 생산 시 직·간접 에너지의 표준투입량 (1,000m2 기준, 반촉성재배)

[표 5] 포도 생산 시 직·간접 에너지의 표준투입량 (1,000m2 기준, 비가림시설)

구분 단위 잎들깨(시설) 비고

직접

에너지

노동력(남) h 28.3
•2020농축산물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 2021)

노동력(여) h 18.0

연료 L 16.1 •4.6 L/h (토경)

전기 kWh 13,000

•관수용 전기 16,009원/10a, 34.2원/kWh

•LED, 전조재배 1일 2시간

•2020농축산물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 2021)

간접

에너지

농기계 h 2 •경운 (토경)

비료 kg 29.9
•무기질비료 17,980원/10a, 12,000원/20kg

•2020농축산물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 2021)

농약 kg 0.66
•농약 19,903원, 15,000원/500mL

•2020농축산물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 2021)

관개수 m3 450 •평균 3 m3/일, 150일

생산량 kg 4,500

구분 단위 포도 비고

직접

에너지

노동력(남) h 127.7
•2020농축산물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 2021)

노동력(여) h 79.7

연료 L 16.1 •4.6 L/h, 7.6회 방제, 30분/회

전기 kWh 1,168.7
•관수용 전기 79,937원/10a, 34.2원/kWh

•2020농축산물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 2021)

간접

에너지

농기계 h 10 •방제 및 운반

비료 kg 60.3 •영농활용(농진청, 20, 샤인머스켓 3~4년생)

농약 kg 2.8
•영농활용(농진청, 20, 샤인머스켓 3~4년생)

•7.6회 방제

관개수 m3 150 •15회, 10 m3/회

생산량 kg 1,800 •600g/송이, 3~4년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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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에너지 사용 분석을 위한 에너지계수 설정

 에너지 계수(Energy Coefficients)를 사용하는 이유

  농산물 생산을 위해 투입 및 산출된 에너지의 단위가 시간, kg 등으

로 모두 다르므로 통일된 단위체계(MJ, Mega Joule)로 전환을 하

기 위함

  아직 국내에서는 농산물별 에너지 계수를 연구한 사례가 없어, 해외 연

구자료를 중심으로 에너지 계수를 설정하였음 [표 6, 표 7]

  노동력 : 작업자의 연령, 몸무게, 작업강도에 따름

 평균 1.96MJ : 중간 정도 노동력(기계 운용, 시설원예, 농작업 등)

 여성 노동력은 남성의 80% 수준으로 설정

   (자료 : Kasumov 등, 2017)

  농기계 : 장비의 종류와 동력, 토양 종류에 따름

   (자료 : Kitani 등, 1999)

  비료, 농약 : 사용량, 효율 등에 따름

   (자료 : Kitani 등, 1999)

• 특정 단위체계에서 다른 단위체계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거나(예: kg에서 MJ로의 전환), 

다수의 에너지 제품을 단일에너지원을 기준으로 표시하기 위한 관습상의 계수

• 1 J(joule) : 1 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1 미터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

   * 1 MJ = 106 J

에너지 계수(Energy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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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 잎들깨는 선행자료가 없어 유사 품목군인 oil seed를 기준

으로 36.99MJ, 포도는 외국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1.8MJ로 설정

  에너지 계수를 구하기 위한 항목은 투입에너지로서 노동력, 연료, 전

기 등 직접에너지와 농기계, 비료, 농약, 관개수 등 간접에너지로 구

분하였으며, 산출에너지는 생산량 기준으로 선정하였음

  직접에너지 : 유류와 전기처럼 직접 농산물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에너지

  간접에너지 : 비료와 농약처럼 에너지가 투입되어 제조된 자재를 이

용하여 농산물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에너지

[표 6] 잎들깨의 에너지 계수

구분 단위 에너지계수 (MJ) 에너지 비고 참고문헌

투입

노동력
남 h 1.96 직접 중간 노동력 1

여 h 1.57 직접 남자의 80% 1

농기계 h 5.38 간접 2, 3, 6

비료 kg 3.86 간접 N, P, K 4, 6, 7

농약 kg 176 간접 4, 6

연료 L 2.16 직접 4, 6

전기 kWh 3.6 직접 1kwh=3.6MJ 4, 6

관개수 m3 0.63 간접 5

산출
(생산량)

kg 36.99 oil seed 기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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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포도의 에너지 계수

구분 단위 에너지계수 (MJ) 에너지 비고 참고문헌

투입

노동력
남 h 1.96 직접 중간 노동력 8

여 h 1.57 직접 남자의 80% 8

농기계 h 62.7 간접 8

비료 kg 78.4 간접 N, P, K 8

농약 kg 391 간접 살균, 살충 8

연료 L 56.31 직접 8

전기 kWh 3.6 직접 8

관개수 m3 0.63 간접 8

산출
(생산량)

kg 11.8 8

5.   농산물 생산 총에너지 등가량

  농가별로 농산물 생산에 투입된 직·간접에너지의 총에너지 등가량

을 계산함

 총에너지 등가량 = 단위면적당 사용량 × 에너지 계수

6.   농산물 생산 에너지 투입-산출 비율

  농가별로 조사된 농산물 생산에 소요된 에너지 투입량과 농산물 산출

량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에너지사용효율 및 생산성, 그리고 Net에너

지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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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 품목별 직·간접에너지 투입량을 

GAP 인증기준 준수를 위한 표준투입량으로 결정

  수집한 자료의 시기나 내용 등에 따라 숫자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나, 계산과정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비율의 차이는 없음

  품목별 직·간접에너지의 표준투입량을 기준으로 농가별로 사용된 

직·간접에너지의 양을 비교·분석함



연구결과

4

GAP 환경영향분석 및
Net-Zero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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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들깨 생산과 에너지 사용1

1.  잎들깨 생산농가의 에너지 사용량

  잎들깨를 생산하는 6개 농가의 농가별 에너지 사용량은 [표 8]과 같음

  재배품종 : 잎들깨 1호

  재배방식 : 4개 농가는 시설내 토경재배, 2개 농가는 시설내 양액

재배

  재배면적 : 농가별로 1,485m2에서 2,954m2까지 다양

  재배기간 :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3개월에서 9개월까지 다양

  2021년 여름 폭염 등 기상재해로 생육피해가 발생하여 다시 정식

하여 재배하였기 때문에 재배기간이 달랐음

잎들깨의 시설재배 전경 (좌: 토경, 우: 양액)



  26

GAP 환경영향분석 및 Net-Zero 방안 연구

  에너지 : 토경재배와 양액재배 등 재배방식에 따라 연료 및 농기계 

사용이 다름

[표 8] 잎들깨 생산의 에너지 투입과 산출량

구분 단위 농가 1 농가 2 농가 3 농가 4 농가 5 농가 6

재배면적 m2 2,954 1,485 2,320 1,815 1,980 2,310

재배기간 7~9월 1~9월 4~9월 3~9월 4~9월 1~9월

재배방식 토경 양액 토경 양액 토경 토경

직접

에너지

노동력(남) h 54 111 243 66 18 384

노동력(여) h 96 606 234 144 348 424

연료 L 42.3 - 35.25 - 42.3 119.85

전기 kWh 2,234 50,320 11,536 9,215 10,794 54,556

간접

에너지

농기계 h 3 - 2.5 - 3 8.5

비료 kg 47.85 32.9 50.27 32.0 40 36

농약 kg 7.2 27.5 62.3 39.39 32.2 38

관개수 m3 15.3 688.5 45.9 495.3 20.4 10.2

생산량 kg 268 4,026 1,620 592 5,044 4,652

  조사대상 농가별로 재배면적과 재배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에너지 사용량

에 대한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재배면적은 1,000m2, 재배기간은 1개월 단

위로 조정하여 다시 계산하였음 [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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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잎들깨 생산의 에너지 투입과 산출량 재계산 (재배면적 : 1,000m2, 재배기간 : 1개월)

구분 단위 농가 1 농가 2 농가 3 농가 4 농가 5 농가 6

직접

에너지

노동력(남) h 6 8 17 5 2 18

노동력(여) h 11 45 17 11 29 20

연료 L 5 0 3 0 4 6

전기 kWh 252 3,765 829 725 909 2,624

간접

에너지

농기계 h 0 0 0 0 0 0

비료 kg 5 2 4 3 3 2

농약 kg 1 2 4 3 3 2

관개수 m3 2 52 3 39 2 0

생산량 kg 30.24 301.23 116.38 46.60 424.58 223.76

2.  잎들깨 생산의 총에너지 등가량

  잎들깨 생산에 투입된 직접에너지 

  노동력 : 잎들깨 생산에서는 여성 노동력의 에너지 투입량이 평균 

35.07MJ/1,000m2로 남성 노동력 18.63MJ/1,000m2보다 약 2배 

정도 많았음 [표 10]

  연료 : 농가 평균 5.99MJ/1,000m2이 소비되었으며, 봄~여름 

동안 재배로 많이 투입되지는 않음

  전기 : 잎들깨는 단일조건 아래에서 꽃눈분화가 촉진되는 전형적인 

단일성 작물로 시설재배 시 꽃눈분화를 억제하고 품질 좋은 잎을 생

산하기 위하여 야간조명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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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들깨 시설재배에서는 가을부터 초봄까지는 일장이 짧아 야간조

명이 필요하며, 봄철에 일장이 길어지고 잎을 채취하는 종료 시

점이 가까워짐에 따라 불필요한 야간조명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시기가 됨

  잎들깨 재배 시 야간조명을 중단하면 식물체가 일장에 감응하여 

꽃눈이 분화되기 시작하고 약 1개월 후에는 꽃봉오리가 출현하

고 개화 시작

  야간조명에 따른 전기 사용량이 전체 에너지 사용의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으나, 조사 농가의 대부분이 봄~여름 재배를 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전기 사용량을 배제함

  잎들깨 생산에 투입된 간접에너지

   농기계 : 평균 1.06MJ/1,000m2이 사용되었는데, 토양 경운이나 

운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음

   비료 : 평균 12.28MJ/1,000m2이 투입되었으며, 토경재배에서의 

사용량이 양액재배보다 많았음

   농약 : 평균 439.54MJ/1,000m2이 사용되어, 간접에너지 중 가장 

높은 에너지가 투입되었음

   관개수 : 평균 10.26MJ/1,000m2이 투입되었는데, 토경재배보다

는 양액재배에서의 투입량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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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량 (에너지 산출)

   잎들깨 생산에 따른 산출에너지는 평균 7,045.31MJ/1,000m2 이

었음

[표 10] 잎들깨 생산의 총에너지 등가량 (단위 : MJ/1,000m2)

구분 농가 1 농가 2 농가 3 농가 4 농가 5 농가 6 평균

직접

에너지

노동력(남) 11.94 16.28 34.22 10.18 2.97 36.20 18.63

노동력(여) 17.01 71.19 26.39 17.79 45.99 32.02 35.07

연료 10.31 0.00 5.47 0.00 7.69 12.45 5.99

전기 907.52 13,554.21 2,983.45 2,611.10 3,270.91 9,446.93 5,462.35

간접

에너지

농기계 1.82 0.00 0.97 0.00 1.36 2.20 1.06

비료 20.84 9.50 13.94 9.72 13.00 6.68 12.28

농약 142.99 362.14 787.70 545.66 477.04 321.69 439.54

관개수 1.09 32.45 2.08 24.56 1.08 0.31 10.26

생산량 1,118.63 11,142.67 4,304.87 1,723.58 15,705.18 8,276.94 7,045.31

3.  잎들깨 생산의 에너지 사용비율

  잎들깨 생산에 따른 직·간접에너지의 투입 비율은 토경재배와 양액

재배의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직접에너지 보다 간접에너지의 비율이 

높았음 [표 11]

   에너지별 사용 비율에서는 GAP 기준을 준수할 때도 직접에너지 

13.98%, 간접에너지 86.02%로 간접에너지의 비율이 높은데, 토경

재배가 GAP 기준과 근사치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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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에너지 중에서는 조명을 위한 전기 사용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나 

이를 제외하면 GAP 기준과 비교해 농가에서는 남성 노동력은 적게 투

입되지만, 여성 노동력은 많이 투입되었음

   GAP 기준으로 보면 남성 노동력의 투입 비율이 더 높은데, 이는 잎

들깨가 양액재배보다는 토경재배가 일반적이어서 표준투입량이 토

경재배에 따른 값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간접에너지 중에서는 GAP 기준으로는 관개수의 비중이 가장 높았지

만, 실제 농가에서는 농약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표 11] 잎들깨 생산에서 에너지별 사용 비율(%)

구분 GAP
토경 양액

평균 ±SE 평균 ±SE

직접

에너지

노동력(남) 9.26 4.77 3.46 2.49 1.16

노동력(여) 4.72 6.86 2.57 8.70 8.17

연료 0.00 2.51 1.94 0.00 0.00

전기 0.00 0.00 0.00 0.00 0.00

소계 13.98 14.14 6.10 11.20 9.33

간접

에너지

농기계 0.00 0.44 0.34 0.00 0.00

비료 19.27 3.93 4.14 1.77 0.24

농약 19.40 81.23 9.42 81.71 11.38

관개수 47.34 0.26 0.19 5.32 1.81

소계 86.02 85.86 6.10 88.80 9.33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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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잎들깨 생산에 사용된 에너지의 투입-산출 관계

  잎들깨 시설재배 시, GAP 기준에 따른 총에너지 투입량은 49.90MJ/ 

1,000m2인 반면, 토경재배에서는 10.2배가 많은 509.36MJ/1,000m2, 

양액재배에서는 11.0배가 많은 549.74MJ/1,000m2이었음 [표 12]

  생산량은 GAP 기준 준수에 따른 산출에너지(생산량)가 13,871.25MJ/ 

1,000m2인 반면, 실제 농가에서는 약 1/2 수준인 

7,351.4MJ/1,000m2 

(토경재배)과 6.433.12MJ/1,000m2(양액재배) 이었음

  잎들깨 생산에 투입되는 에너지양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토경재배

와 양액재배 모두 생산량이 낮아 생산량 대비 과도한 에너지가 투입

되고 있음

  에너지 사용효율은 GAP 기준 표준재배 시 277.98%인 반면, 실제 농

가에서는 토경재배는 14.77%, 양액재배에서는 12.75%로 매우 낮았음

  에너지 생산성은 GAP 표준이 7.52kg/MJ이었으나, 토경재배에서는 

0.40kg/MJ, 양액재배에서는 0.34kg/MJ로 매우 낮았음

  Net에너지는 GAP 표준이 13,821.35MJ/1,000m2이었으나, 토경재

배는 6,842.04MJ/1,000m2, 양액재배는 5,883.38MJ/1,000m2로 

에너지의 투입량 대비 생산량이 GAP 표준의 1/2 이하로 매우 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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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잎들깨 생산에서 에너지 소비와 에너지 투입-산출과의 관계

구분 단위 GAP
토경 양액

평균 ±SE 평균 ±SE

총에너지 투입량 MJ 49.90 509.36 279.16 549.74 82.28

총에너지 산출량 MJ 13,871.25 7,351.40 6,292.09 6,433.12 6,660.30

에너지 사용효율 % 277.98 14.77 11.60 12.75 14.02

에너지 생산성 kg/MJ 7.52 0.40 0.31 0.34 0.38

Net 에너지 MJ/10a 13,821.35 6,842.04 6,243.45 5,883.38 6,742.58

직접에너지 합계 MJ 6.98 60.67 17.36 57.72 42.07

간접에너지 합계 MJ 42.92 448.70 272.04 492.02 124.34

5.  잎들깨 생산의 에너지 사용과 Net-Zero

  GAP 기준과 잎들깨(시설, 토경재배와 양액재배 평균)에서의 에너지 

투입량 차이는 4,697.7MJ/ha*임

✽GAP와 농가 평균(토경과 양액) 총에너지 투입량의 차이이며, ha 단위로 환산

  우리나라의 잎들깨 재배면적이 약 700ha이고 에너지 투입량의 

차이를 고려하면, GAP 인증기준에 따라 잎들깨를 생산하는 경우 총 

3,288.39GJ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음

  이를 금액으로 환산 시, 잎들깨 ha 당 67,696원이 절감됨

 3,288.39GJ = 78.3 toe × 505.6 US$

= 39,589 US$ * 1,197원/$

= 47,387,411원

✽toe: ton of equivalent, 석유 원유 1톤의 발열량 (IAE/OECD) = 42 GJ

✽원유 1톤의 가격 = 505.6 US$ (21년 평균 69.26 US$/배럴)

✽원유 1톤 = 7.3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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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 생산과 에너지 사용2

포도(샤인머스켓) 재배 전경

1.  포도 생산농가의 에너지 사용량

 포도를 생산하는 6개 농가의 농가별 에너지 사용량은 [표 13]과 같음

 재배품종 : 샤인머스켓

 재배방식 : 토경재배이며 노지(비가림) 재배

 재배기간 :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재배면적 : 농가별로 1,000m2에서 3,300m2까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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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포도 생산의 에너지 투입과 산출량

구분 단위 농가 1 농가 2 농가 3 농가 4 농가 5 농가 6

재배면적 m2 3,300 1,000 1,000 3,300 2,640 3,300

직접

에너지

노동력(남) h 224 188 460 352 548 76

노동력(여) h 200 16 8 8 4 192

연료 L 465.3 197.4 310.2 282 289.1 272.1

전기 kWh 1,111 1,627.50 2,193.60 1,156.90 3,042.60 1,054

간접

에너지

농기계 h 33 14 22 20 20.5 19.5

비료 kg 41 12 66 28.4 154 101

농약 kg 48.53 1.94 2.68 15.72 4.33 26.6

관개수 m3 183.6 122.4 122.4 724.2 209.1 30.6

생산량 kg 5,320 650 1,584 3,120 1,585 680

  조사대상 농가별로 재배면적이 일치하지 않아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재배면적을 1,000m2로 조정하여 다시 계산하였

음 [표 14]

[표 14] 포도 생산의 에너지 투입과 산출량을 단위면적 1,000m2로 평준화한 결과

구분 단위 농가 1 농가 2 농가 3 농가 4 농가 5 농가 6

직접

에너지

노동력(남) h 67.88 188 460 106.67 207.58 23.03

노동력(여) h 60.61 16 8 2.42 1.52 58.18

연료 L 141.00 197.4 310.2 85.45 109.51 82.45

전기 kWh 336.67 1,627.50 2,193.60 350.58 1,152.50 319.39

간접

에너지

농기계 h 10.00 14 22 6.06 7.77 5.91

비료 kg 12.42 12 66 8.61 58.33 30.61

농약 kg 14.71 1.94 2.68 4.76 1.64 8.06

관개수 m3 55.64 122.4 122.4 219.45 79.20 9.27

생산량 kg 1,612.12 650 1,584 945.45 600.38 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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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도 생산의 총에너지 등가량

 포도 생산에 투입된 직접에너지

  노동력 : 포도 생산에서는 남성 노동력의 에너지 투입량이 평균 

344.03MJ/1,000m2로 여성 노동력 38.40보다 약 9배 정도 많았음 

[표 15]

  연료 : 농가 평균 8,690.67MJ/1,000m2이 소비되었으며, 경운기, 

SS기 등의 사용에 따른 것임

  전기 : 평균 3,588.14MJ/1,000m2로 관수 시 모터를 사용하는 데 

따른 전기가 사용되었음

 포도 생산에 투입된 간접에너지

  농기계 : 평균 686.93MJ/1,000m2이 사용되었는데, 토양 경운이나 

농약 살포, 농산물 운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음

  비료 : 평균 2,456.14MJ/1,000m2이 투입되었으며, 간접에너지 중 

가장 높은 에너지가 투입되었음

  농약 : 평균 2,202.01MJ/1,000m2이 사용되어 비료에 이어 두 

번째 많이 투입된 에너지였음

 관개수 : 평균 63.88MJ/1,000m2이 투입되었음

 생산량 (에너지 산출)

 포도 생산 시 산출에너지는 평균 11,009.43MJ/1,000m2 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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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포도 생산의 총에너지 등가량(단위 : MJ/1,000m2)

구분 농가 1 농가 2 농가 3 농가 4 농가 5 농가 6 평균

직접

에너지

노동력(남) 133.04 368.48 901.60 209.07 406.85 45.14 344.03

노동력(여) 95.15 25.12 12.56 3.81 2.38 91.35 38.40

연료 7,939.71 11,115.59 17,467.36 4,811.95 6,166.37 4,643.02 8,690.67

전기 1,212.00 5,859.00 7,896.96 1,262.07 4,149.00 1,149.82 3,588.14

간접

에너지

농기계 627.00 877.80 1,379.40 380.00 486.88 370.50 686.93

비료 974.06 940.80 5,174.40 674.72 4,573.33 2,399.52 2,456.14

농약 5,750.07 758.54 1,047.88 1,862.58 641.30 3,151.70 2,202.01

관개수 35.05 77.11 77.11 138.26 49.90 5.84 63.88

생산량 19,023.03 7,670.00 18,691.20 11,156.36 7,084.47 2,431.52 11,009.43

3.  포도 생산의 에너지 사용비율

  에너지별 사용비율에서는 GAP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직접에너지 

45.62%, 간접에너지 54.38%로 간접에너지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음 

[표 16]

  포도 생산 시 직접에너지 32.7%, 간접에너지 67.3%로 간접에너지 

비율이 더 높았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함

✽자료 : Karimi & Moghaddam, 2018

  직접에너지 중에서는 GAP 기준에 비하여 실제 농가에서는 남녀 

노동력과 전기는 적게 투입된 반면, 연료의 투입량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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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에너지 중에서는 GAP 기준이 비료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실제 

농가에서는 농약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표 16] 포도 생산에서 에너지별 사용비율(%)

구분 GAP
포도

평균 ±SE

직접

에너지

노동력(남) 2.08 1.73 0.93

노동력(여) 1.04 0.26 0.33

연료 7.53 47.07 7.29

전기 34.96 18.02 9.07

소계 45.62 67.08 13.51

간접

에너지

농기계 5.21 3.72 0.57

비료 39.29 13.49 9.25

농약 9.10 15.26 13.58

관개수 0.79 0.44 0.52

소계 54.38 32.92 13.51

합  계 100.00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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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도 생산에 사용된 에너지의 투입-산출 관계

  포도 생산 시, GAP 기준에 따른 총에너지 투입량은 12,033. 

15MJ/1,000m2인 반면, 농가에서는 평균 18,070.19MJ/1,000m2로 

1.5배 많았음 [표 17]

  농가에서는 포도 생산에 투입되는 에너지양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절반 정도로 생산량 대비 과도한 에너지가 투입되고 있음

  에너지 사용효율은 GAP 기준 준수 시 1.77인 반면, 실제 농가에서는 

0.65±0.41로 차이가 컸으며, 농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

  에너지 생산성에서도 GAP 기준 준수 시 0.15kg/MJ인 반면 실제 

농가에서는 0.06±0.04kg/MJ로 차이가 컸는데, 이는 농가별로 나무 

수령의 차이에 따라 수량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표 17] 포도 생산에서 에너지 소비와 에너지 투입-산출과의 관계

구분 단위 GAP
포도

평균 ±SE

총에너지 투입량 MJ 12,033.15 18,070.19 8,662.93

총에너지 산출량 MJ 21,240.00 11,009.43 6,684.11

에너지 사용효율 　 1.77 0.65 0.41

에너지 생산성 kg/MJ 0.15 0.06 0.04

Net 에너지 MJ/10a 9,206.85 -7,060.76 7,374.72

직접에너지 합계 MJ 5,489.33 12,661.23 7,849.25

간접에너지 합계 MJ 6,543.82 5,408.96 2,1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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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도 생산의 에너지 사용과 Net-Zero

  GAP 기준과 포도에서의 총에너지 투입량 차이는 60,370.4MJ/ha*임

✽GAP와 농가 평균 총에너지 투입량의 차이이며, ha 단위로 환산

  우리나라의 포도(샤인머스켓) 재배면적이 약 3,579ha이므로, 에너지 

투입량의 차이를 고려하면, GAP 인증기준에 따라 포도(샤인머스켓)

를 생산하는 경우 총 217,139.36GJ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음

  이를 금액으로 환산 시, 포도(샤인머스켓) ha 당 874,239원이 절감됨

 217,139.36GJ = 5,170 toe × 505.6 US$

= 2,613,952 US$ * 1,197원/$

= 3,128,900,544원

✽toe: ton of equivalent, 석유 원유 1톤의 발열량 (IAE/OECD) = 42 GJ

✽원유 1톤의 가격 = 505.6 US$ (21년 평균 69.26 US$/배럴)

✽원유 1톤 = 7.3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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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3

  GAP 인증기준 중 농약, 비료, 관수 등의 에너지 투입에 대한 작물별(

또는 작물군별)로 표준사용량에 대한 설정이 필요함

  인증기준 내용만으로는 표준사용량을 알 수 없어서 에너지 투입량 

또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국내 재배 농산물에 적합한 작물별 에너지 계수(Energy Coefficients) 

설정 필요

  농업 분야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727.6백만톤)**의 2.9%(21.2

백만톤, ’18년)에 해당하며, 경종부문이 55.7%, 축산부문이 44.3%

를 차지함

✽ 벼재배 29.7%, 화학비료 사용량 25.9%, 잔사소각 0.07%

✽✽ 2020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자료 : 김과 임, 2021)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에너지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목표 설정 등을 위해서는 우선으로 작물별 에너지계수 

설정에 따른 농가 사용량 조사를 통해 파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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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투입지속적농업의 하나로 적절한 양의 농자재 사용에 따른 안정적 

생산성을 추구하는 GAP 농업에서는 에너지 투입과 산출에 대한 

계산을 비교적 정확하게 할 수 있어서 GAP 농업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음



연구결과에 따른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

GAP 환경영향분석 및
Net-Zero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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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의 기여도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2

  GAP 인증의 가치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 가능

  GAP 실천 시 관행농법 대비 농약, 비료, 용수 등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감축량 정량화를 통해 농가 경영개선 컨설팅 가능

  연구용역 결과를 GAP 인증 농가 및 인증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

  GAP 인증 농가의 경영 수준 제고에 따른 농가 소득증대 

  GAP 농업 실천 시, 탄소 감소 효과가 있으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과 

연계하여 농업 분야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

  농가 경영개선과 더불어 영농단계의 탄소 발생 감소를 위한 컨설팅 

가능



부록

GAP 환경영향분석 및
Net-Zero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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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1 ]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2019-3호, 2019. 1. 30., 일부개정

1.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

필수

1-1.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농산물을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1-1. 대상 농산물은 생산부터 출하까지 일반 농산물과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1-1-2.  대상 농산물의 영농행위(경운, 종자소독, 제초작업 등)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출하시점까지의 생산이력

정보 및 출하 정보를 정확하게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하며, 모든 기록물을 출하일 이후 1년간 보관하여

야 한다. 

1-1-3.  생산이력정보에는 생산자 또는 단체의 이름과 주소(전화번호 포함), 품목명, 재배 소재지 및 면적 등이 

포함된다. 출하정보에는 품목명, 날짜, 물량, 출하처(유통업체명, 수확 후 관리시설명, 출하처 연락처(전

화번호 포함) 등이 포함된다.

1-1-4.  농산물을 출하할 때에는 출하처에 연락처(전화번호 포함)를 제공하여야 하며, 출하한 농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회수의 책임을 진다. 

2. 종자 및 묘목의 선정

필수
2-1.  시중 유통 종자(묘목, 버섯 종균·영양체 포함. 이하 같음)를 사용할 경우, 「종자산업법」에 따른 보증 표시 

또는 품질 표시가 있는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필수
2-2.  자가 채종하거나 자가 육묘하는 경우에는 종자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생산정보(생산자명, 생산연월, 생

산 지역, 품종명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권장
2-3(신설).  재배에 이용되는 모든 종자는 농기구, 농약, 유류 등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보관하며, 저온

창고 등에서 파레트 등을 이용하여 바닥에서 떼어 보관한다.

3. 농경지 토양 관리

필수

3-1. 농경지의 토양이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1-1.  농경지의 토양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 5의 [별표 3]에서 정한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다만, 니켈은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

외한다.)

3-1-2.  재배포장 주변에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있거나 환경오염물질로 인하여 농경지 오염이 우려될 경우에는 

중금속 이외의 성분에 대해서도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1-3. 버섯류의 배지와 복토에 대해서 3-1, 3-2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필수
3-2.  토양의 병해충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약 등을 사용할 경우, 「농약관리법」 상의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준

수하여야 하며, 그 사용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기록 사항 : 농작물명 및 병해충명, 사용자명, 사용 

일자, 사용 장소, 제품명, 사용량 등)

권장
3-3.  토양 병해충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윤작, 휴경, 병해충 저항성 품종 재배, 태양열 소독 등의 방법으로 토

양을 관리하여야 한다.

권장

3-4.  주변 토양이나 하천 등으로 비료 또는 농약 성분이 유출되지 않도록 토양침식을 줄일 수 있는 재배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3-4-1. 토양을 입단화 하는 등 토양의 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3-4-2.  배수 시설 정비, 초생 재배, 등고선 재배 등 토양침식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야 한다.

권장

3-5.  버섯류를 재배하는 배지는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며, 수확 후 부산물이나 농약 등과 접촉되지 않도

록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5-1.  배지(복토 포함)에 발생한 병해충은 살균, 살충, 발효, 병해충 저항성 품종 재배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여

야 한다.

3-5-2.  배지 및 첨가 혼합제의 종류와 사용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기록 사항: 사용자명, 사용 일자, 품목명, 

수분 함량, 배지의 상태 등)

3-5-3. 배지가 주변 토양이나 하천으로 유출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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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료 및 양분 관리

필수

4-1.  시중에 유통되는 비료를 사용할 경우,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 공정규격설

정 및 지정’에 적합한 비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산물비료 등을 자가 생산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비료 공

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규정된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4-1-1.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에 따라 토양개량용, 작물생육용,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으로 공시되어 있거나 품질인증된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4-1-2.  유기농업자재를 자가 제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에 제시된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 가능한 물질’만을 원료

로 이용하여 사용조건에 맞게 제조된 것만 이용하여야 한다.

4-1-3. 버섯류에 대해서는 ‘4. 비료 및 양분 관리’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4-1-4.  인삼의 경우, 「인삼산업법」 제8조(경작방법 및 지도 등)에 따라 화학비료(질소ㆍ인산ㆍ칼륨 성분 중 하나 

이상의 성분을 함유하는 무기질비료로서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작용에 의하여 생산되는 비료)를 사용하

여서는 안 된다. 다만 수경재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재배하는 경우에는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있다.

필수
4-2. 비료는 농산물, 포장재, 종자·종묘, 농약 등과 접촉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2-1. 보관 중인 비료는 강우 등으로 인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권장
4-3.  비료(토양개량이나 작물의 생육을 위하여 사용한 유기농업자재 포함)의 사용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

다.(기록사항 : 농작물명, 사용자명, 사용 일자, 사용 장소, 제품명, 사용량 등)

권장

4-4.  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토양 양분 집적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료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실

천하여야 한다.

4-4-1.  작물별 표준재배지침의 비료 표준 사용량 또는 토양 검정 결과에 따른 비료 권장량을 준수하고, 작물

의 비료 성분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여 농작물 수확 후 토양 내의 비료 성분 잔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4-4-2.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과계 대학 등과 같은 농업 전문 기관의 비료 사용 처방서를 이용하여 비

료 사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

4-4-3.  비료 표준 사용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작물은 유사 작물의 비료 표준 사용량에 준하여 비료를 사용하

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자문 결과를 따른다. 

4-4-4. 비료를 살포하는 장비는 비료의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5. 물 관리

필수

5-1. 안전한 농업용수를 이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5-1-1. 농업용수의 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생활환경 기준 IV등급 또는 「지하수의 수

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별표 4]에 규정된 농·어업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단, 작물의 필수양

분인 질소, 인 성분은 기준 적용의 예외로 한다)

 5-1-2.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수원 주변에 환경오염 유발 시설이 있거나 환경오염 물질의 유입이 우려될 경우에

는 농업용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1-3. 콩나물, 새싹 채소 등은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사용하여 재배되어야 한

다.

권장 5-2. 작물의 생육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정 관수 및 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권장
5-3. 농업용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관하고, 관수 방법 등의 물 관리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기록 사항: 농

작물명, 관수자명, 관수 일자, 관수 장소, 관개 수원, 관수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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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물 보호 및 농약 사용

6.1. 병해충 방제 및 농약 살포

필수

6-1-1.  병·해충·잡초를 방제하거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농약관

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이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6-1-1-1.  해당 농작물과 병·해충·잡초에 등록된 농약을 선정하여 안전사용기준(농약의 사용 방법, 사용량, 사

용 시기, 사용 가능 횟수 등)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1-1-2.  수출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수출대상국에서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이 제시된 농약만

을 사용하여야 한다.

6-1-1-3. 약효 보증 기간이 경과한 농약 등 불량 농약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필수

6-1-2.  병·해충·잡초를 방제하거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에 따라 병해충 관리용으로 공시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1-2-1.  해당 품목의 사용 가능 조건 등과 같이 유기농업자재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1-2-2.  유기농업자재를 자가 제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에 제시된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만을 원료

로 이용하여 사용조건에 맞게 제조한 것만 이용하여야 한다.

필수

6-1-3.  해당 농산물을 수확하기 위해 영농행위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병·해충·잡초에 의한 피해를 방제하거

나 생리기능 조정을 위해 사용한 모든 농약(유기농업자재 포함)의 사용 내역은 해당 농산물의 출하일부

터 1년 이상 관리하여야 한다.(기록 사항 : 농작물명 및 병·해충·잡초명, 사용자명, 사용 일자, 사용 장

소, 제품명, 사용량 등)

필수
6-1-4.  농약 살포 장비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농약을 살포한 후에는 장비 내외부에 농약성분

이 남아 있지 않도록 세척·관리하여야 한다.

권장 6-1-5. 농약을 혼용 살포할 경우에는 혼용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권장
6-1-6.  농약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예찰을 통해 방제여부를 결정하고, 화학적 방제 수단, 생물학적 방제 수

단, 물리적 방제 수단, 저항성 품종 선택, 재배적 방제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해충·잡초

를 관리하여야 한다.

6.2. 잔류농약 등 위해요소 관리

필수

6-2-1.  수확 또는 저장 중인 인증 대상 농산물은 농약, 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허용기준치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6-2-1-1.  인증 대상 농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공전 제2장에 제시된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의 농약·중금속 허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2-1-2(신설).  수출을 목적으로 수확한 농산물의 경우, 수출대상국에서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제시된 농약·

중금속 허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권장 6-2-2. 생산자는 소비자가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위해요소 분석 결과를 요구할 경우,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6.3. 농약의 보관 및 관리

필수

6-3-1. 농약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6-3-1-1. 농약 보관 장소는 햇빛이 들지 않고, 성분 변화, 결빙,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

6-3-1-2. 농약 보관 장소는 농산물, 식·의약품, 사료, 비료 등의 보관 장소와 구분·격리된 곳이어야 한다.

6-3-1-3. 농약 보관 장소는 어린이가 접근할 수 없어야 하며, 위험성을 경고하는 표시와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필수

6-3-2. 사용하고 남은 농약은 다음에도 사용설명서에 따라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래의 포장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6-3-2-1.  사용 후 빈 농약 용기, 봉지나 살포 잔액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폐기하여

야 한다.

권장
6-3-3.  농약에 의한 오염이나 유출 같은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도구(모래함,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 봉투 등)

를 비치하여야 한다.

6-3-3-1. 농약 중독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응급 대처 요령과 관련 기관의 전화번호 목록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권장
6-3-4.  농약보관소에는 농약 혼합 및 측정에 적합한 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재고 농약 보관에 관한 기록을 작

성·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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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확 작업 및 보관

필수

7-1.  농산물을 수확할 때에는 개인의 위생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전염병 증상이 있는 작업자는 농

산물을 통해 질병을 옮길 우려가 있으므로 농산물 수확 작업 및 수확 후 관리 작업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7-1-1.  수확·운송에 사용되는 장비(농기구, 운반 상자 등)는 위해 요소에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보관·관

리하여야 한다.

 7-1-2.  병해충 피해를 입었거나 고사·손상된 농산물은 수확 과정에서 선별·제거되어야 하며, 수확한 농산물

에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권장
7-2. 수확물은 품목 및 품종별로 적합한 환경에 저장하여야 한다.

7-2-1.  서류(감자, 고구마 등), 마늘과 양파 등은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환경에서 일정 기간 예건(또는 

큐어링)하여야 한다.

권장
7-3.  한낮에 온도가 높을 때 수확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수확 후에는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으로 옮겨 보관

하여야 한다. 수확 작업 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자에 던져서 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권장
7-4.  수확 농산물의 품온을 낮추기 위하여 예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확 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하

며, 얼거나 저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필수

7-5. 수확한 농산물이 동물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7-5-1.  수확물 보관 창고 또는 수확 후 처리 시설 등에 파리, 쥐ㆍ새 등의 야생동물이나 가축이 출입하지 않도

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7-5-2.  수확한 농산물을 야외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야외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확물에 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필수

7-6.  수확 후에 생장 조정제, 훈증제 등 농약(농약활용기자재 포함)을 사용할 때에는, 「농약관리법」 상의 ‘농약등

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외의 농자재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사가 제시한 표준 사용량, 

사용 방법 등을 따라야 한다.

 7-6-1. 농약, 농자재 등의 처리 전반에 대한 관리와 기록은 6-1-3의 기준에 따른다.

8. 수확 후 관리 및 시설

필수

8-1. 수확한 농산물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8-1-1.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이 지정한 시설이어야 한다.

8-1-2.  충분히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경우에는 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시설(작

업장, 그 밖의 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이 지정한 작업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8-1-3.  수확 후에 세척·건조·박피·절단·선별·조제·소포장 등의 수확 후 처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8-2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필수

8-2.  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유한 일반(수확 후 관리) 시설을 이용하여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

를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시설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8-2-1.  수확한 농산물을 취급하는 작업공간은 취사구역 등 상호 교차오염이 우려되는 공간과 구분되어 있어

야 한다.

8-2-2.  수확 후 관리시설 인근에 화장실과 세면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손을 건조시킬 수 있는 건조기 또는 청결

한 수건(또는 일회용 수건)을 비치하여야 한다.

8-2-3.  작업장은 비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수확한 농산물이 접촉하는 작업장 바닥은 위

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8-2-4. 축산폐수나 환경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시설은 작업공간과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8-2-5. 폐기물처리시설이나 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공간과 떨어진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8-2-6.  지하수를 사용하여 수확 후 농산물을 세척하는 경우, 취수원이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사육장 등

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8-2-7.  농산물의 수송·운반·보관 등에 사용하는 물류 기기와 용기는 세척하기 쉬워야 하며 소독과 건조가 가

능하여야 한다.

8-2-8.  용수 저장 탱크에는 밀폐가 되는 덮개(가능하면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하

며,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하여야 한다.



  49

GAP 환경영향분석 및 Net-Zero 방안 연구

8. 수확 후 관리 및 시설

필수

8-2-9.  수확 후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하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의 수질기준(재활용수를 사용할 경우

는 정화수)을 충족하여야 한다.

8-2-10.  최종 제품의 세척을 위해 재순환된 물을 사용할 경우, 여과장치로 걸러 이용하여야 하며, 그 여과 장치

는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재순환된 물에 대해 수소이온농도지수(pH) 및 살

균제의 농도와 사용 빈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세척농산물에 한함)

8-2-11.  여과는 사용률과 수량에 따라 관리 일정을 문서로 정하고,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고체나 부유물질이 효

과적으로 제거되도록 하여야 한다.(세척농산물에 한함)

필수

8-3. 수확 및 수확 후 관리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작업자는 다음과 같은 위생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8-3-1.  작업 전 및 용변 후, 오염물질 취급 후에는 손을 청결하게 씻고, 건조기 또는 청결한 수건으로 건조하여

야 한다.

8-3-2.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해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 조치(예 :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위생 마

스크 및 위생 장갑의 착용 등)를 취하여야 한다.

8-3-3. 작업에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를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8-3-4. 작업장은 사용 전후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8-3-5. 작업장의 위생 관리 상황을 주기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필수

8-4.  약용작물의 경우, 수확물의 건조 전에 발생하는 호흡열·통풍 불량 등에 의해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

하고, 건조 후에는 품질 변화나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8-4-1. 자연 건조할 때에는 통풍이 잘 되는 조건에서 작물의 특성에 맞게 건조하여야 한다.

8-4-2.  인공 건조할 때에는 유해가스 등이 건조물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품질 유지를 위하여 건조 온도

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6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8-4-3. 뿌리, 잎, 꽃 등의 부위에 따라 알맞은 건조 온도와 시간 등을 선택하여야 한다. 

8-4-4. 건조 후에는 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비에 젖지 않으며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권장

8-5.  농산물 포장에 사용하는 상자, 포장 필름, 포장지, 용기 등은 위생적인 환경에서 보관하고 8-5. 농산물 포장

에 사용하는 상자, 포장 필름, 포장지, 용기 등은 위생적인 환경에서 보관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8-5-1.  특히, 과실의 경우, 포장이 불량하여 충격이나 압력에 의해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이용하여

야 한다.

8-5-1. 특히, 과실의 경우, 포장이 불량하여 충격이나 압력에 의해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권장

8-6.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농산물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한 농수산물 표준규격에 따라 선별·유통되

도록 하여야 한다.

8-6-1.  표준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이나 품종에 대해서는 유사품목이나 품종의 포장규격이나 등급규

격을 적용할 수 있다.

9. 환경오염 방지 및 농업 생태계 보전

필수
9-1.  인증을 받으려는 농장은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물질이 농경지나 농업용수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

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9-1-1. 농약병과 폐비닐은 분리수거하여 폐기물집하장이나 전문 처리업자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권장 9-1-2. 생활쓰레기를 농장 주변에서 소각·매립·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권장
9-2.  농장 주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물질이 농경지나 농업용수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신속하고 청

결하게 관리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필수
9-3.  농장이나 농장 주변에 폐기물처리시설이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오염물질 유출입 등에 

대한 관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권장
9-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천·호소 구역 내 경작대상 농작물의 종류 

및 경작방식의 변경과 휴경 등’을 권고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권장
9-5. 농경지와 주변 환경에 서식하는 생물군의 관리와 보전에 힘써야 한다.

9-5-1. 농경지와 주변 지역의 생물종 다양성 보전과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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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필수

10-1.  농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파악하고, 해당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적절

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0-1-1.  농작업자는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장비(농약살포 시 보호장비, 분

진마스크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10-1-2. 농약 살포시 사용된 보호장비는 세탁 및 건조 후 청결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권장

10-2.  각종 안전사고와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요령을 담은 안전 수칙 및 비상 연락망을 비치하고, 모든 농작업자

가 이를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0-2-1. 농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장 주변에 응급도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0-2-2. 화재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를 잘 보이고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10-2-3. 농업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권장 10-3. 농작업자의 안전과 보건, 휴식과 근로시간, 재해예방 등과 관련된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교육

필수
11-1.  농산물우수관리 기준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는 아

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 공동 작업자가 실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신설) 내부심사제 운영

권장

12-1. 집단인증을 받은 단체는 내부심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2-1-1. 내부심사자는 2년 이상 농업분야(농장 관리, 컨설턴트 등의 영농 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12-1-1. 내부심사자는 2년 동안 1회 2시간 이상의 GAP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12-2.  내부심사자는 해당 단체의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준수와 생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

하여야 한다.

12-2-1. 내부심사자는 해당 단체의 내부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2년에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12-2-2.  내부심사자는 내부심사를 시행한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 시 우수관

리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3. 내부심사자는 해당 단체 구성원의 기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시정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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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2 ] 영농기록장 – 표지 및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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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2 ] 영농기록장 – 표지 및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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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2 ] 영농기록장 – 표지 및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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