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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인증농업을 넘어선 광의의 친환경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에 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존 농업환경정책과 연계한 친환경농업의 농업환경 보전 기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 방법

○ 문헌 연구를 통해, 농업환경 관련 지표 식별 및 자료 구축, 친환경농업의 공익기능 관련 

지표 식별 및 자료 구축, 국내 전반적 소비 트렌드 조사를 실시함.

○ 생산자 심층면접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공익기능에 한 생산자들의 인식 조사, 국내 친

환경농가의 농업자원 및 유기농업자재 활용 실태 분석을 수행함.

○ 소비자조사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공익기능에 한 소비자들의 인식 조사, 선택실험법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업의 기능에 관한 가치를 추정함.

연구 결과

□ OECD 농업환경지표를 통한 국내 농업환경 진단과 장기목표 설정

○ OECD 농업환경지표 중 투입재 관련 지표 부분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

은 수준을 보여 국내 고투입 현황을 보임. 향후 이에 따른 정확한 환경영향에 관한 정량적 

평가는 필요할 것이나 높은 투입재로 인한 환경오염 부하가 높을 가능성을 시사함.

○ 국내에서 여전히 고투입의 집약적 영농법이 세인 것은 기존 국내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이 다원적(다기능적) 농업보다 경쟁적 농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현재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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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패러다임 전환기에 위치한다고 판단됨.

○ 장기적 차원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관련한 K-SDGs에 포함된 목표는 장기적으로

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30년뿐만 아니라 더 장기적인 관점(예, 2050년)에서

의 성과목표를 정하고 이에 관한 선제적인 응이 필요. 또한 한국판 그린뉴딜을 달성하

기 위해서도 이러한 선제적 응은 필요함.

□ 해외 농업환경 정책동향의 시사점

○ EU의 그린딜은 EU가 향후 국제 농업 부문에서 환경성 강화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함

으로 해석되며, 농약 및 비료, 항생제 사용 감축, 탄소중립 목표 달성, 생물다양성 협약 이

행 등을 통해 국제사회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에게도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가능성을 시사함. 국내 농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는 향후 국제 농업 시장의 경쟁력 

확보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됨.

○ EU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과 생물다양성 전략에서는 유기농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두 전략 모두 2030년까지 EU 내 유기농업 면적을 25%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유기농 확 를 주요한 전략으로 제시함. 단, 구체적 실행계획은 발표되지 않음.

○ EU의 유기지불제는 국가에 따라서 단가가 상이하며, 유기전환과 유기지속의 두 가지 유

형의 지불제로 이루어짐. 단, 유기전환의 단가가 유기지속의 단가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관행농가의 유기농 전환에 관한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줌.

○ 미국은 바이오경제 활성화를 통해 농촌 지역의 새로운 기회의 활용 및 소득 창출에 중점

을 둘 것으로 예상됨. 또한 EU 그린딜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향후 기후변화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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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할 것으로 보여 농업환경 보전에 관한 국제적 정책 방향성

을 보여줌.

○ EU의 농가경영자료네트워크(FADN) 자료는 우리나라의 농가경제조사와 유사하며, 유

럽 농가들의 소득과 경영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공동농업정책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도

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농업자원관리조사는 미국 농가들의 경작 방법, 자원 활용, 

경제적 후생에 관한 미국 농무부의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증거기간 정책 의

사결정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정책 제언

○ 농업환경 보전 강화를 위한 장기적 과제로 ‘(비인증농가 상) 환경친화영농 확 ’, ‘친환

경인증농업 확 ’, ‘증거기반 정책평가 및 설계 강화’를 제시함.

○ ‘환경친화영농 확 ’의 경우 지역특이성을 반영한 토양, 용수, 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과 같은 농업환경지불 정책의 활용을 중심으로 함. 더불어 

농업자원 활용 효율성을 높이는 순환농업 활성화도 중요함.

○ 친환경인증농업 확 를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선택형 공익직

불, 저탄소인증제도와 같은 농업환경 정책과의 위상을 구분하고, 현행 직불금과 연계하

여 저탄소인증에 관한 추가 보상 지급과 유기전환직불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증거기간 정책평가 및 설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업환경에 관한 정량적 지표 설정과 

기초 자료 수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더 나아가 사용자(농업인, 정책담당자, 

연구자) 친화적인 자료 생성이 필요함. 특히, 정 농업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을 

상으로 한 사용자 친화적 정보 생성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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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농정 기조가 전환되면서 기존의 경쟁력 중심

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두됨.

- 2019년 12월 12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 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여기서 문재인 

통령은 정부가 지속가능한 농정 가치를 실현하고,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르게 분

배될 수 있도록 농정 틀을 전환하겠다고 선언함. 동 회에서는 사람과 환경을 중심

으로 한 농정 틀 전환의 방향이 제시되고, ‘공익형직불제’가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

으로 부각되었음.

- 국내 농업정책의 방향성은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

하 농발계획)에서 확인 가능함. 「2013~2017년 농발계획」에서는 ‘희망찬 농업, 활기

찬 농촌,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하여 농정의 3  축으로 경쟁력, 소득, 복지를 제시

함(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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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는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방향 

중 ‘농업 생산성’ 제고가 ‘농업·환경·먹거리’의 균형 발전으로 바뀌어야 함을 명시함

(농림축산식품부 2018: 10).

*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중점추진과제에서 생산성뿐만 아니라 

직불제의 공익기능 강화를 세부과제로 포함하여 직불제를 소득 보전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제안함(농

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직불제 확 . 개편-직불제의 공익적 기능 

강화).

*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중점추진과제에서는 환경친화형 농축산업 

육성 부분에서 친환경농업 확산과 축산환경 개선을 세부과제로 제시함(지속가능

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환경친화형 농축산업 육성-친환경농업 확산 & 축사현

화 등 축산환경 개선).

<그림 1-1>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제시한 농정 패러다임 전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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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에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되어, ‘그린 뉴딜’을 통하여 국가 전체

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발표됨(관계부처 합동 

2020)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를 3개의 축으로 하

여, 이를 위해 재정 투자 및 제도 개선을 해나갈 것을 담고 있음.

- ‘그린 뉴딜’에서는 경제기반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가속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탄

소중립(net-zero)1)을 지향하는 것을 강조함.

1)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흡수나 제거를 시행해, 온실가스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

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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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전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

2+1

정

책

방

향

디지털 뉴딜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확산

그린 뉴딜
경제기반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

사람투자 강화
일자리 창출

안전망 강화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산업·기술
융복합·혁신

사람투자 강화
일자리 창출

재정 투자
新시장·수요 창출 마중물

제도 개선
민간의 혁신과 투자의 촉매제

추

진

과

제

❶데이터 댐
❷지능형 정부
❸스마트 의료 인프라

 디지털 뉴딜 (총12개)

디지털 뉴딜

10대 대표과제

❽그린 리모델링
❾그린 에너지
❿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뉴딜

❹그린 스마트 스쿨❺디지털 트윈❻국민안전 SOC 디지털화❼스마트 그린산단

디지털·그린 융복합

전체 28개 과제

 그린 뉴딜 (총8개)

안전망 강화 (총8개)

<그림 1-2> 한국판 뉴딜의 구조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 5).

❍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의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고려 가능함.

- ‘그린’의 의미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기존 

산업구조를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전환하고, 그에 따라 일자리를 전환하거나 창

출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 ‘뉴딜’의 의미는 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진단과 응으로 해

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②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체계의 전

반적 재구조화와 이를 위한 정부 및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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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는 농업·농촌을 상으로 한 계획 내용을 찾기가 어

려움.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부분에서, 태양광 확  부분에서만 ‘농촌’이 언급되는 수준으로, 한국판 뉴딜을 구

성하는 농업·농촌의 구체적 역할과 과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 ‘그린 뉴딜’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린다고 생각할 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서 ‘그린 뉴딜’ 기조를 반영한 농업·농촌의 역할과 과제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함.

- 즉, 어떻게 더 GREEN한 농업·농촌을 만들 것인가, 국민-정부-농업인/농촌주민 사

이에서 NEW DEAL 관련 쟁점을 어떻게 도출하고, 논의해 갈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농업이 중요한 이유는, 농산물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

기까지 식량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

문임(<그림 1-3>).

- 식량안보 확보, 빈곤과 기아 문제 해결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농업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임. 특히 도시 지역과 비교한 농촌 지

역의 빈곤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임.

-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물 위기 응, 토지 이용, 기후변화 위기 응, 생물다

양성 보전 등과 같은 부분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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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농업 부문 주제 예시

자료: 임영아·정학균·성재훈(2020).

❍ 현재 다양한 농업·농촌환경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의 수준, 공익 증진을 위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별 정량화된 목표, 관련 정책 간 상충효

과(trade-off) 및 동반편익(co-benefit)을 고려한 정책혼합(policy mix)에 한 분석

과 고려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임. 특히 정책적 요소 투입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환경성

과 사이에는 다양한 경로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이러한 환경성과 경로에 관한 과학적 연

구가 농촌진흥을 중심으로 다수 진행되고 있으나 이것이 정책의사결정에 활용되는 빈

도는 낮음.

- 예를 들어, 공익형직불제도가 2020년 5월부터 도입되고 다양한 농업·농촌환경정책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사회적으로 목표로 하는 공익기능 수준에 한 합의는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7618호)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

능”을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

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이라고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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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형직불제 도입과 관련하여 2030년까지 농약 사용량 20% 

(11.3kg/ha → 9.0), 화학비료 사용량 26%(268kg/ha → 198)를 감축한다는 목

표를 제시(농림축산식품부 2020a)하였으나, 앞서 제시한 공익기능 수준을 표

하는 지표라고 보기는 어려움.

기존 농업·농촌환경정책 한계점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
 친환경직불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최근 답보
 ‘친환경농업=인증농업’ 잘못된 인식 제공

 조건불리지역직불
 농업환경정책과 농촌환경정책 중간에 존재
 정책목표에서 환경적 측면은 일부 고려

 경관보전직불
 경관 및 준경관 작물 식재로만 한정
 농촌공간 배치 고려 미흡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지정 이후 관리 소홀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안전과 위생관리 à기본공익 준수사항에 가까움
 친환경인증의 일부라는 오해

 친환경농자재 지원
 가축분뇨관리제도

 종합양분관리 고려 미흡
 ‘자원순환’ 측면 고려 미흡

 환경친화형 축산 사육
(산지생태, 동물복지, 조사료생산)

 축산농가 이행 실적 저조
 ‘자원순환’ 측면 고려 미흡

 기후변화 대응 정책
(자발적 감축,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정책 내 기후변화 주류화 미흡
 비에너지 방법론 개발의 어려움 & 현장보급 제한적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는 농식품부 고시에 근거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예시설 지원이 주목적
 시설지원이므로 직불형 정책은 아님

 농촌용수 관리
 양적 공급관리 위주
 수량·수질 관리 통합 미흡

 농촌환경 관리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

 농촌개발이 주목적
 환경관리가 농촌개발계획의 일부로 소극적 반영

<표 1-1> 기존 농업·농촌환경정책사업과 한계점

자료: 김태훈 외(2020: 70).

❍ 다양한 농업환경 정책 중에서 5년마다 계획하여 실행하는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은 지

속가능한 농정으로의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지속가능한 농업의 비전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여 경종·축산·임업 부문의 역할을 제

언하고 있어 농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종합적인 국가 계획이

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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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육성계획에서는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 활성화 및 인증 농가의 경영 안정

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주를 이루었음.

-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서는 농업환경지불 정책의 형태를 가진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친환경농업’ 외연 확 를 꾀했으며, 2020년 총 25개

소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앞서 제시한 ‘한국판 뉴딜-그린 뉴딜’에서 농업의 역할과 과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2021년부터 시행할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1~’25)」에서도 그 방향성을 공유하고 중장기 과

제를 통해 그린 뉴딜을 위한 기반 구축을 해나가야 함.

- 생산·인증 위주의 친환경농업 정책 방향을 공익적 기능·가치 확  중심으로 개편해

야 함.

- 사람, 환경 중심의 농정에 부합하는 중장기 비전 제시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함.

- 특히 농업환경 보전은 ‘그린 뉴딜’의 핵심과제로 포함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덧붙여 2020년부터 공익형직불제(이하 공익직불)로 직불제가 재편되면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이라는 큰 목표 아래 기본직불과 선택직불 두 가지 형태가 도입되어, 기

존 친환경농업(축산)직불제의 포지셔닝이 필요한 상황임.

- 공익직불은 농가소득 보전의 기능을 하되 교차준수가 강화된 기본직불과 교차준수를 

넘어서는 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높일 수 있는 선택직불로 나누어짐.

- 2020년 직불제 개편 이후 선택직불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친환경축산직불),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경관보전

직불)와 논활용직접지불제도(논활용직불)가 포함되어, 공익직불 도입 전과 유사한 형

태의 직불만을 포함함.

- 공익 증진을 위한 선택직불의 확  방안, 측정되어야 하는 공익의 정의 및 범위, 관련 

지표 및 필요 자료 등에 한 부분은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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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농정 전환과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공익직불을 중심으로 한 정책사업 

개편에 응한 친환경농업의 역할 정립 혹은 강화, 농업환경 보전 기능 강화의 목표 및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1.2.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인증농업을 넘어선 광의의 친환경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에 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존 농업환경정책과 연계한 친환경농업의 농업환경 보전 기능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에서는 산업 측면에서의 ‘농업’ 활동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연구 범위로 

설정함. 농업환경 보전이 농촌공간 관리와 접하게 연결되어 농촌주민과 농촌 방문

객이 느끼는 쾌적함을 높이는 것에 기여할 수 있지만 본 연구는 농업활동을 통한 오염 

저감과 이로 인한 농업환경 보전 효과를 높이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연구내용

❍ 제2장에서는 OECD 농업환경지표를 중심으로 국내 농업환경지표를 분석하여, 현재 국

내 농업의 환경오염 부하 가능성을 진단함. 덧붙여, 한국형 지속가능목표(K-SDGs)와 

지표의 현 상태를 요약하여 소개함.

❍ 제3장에서는 해외 유기농업 및 농업환경자원 관리정책 동향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

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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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에서는 친환경농업의 공익기능과 가치평가를 실시하여, 국민이 부여하는 친환경농

업의 가치를 정량화하여 나타냄.

-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을 실시하여 친환경농업이 가지는 3가지 특성(환

경성, 건강성, 관계성)에 관한 특성별 가치를 평가함.

❍ 제5장에서는 농업환경 보전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업 확  방향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

어서 제안함.

2.2.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농업환경 관련 지표 식별 및 자료 구축

- 친환경농업의 공익기능 관련 지표 식별 및 자료 구축

- 국내 전반적 소비 트렌드 조사

❍ 생산자 심층면접

- 친환경농업의 공익기능에 한 생산자들의 인식 조사

- 국내 친환경농가의 농업자원 및 유기농업자재 활용 실태 분석   

❍ 소비자조사

- 친환경농업의 공익기능에 한 소비자들의 인식 조사

- 선택실험법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업의 기능에 관한 가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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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1. 선행연구 검토

❍ 임영아 외(2018b)는 국내 농업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해 환경 영향을 고려한 농업정책

의 설계 및 도입이 요구된다고 제시하며,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보완 방안, 농업환경 

지불 정책의 단계별 도입 방안 등을 제시함. 또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 환경 개선 

및 보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활동 간 편익의 상충효과가 일부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한 프로그램 계획 설계 및 매뉴얼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 주장함.

❍ Lankoski(2018)는 Matzdorf and Lorenz(2010)를 인용하여 독일의 결과 중심 농업

환경 프로그램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결과 중심 농업환경 프로그램이 활동 중심 농업

환경 프로그램보다 더 비용 효과적임을 보임.

- 결과 중심 농업환경 프로그램은 유연성과 혁신성을 촉진하고 보존에 한 본질적인 

동기를 유발하며, 그 프로그램에 동일한 혹은 더 많은 규모의 토지를 꾸준히 참여시

키고 있다는 점에서 연속성을 촉진함.

- 한편, 결과 중심의 단점으로 높은 거래 비용과 참여 농업인들의 재정적인 위험의 증

가가 제시됨.

❍ 임영아·이혜진(2017)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와 관행 농가 간 소득 차이에 한 설문조

사 결과를 요약함.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제의 애로사항으로, 농업인 응답자들은 수령 횟

수 제한 폐지, 수령 면적 확 , 임차농과 임 인의 관계 설정, 서류 작업의 간소화, 제도 

홍보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정책 담당자는 임차농지 직불금 지급 불가, 소득 차이 파악

의 어려움, 이행 및 사후점검의 어려움, 수령 횟수 제한에 한 농업인 불만, 소득보전에

서 환경보전으로 직불금 지급 목전 전환 필요성을 지적함.

❍ 김창길 외(2016)는 기존 국내 유기농업 정책에 한 반성 지점으로 성장 위주의 친환경

농업 육성, 부실인증 등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 저하, 소규모 영농 규모와 경영비 부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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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친환경농업 지속의 어려움, 높은 물류비용, 소비자 접근성이 낮은 판매 구조, 농

업환경 문제에 상 적으로 소홀함을 지적함. 생물다양성 증진, 토양유실 방지, 토양 질 

개선,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저장을 고려하여 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가치에 한 정량화

를 시도하였음.

❍ Śpiewak(2016)은 폴란드 지역 유기농업이 다원적 기능 제공, 비시장재화 생산, 해당

지역 변화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고 시장유기농업(market organic farming)

이 특정 조건과 특정 농법에서 다원적 기능을 제공함을 보였음. 지역 내 강력한 통합 유

기농업 부문의 존재는 농업인 간 연 를 강화하면서, 유기농업인의 경제적 후생 증가뿐

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후생도 증가시켰음.

❍ 정학균 외(2015)는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의 가치를 일반농업과 비교하여 평가하

였음.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토양·물 관련’, ‘생물다양성’, ‘온실가스 감축’으

로 설정하였으며, 양분선택형 질문(dichotomous choice questions) 방식의 설문을 

실시하였음. 분석 결과, 경제적 가치는 연간 총 약 3조 3,000억 원으로 나타남.

❍ 정학균 외(2014)는 친환경농업직불제의 개편방안으로 품목류별 차등지급 및 지급단가 

인상, 유기재배 지속직불금 도입, 사업시행지침 개선, 메뉴 방식의 다양한 친환경농업

직불제 도입,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적 가치에 한 경제적 평가를 제시함.

❍ 김창길 외(2010)는 유기농업 실천농가의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기술효율성 수준이 높

은 유기농일수록 산출 수준이 높고 투입 수준이 적다는 점과 생태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보임. 유기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유기농 직불제의 보완, 유기농클러스터 형성

을 위한 부지 및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자원, 정보인프라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함. 유

기농식품시장의 해결 과제로는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시장 신뢰성 및 충성도 제고, 신뢰 

가능한 정보 제공 및 명성자본 확보, 환경단체와의 협력, 독립적인 검인증 사업, 유기농

업육성법 제정, 마케팅 촉진정책사업 개발이 필요함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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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상 외(2009)는 팔당호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의 7개 시·군(가평, 양평, 남양

주, 광주, 이천, 여주, 용인)이 전체 경지면적의 30%를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팔당클린농업벨트 조성사업의 수질개선 효과를 평가하였음. 분석 결과, 사업이 계획

로 시행될 경우 질소 부하량 및 BOD 감소, 농약 사용량 감소로 팔당호의 수질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수도권 주민들을 상으로 수질개선 효과에 

한 추가 지불의사를 조사하여 10년간 약 1조 2,512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함.

❍ Defrancesco et al.(2006)은 이탈리아 Veneto 지역 내 농업환경 프로그램 참여 여부

를 선택하는 변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농업인 참여는 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이 작을수록, 임차농지 비중이 작을수록, 면적

당 가족노동 투입이 적을수록, 연간 총 노동 투입이 많을수록, 경사·산간지역 영구작

물 및 밭 재배 면적 비중이 작을수록, 가축이 없는 농가 초지가 많을수록, 농업환경 프

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을수록, 지불금액이 참여로 인한 추가 비용 충당을 할수록, 농

가에서 수행하기 쉬운 활동일수록 높아짐.

- 지난 5년간 투자에 해서는 투자가 적을수록 프로그램 참여 확률이 높으나, 토양 침

식 지역 토지 보전에 해서는 투자가 많을수록 참여 확률이 높음.

- 마찬가지로 지난 5년간 증가한 농가 토지가 적을수록 프로그램 참여 확률이 높으나, 

토양 침식 지역 토지 보전에 해서는 반 의 결과가 나옴.

3.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에 관한 정량적 평가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

므로 본 연구는 친환경농업, 특히 유기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식별 및 가치평가에 관한 

새로운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기존 친환경농업 육성은 인증농업의 산업적 확 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

는 사람·환경 중심의 농정 전환에서 친환경농업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농업환경 보전 기

능 제고 역할 수행을 위한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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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업환경 현황2

1. 농업환경의 정의

❍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환경’의 구성 인자로 “재배작물 및 작물과 유관한 동·식물과 같

은 생명체와 토양, 물, 기후인자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을 제시함(농촌진흥청 2020).

- 관련하여 농업환경기술의 방향성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식량 생산성을 유지하면

서 농업환경을 지속해서 보전할 수 있는 환경농업의 확립, 농토와 농업용수의 오염감

시 및 응기술 개발, 토양·물·기상·생태계 등 농업환경자원의 특성파악 및 효과적 

활용기술 확립, 농경지 및 자원의 적절한 이용, 농업 내부로부터 환경부담요인 발생

방지기술개발 등을 포함한 환경의 유지·보전, 다양한 생물과의 공존 등을 만족시키는 

농업의 유지, 농촌의 발전을 향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보를 창조 개발”하는 것으로 

제시함.

❍ 농업환경 보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농업환경’을 ‘보전’한다는 행동이 더해지게 되므로 

농업인의 행동을 중심으로 ‘농업환경’을 해석할 필요가 있음. 즉, 농업환경을 주어진 부

존자원과 이를 둘러싼 토양, 기, 물과 같은 환경 요소로만 볼 것이 아니라 농업 활동의 

형태에 따라서 주어진 자원 및 환경 요소의 가용량과 질이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는 농

업 생산성뿐만 아니라 국토 전체의 환경질을 바꾸는 요소가 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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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아·최진용(2019: 11)은 천연자원 중 농업활동에 사용되는 농업자원과 자연조건

을 아울러 ‘농업환경’으로 정의하되, 시장을 통한 농업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외부효

과가 토양·물· 기와 같은 환경매체 및 토지·생태계·기후와 같은 자연환경을 함께 

변화시키고 이러한 변화는 인간에게 다시 영향을 준다는 순환구조를 강조함(<그림 

2-1>).

<그림 2-1> 농업 활동과 농업환경 사이 순환 구조

자료: 임영아·최진용(2019).

❍ 이러한 관점은 “’20년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서도 일부 반영

되었는데, 농업환경의 범위를 ‘농업생산에 활용되는 환경 요소’뿐만 아니라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 인공적으로 조성되는 유·무형의 요소’로 나누어서 제시하여 인간의 활동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까지 ‘농업환경’의 범위에 포함하였음(농림축산식품부 2020b: 9).

❍ 농업 활동과 농업환경의 양적·질적 변화의 인과관계에 관한 분석은 농업환경정책의 효

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여겨짐. 특히 복잡한 인과관계를 모형화하는 방법 외에

도 환경지표를 활용한 정책 의사결정의 역할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OECD의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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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표는 기본적으로 DPSIR(Driving, Pressure, State, Impact, Response; 동인

-압력-상태-영향- 응)에 근거하여서 분류되고 사용되고 있음(EPA 1994, OECD 

1999, Kristensen 2004).

- 예를 들어, 농지 이용을 DPSIR 분류보다 더 세분화한 DAPSI(W)R(M)(Drivers, 

Activities, Pressure, State change, Impact on human Welfare, Reponse us-

ing Measures: 동인-활동-압력-상태변화-후생영향-조치 응)으로 나누어 보면 

<그림 2-2>와 같음(임영아·최진용 2019: 23-29).

* 동인: 기본 인간 욕구 / 활동: 기본 인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본 활동 / 압력: 

활동으로 인한 압박과 변화 기제 / 상태변화: 관측 가능한 환경 특성 변화 / 후생

영향: 변화한 환경의 영향 중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 / 조치 응: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동인, 활동, 압력 방지 또는 완화

- 식품 소비 니즈

- 농지면적 확보

- 다양한 영농법

- 농약사용

- 비료사용

- 가축분뇨

- 암모니아 배출

- 온실가스 배출

- (영농폐기물)

- (용수취수)

- 양분과잉·부족

- 토양오염

- 토양침식

- 토양다짐

- 수질

- 대기질

- 생물다양성

- 생산성 변화

- 부영양화

- 수질오염

- 경관훼손

- 기후변화

- 농업생태계 변화

- 식품 소비 니즈 변화

- 농지면적 확보 대응

- 압력을 줄이는 친환

경 영농법 적용

<그림 2-2> DAPSI(W)R(M)에 기초한 지표 활용 예시: 농지이용

자료: 임영아·최진용(201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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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적인 인과관계는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관련 지표를 

살펴봄으로써 정성적인 인과관계 파악이 가능함을 알 수 있음.

2. 농업환경지표를 통해 진단한 국내 농업환경

❍ OECD에서는 농업환경지표(Agri-Environmental Indicator)를 “농업 활동으로 인해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야기된 환경 상태, 환경에 관한 위험, 환경변화, 혹은 변화를 

일으킨 동인을 설명하기 위한 원자료를 모은 요약 측정”으로 정의함(OECD 2001).

❍ OECD에 보고되어서 공개되는 농업환경지표의 경우, 시기별·국가별 비교가 쉬운 장점

이 있음.

- 한국의 경우 투입 및 환경 부하와 관련한 양분수지, 농약 출하량, 용수취수량, 에너지

사용 지표를 보고 중이며, 이외 암모니아 및 온실가스 배출량, 물로 인한 침식 지표를 

보고 중임. 수질 관련 지표의 부분과 농지조수지표는 국내 가용자료의 한계로 보고

하지 않음(<부표 1>, <부표 2> 참조>).

❍ 투입재와 관련한 OECD 농업환경지표에서 부분 한국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

은 수준의 수치를 보임. 향후 이에 따른 정확한 환경영향에 관한 정량적 평가는 필요할 

것이나 아래에서는 이러한 높은 투입재의 잠재적 영향, 혹은 국내 농업환경 문제에서의 

화두에 해서 정리함.

2.1. 농경지 면적당 농약 출하량

❍ 한국 농경지 면적당 농약 출하량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약 4.5배 더 높게 관측되어, 

농약 사용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음(<그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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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2017 평균 출하량은 한국 11.76kg/ha, OECD 회원국 평균 2.64kg/ha로 한

국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약 4.5배 높은 수준을 보임.

- 2000년 이후 장기적으로는 농경지 면적당 농약 출하량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으나, 2012년 이후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3> 한국과 OECD 회원국 면적당 농약 출하량 비교

단위: kg/ha

자료: OECD 통계(https://stats.oecd.org/)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OECD 농업환경지표에 아직 보고되지 않은 최신 농약 출하량을 비교하기 위해, 국내 자

료를 살펴보면 국내 농약 출하량 총량은 2015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9년 출하량은 1만 6,745톤으로 2018년 비 10.5% 감소함(<표 2-1>). 

❍ 농경지 면적당 출하량은 2017년 12.2kg 이후 감소하여 2019년에는 10.2kg/ha로 <그

림 2-3>과 비교할 때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냄.

- 논벼와 기타 농지에 사용된 농경지 면적당 농약 출하량은 각 2.1kg/ha, 16.6kg/ha

로 모두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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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농지에 사용된 면적당 농약 출하량의 경우 전년 비 감소 폭이 논벼 면적당 출

하량보다 큰 것으로 조사되어 밭과 시설작물에서의 농약 사용량이 상 적으로 줄었

음을 알 수 있음.

- 2017년 이후 면적당 농약 출하량이 다소 줄어든 것은 환영할 일이나, <그림 2-3>에

서 보듯이 국제적인 기준에서는 여전히 높은 출하량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출하량 19,482 19,798 20,043 18,716 16,745

  수도용 2,013 2,015 1,886 1,651 1,562

  원예용 및 기타 17,469 17,783 18,157 17,065 15,183

면적당 출하량 11.6 11.8 12.2 11.3 10.2

  논벼 2.5 2.6 2.5 2.2 2.1

  기타 19.8 19.7 20.5 18.5 16.6

<표 2-1> 2015~2019 농약 출하량

단위: 톤, kg/ha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0e).

❍ 농약(살충제, 제초제)의 과도한 사용은 강우 시 농경지에서 주변 환경으로 유출되는 비

점오염원을 늘릴 수 있음. 또한 농약의 과도한 사용은 농경지 내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그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관리가 필요함.

- IPBES(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생물다양성과학기구, 2017)는 벌, 나비와 같은 수분매개체에 

관한 농약의 위험성은 독성과 노출 정도와 관련되며, 특히 살충제가 이러한 수분매개

체에 치명적이거나 거의 치명적이라는 것이 실험으로 입증되었음을 제시함. 그러므

로 농약 노출을 줄이기 위한 농약 사용 저감, 해충관리 체방법 도입, 농약 입자 이동

을 줄이는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명시함(임영아·최진용 2019: 41-42).

- Javis et al.(2010, 국립농업과학원 편역: 201)도 농약, 특히 살충제가 수분 매개체에 

위험하다는 사실이 이미 유럽산 꿀벌 사례로 보고되어 옴을 밝히고, 비농업적 환경과 

농용림에서 살포한 농약은 더 광범위한 수분 매개체에 피해를 미칠 수 있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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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허용기준강화(Positive List System: PLS) 제도가 전면 시

행되었으나, 그 목적은 먹거리 안전 확보에 보다 맞추어져 있어 실제 환경을 고려한 

농약 사용 관리를 위한 제도로 보기는 어려움.

2.2. 농경지 면적당 용수 취수량

❍ 농경지 면적당 용수 취수량의 경우, 한국이 OECD 평균보다 약 6.1배 높은 수준을 보이

며 지속적인 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함께 보임(<그림 2-4>).

- 2015-2017 평균 취수량은 한국 6,038.15m3/ha, OECD 평균 994.19m3/ha임.

- 국내에서는 실제 농업용수 사용량이 계측되지 않고 농업용수 필요수량을 수요량으로 

사용한다는 점, OECD 농업환경지표 자료가 간헐적으로 보고된 점을 볼 때 취수량 

및 실제 용수사용량과 관련한 통계자료 구축이 필요한 부분은 확인 가능함.

- 특히 국내 농업용수의 경우 실질적인 용수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농업용수 사

용 절감에 관한 제도적 접근이 어려운 상황임.

❍ 용도별 수자원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농업용수가 총 수자원 이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다른 용도에 비하여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즉, 국

가 전체의 가용용수 관리에 있어서 농업용수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함.

- 농업용수 이용량(억m3/년): (’65) 44.8 → (’98) 158 → (’11) 159 → (’16) 152

- 총이용량 비 농업용수 이용량의 비율(%): (’65) 87.5 → (’98) 47.7 → (’11) 47.7 

→ (’16)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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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한국과 OECD 회원국 면적당 용수 취수량 비교

단위: m3/ha

자료: OECD 통계(https://stats.oecd.org/)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구분 1965 1980 1994 1998 2003 2011 2016

수자원총량 1,100 1,140 1,267 1,276 1,240 1,297 1,323

이용
현황

총이용량 51.2 153 301 331 337 333 372

생활용수 2.3 19 62 73 76 75 76

공업용수 4.1 7 26 29 26 21 23

농업용수 44.8 102 149 158 160 159 152

유지용수 - 25 64 71 75 78 121

<표 2-2> 용도별 수자원 이용현황

단위: 억m3/년

주1: 2016년 12월 수립된 3차 수정계획(2001~2020)임.

주2: 농업용수는 논용수, 밭용수, 축산용수를 더한 값임.

자료: 국토교통부(2016). 「수자원장기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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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물관리가 진행됨에 따라서 농업용수도 이와 관련한 수리권 재정립 및 허가수리권

의 적용 여부, 균형 있는 공급 및 수요관리, 비농업 수요에 따른 농업용수의 활용 가능

성, 수리시설 이용료 분담체계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18년 5월 물관리 일원화 3법(물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

산업 진흥법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되고, 2019년 6월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면

서 용수의 수량·수질 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부분 통합됨. 농업용수의 수량·수질 관

리 기능은 여전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남아있지만, 유역물관리 등에서 농업용

수 관리가 포함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업용수도 통합물관리 아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농업용수 사용 절감이나 수요관리의 중요성이 재조명받고 있으나, 농

업용수의 실제 사용량에 관한 정량적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고 기존 농업용수 관리가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로 이분화되어 이루어져 와서 통합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됨.

-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서는 농업용수 혹은 농업용수수리시설이용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경우 일부 수리계에서 비용 징수가 남아있으나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농업용수의 실질적인 이용료가 면제되고 있어 농업인의 이용 절감

에 관한 유인이 전무한 상태임.

* 수리계 평균 징수금액(원/10a)2): (’13) 1,216 → (’14) 1,354 → (’15) 13 → 

(’16) 287 → (’17) 0 → (’18) 0

❍ 기존 농업용수 정책이 가뭄 등의 재해에 비한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향후 관리 방향은 환경자원으로써의 농업용수를 수량과 수질 면에서 효율적으

로 이용하는 것임. 그러나 기존 양분관리나 농약사용 저감과 같은 환경친화적 영농법에 

관한 환경 효과 계측 연구에서 농업용수 절감 효과나 수질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

구 및 실증연구는 제한적임.

2)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19. 농업생산기반정비 통계연보(2018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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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경지 면적당 농가에너지 소비량

❍ 농경지 면적당 농가에너지 소비량에서도 한국은 OECD 평균보다 약 4배 높은 수준임.

- 2015~2017년 평균 사용량은 한국 0.93TOE3)/ha, OECD 평균 0.23TOE/ha임.

- 이것은 농경지 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수준인 것과도 연계됨.

<그림 2-5> 한국과 OECD 회원국 면적당 농가에너지 소비량 비교

단위: TOE/ha

자료: OECD 통계(https://stats.oecd.org/)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2019 에너지통계연보 를 살펴보면, 2000~2018년도 국가 최종에너지 소비의 연 평

균 2.61% 증가하는 것에 비해, 농림어업 최종에너지 소비는 연 평균 2.0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가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 부문의 비중도 2000년 

2.71%였던 것에 비해, 2018년은 1.17%로 나타나 총량 면에서는 농림어업 부문 에너

지 사용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음.

3) TOE는 석유환산톤(Ton of Oil Equivalent)로 에너지 열량환산기준에 따라서 에너지 사용을 석유로 환산할 경우

의 소비량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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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OECD 농업환경지표에서 나타나듯이 농지면적당 소비되는 최종에너지가 높

은 수준이므로, 이것은 농림어업 부문의 에너지 절약에 기인하기보다 농림어업 부문

의 산업 활동이 축소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연도
석유

(천bbl)
도시가스
(mil. m3)

전력
(GWh)

합계
(천TOE, A)

국가
최종에너지소비

(천TOE, B)

A/B
(%)

2000 24,905 12 5,306 4,069 149,958 2.71

2001 26,544 21 5,985 4,369 153,103 2.85

2002 26,231 18 6,156 4,322 160,876 2.69

2003 22,498 22 5,944 3,780 164,550 2.30

2004 20,391 24 6,511 3,530 166,452 2.12

2005 19,211 26 7,007 3,399 171,176 1.99

2006 18,032 26 7,296 3,258 174,135 1.87

2007 17,802 2 7,795 3,214 181,498 1.77

2008 14,942 6 8,389 2,860 182,490 1.57

2009 15,720 4 9,145 3,036 181,491 1.67

2010 16,348 4 10,042 3,201 194,971 1.64

2011 15,207 4 10,575 3,082 204,788 1.50

2012 15,013 6 12,074 3,172 206,530 1.54

2013 15,403 4 13,062 3,310 208,016 1.59

2014 11,802 3 13,556 2,839 210,139 1.35

2015 10,371 3 14,645 2,729 214,974 1.27

2016 9,843 3 15,397 2,719 221,396 1.23

2017 9,173 3 15,979 2,676 230,019 1.16

2018 8,747 3 17,126 2,712 232,740 1.17

<표 2-3> 2000~2018 농림어업 최종에너지 소비 변화

주1: 농림어업 최종에너지 수요에서 석탄,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열에너지, 신재생은 전 연도에 걸쳐서 해당 수치가 포함

되지 않아, 표 작성에서 제외.

주2: 2007년 이후, 5년마다 개정된 열량 환산계수 적용된 수치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2019 에너지통계연보 .

❍ 현행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시설을 보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에너지 이용의 강도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용 면세유 지원이나 농업용 전기의 낮은 단가는 경영비를 낮추는 역할

을 하지만 에너지 이용을 장려하는 측면이 있어 에너지 투입 강도에 있어서 상반된 효과

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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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국고 20~60%, 지방비 20~30%, 융자 10~30%, 자

부담 10~20%의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상은 신재생에너지시설인 지열 냉

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목재펠릿 난방기와 에너지 절감시설인 다겹보온커튼, 자

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공기열 냉난

방시설이 해당함(농림축산식품부 2020c: 1829-1884).

-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한 부가가치세 영

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통령령 제30398호)에서 영세율이 적용되

는 농업기계 및 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는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 부가

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를 정의하고 있음.

- 최근 개정 내용 중, 2017년 2월 7일 일부개정 및 시행에서는 “종전에는 품질규격에 

적합한 키토산(Chitosan), 목초액 및 천적(天敵)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상으로 

하던 것을, 담배를 제외한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제재나 허브식물 등을 원료 또는 재

료로 만든 유기농어업자재로서 해당 기자재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인증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상이 되도록 그 범위를 확 ”하여 면세유 지원이 단순하게 에너지 소비를 늘리

는 것이 아니라 유기농업자재 이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도 활용됨을 알 수 있음.

- 또한 동 개정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상 농·임업용 기자재에 조사료(粗飼料) 생산용 

종자류를 추가하였고, 2016년 2월 5일 일부개정 및 시행된 부분에서는 조사료 생산

용 네트를 추가하여 조사료 생산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조사료 생산은 해

외 유입 사료를 체하여 국내 양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농업

환경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음.

- 농사용 전기요금의 경우, 다른 산업용 전기에 비해서 단가 낮은 수준에 있어 전기에

너지 사용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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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요금(원/kW) 전력량 요금(원/kWh)

갑 360 21.6

을

저압 1,150 39.2

고압(A, B) 1,210
여름철 41.9

봄·가을철 39.9
겨울철 41.9

<표 2-4> 2019년 현행 농사용 전기요금표

(적용일자: 2013년 11월 21일)

주: 농사용전력(갑)은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 농사용전력(을)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계약전력 1,000kW 미만의 고객으로 농사용전력(갑) 이외의 고객(농사용 육묘 또는 전조재배에 사용하는 전력, 농

작물 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수협 또는 어촌계의 저온보관시설, 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

산물 건조 시설, 수협 또는 어촌계의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농작물 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고객의 해충 구제(驅

除)및 유인용 전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2019 에너지통계연보 .

구분 기본요금(원/kW)
전력량 요금(원/kWh)

여름철
(6~8월)

봄·가을철
(3~5, 9~10월)

겨울철
(11~2월)

저압전력 5,550 81.0 59.2 79.3

고압A
선택I 6,490 89.6 65.9 89.5
선택II 7,470 84.8 61.3 83.0

고압B
선택I 6,000 88.4 64.8 88.0
선택II 6,900 83.7 60.2 81.9

<표 2-5> 산업용 전기 예시: 산업용(갑)

(적용일자: 2013년 11월 21일)

주: 광업, 제조업 및 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의 고객에게 적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2019 에너지통계연보 .

2.4. 농경지 면적당 양분수지

❍ 양분수지에서도 한국은 높은 수준으로, 질소의 경우 회원국 중 1위, 인의 경우 회원국 

중 2위 수준임(<그림 2-6>, <그림 2-7>).

- 2015-2017 평균 질소수지는 한국 203.74kg/ha로, OECD 평균 62.7kg/ha보다 

약 3.2배 높음, 2015-2017 평균 인수지는 한국 44.57kg/ha로, OECD 평균 

5.83kg/ha보다 약 7.6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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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소의 경우, 암모니아 및 아산화질소로 기로 배출될 수 있고, 토양을 통해 지표수 

및 지하수로 유출될 수 있어 부영양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인의 경우 기 배출은 없

으나 토양에 집적되거나 지표수 및 지하수로 유출되어 녹조를 일으킬 수 있어 양분수

지가 높은 것은 잠재적 오염부하가 높은 것을 의미함.

- 제2차 비점오염관리 종합 책(안) ’12~’20 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점오염원과 비

점오염원을 모두 합친 오염원별 BOD(Biological Oxygen Demand, 생물학적산소

요구량)의 비중이 토지계 63.5%, 축산계가 28.4%로 계측되었으며, TP(Total 

Phosphorus, 총인)의 비중은 토지계 63.5%, 축산계 28.4%로 나타남(관계부처 합

동 2012: 14).

- 이 중 비점오염물질 발생량 중 BOD는 토지계가 63.5%, 축산계가 28.4%로 가장 많

았고, TP도 토지계가 57.5%, 축산계가 38.1%로 가장 많음. 그러므로 양분관리는 이

러한 비점오염원의 주요 경로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음.

<그림 2-6> 한국과 OECD 회원국 면적당 질소수지 비교

단위: kg/ha

자료: OECD 통계(https://stats.oecd.org/)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국내 농업환경 현황❙   29

<그림 2-7> 한국과 OECD 회원국 면적당 인수지 비교

단위: kg/ha

자료: OECD 통계(https://stats.oecd.org/)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5.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

❍ 국내 농업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에서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회

원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그림 2-8>).

-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는 IPCC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어 국가별 통일된 방

법론을 사용

- 농업 비에너지 부문 배출량이 포함되며,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 장내 발효 및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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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한국과 OECD 회원국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 비중

단위: %

자료: OECD 통계(https://stats.oecd.org/)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9> 한국과 OECD 회원국 농경지 면적 당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톤CO2eq/ha

자료: OECD 통계(https://stats.oecd.org/)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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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경지 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서도, 한국은 OECD 평균보다 약 3.9배 높은 수

치를 보임(<그림 2-9>).

- 2014-2016 평균 배출량은 한국 12.27톤CO2eq/ha, OECD 평균 3.16톤CO2eq/ 

ha로 나타남.

- 파리협정 이후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정책 목표로 제시되

고 있어, 농업 부문에서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2.6. 국내 영농폐기물 발생 현황

❍ 2019년 국내 영농폐기물 발생량을 살펴보면, 영농폐비닐 발생량은 31만 153톤으로 

2018년 비 약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영농폐비닐 발생량은 2014년 이후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소폭 증가한 후 다시 감소세를 회복함.

- 영농폐비닐에서 멀칭용 LDPE(2019년 41.6%), HDPE(2019년 34.3%) 폐기물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영농폐농약 용기는 2019년 약 7,122만 개가 발생하였으며, 2018년 발생량 비 약 

1.1% 증가하였음. 2018년 영농폐농약 용기 발생량은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

으나, 2019년에는 다시 일부 증가한 모습을 보임.

- 영농폐농약 용기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2019년 기준 71.7%를 차지하였으며, 농

약봉지류는 나머지 28.3%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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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영농폐비닐 329,239 322,964 314,420 314,475 318,775 310,153

  하우스용 LDPE 60,994 69,414 64,560 54,553 68,758 59,133

  멀칭용 LDPE 118,425 128,241 117,343 147,872 127,431 129,253

  HDPE 120,320 118,715 121,349 103,805 112,909 106,298

  기타(PVC, EVA, PO) 29,500 6,594 11,168 8,245 9,677 15,468

영농폐농약 용기 73,290,270 71,824,481 72,458,038 73,510,890 70,436,853 71,218,079

  플라스틱 47,372,948 47,552,747 49,004,854 52,162,760 48,485,308 51,078,276

  농약봉지류 25,917,322 24,271,734 23,453,184 21,348,130 21,951,545 20,139,803

<표 2-6> 영농폐기물 발생량

단위: 톤, 개

자료: 한국환경공단(2020, 2019, 2017, 2016).

2.7. 시사점

❍ 현행 국내 법령에서 친환경농업을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농

업으로 정의하는 것에 반해,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이 높은 편임.

- 앞서 그래프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화학비료 중 질소질 비료를 예로 든다면 2015- 

2017년 평균 한국의 농경지 면적당 투입량은 145.3kg/ha지만 OECD 평균은 

54.4kg/ha로 한국이 약 2.7배 높게 나타남.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99호)에

서는 “친환경농어업”을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

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

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자재 투입 지양이라는 큰 목표에서의 실천이 상 적으

로 부족함을 알 수 있음.

❍ 화학자재 투입을 줄이는 것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적 노력으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유럽 그린딜의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F2F)’ 전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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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2030년까지 항균제 판매와 합성농약의 사용량을 50%까지 줄이고 화학비료 사용

량을 20% 줄이는 것을 발표하였음.

❍ 국내에서 여전히 고투입의 집약적 영농법이 세인 것은 기존 국내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이 다원적(다기능적) 농업보다 경쟁적 농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그러므

로 현재 국내 농정은 국내외적 패러다임 전환기에 위치함.

특성 경쟁적 농업 다원적(다기능적) 농업

농업문제

 평균 혹은 평균 이상 농업소득 수준
 비용 관리 아래에서 타 산업과 자원 경쟁
 국내 국경정책 개혁을 통하여 세계시장에서 

‘평등하게’ 경쟁

 농촌지역 지지에 부족한 농업소득
 보상이 부족한 공공재 생산

농정목표
 자유 시장 지향
 공급 관리 완화
 가격이 약세일 때 안전망제공

 여가가치를 위한 농촌지역 보존
 가족 단위 경영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유지
 농업 외 직업 제공을 위한 지역 발전 제고

정책도구
 전환기 생산비연계 지불
 위험 관리
 낮은 안전망

 환경 보조
 환경규제부여를 위한 교차준수
 ‘단일기능성’ 농업으로부터 보호

<표 2-7> 농업정책 패러다임의 특성

자료: Coleman et al.(2004: 100-105).

3. K-SDGs와 농업환경 목표

❍ 2019년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122개 세부목표 및 214

개 지표를 발표함(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9).

- UN에서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하면서 2030년까지의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 정책목표 설정부터 경제, 사회, 환경 간 조화를 고려하고 국민 참여형 거버넌스에 기

반한 지속가능 목표 설정의 필요성 두, 정부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보완하는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함.

-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를 비전으로 설정.



34   ❙

❍ 동 보고서에서는 한민국 지속가능성 취약요인을 아래와 같이 요약함(환경부 지속가

능발전위원회 2019: 6).

- 사회적 문제: 저출생 및 고령화 구조, 소득분배 악화, 높은 만성질환자 비율, 소득계

층별 교육비 지출 격차 증가

- 경제적 문제: 고용 없는 저성장 시  진입, 낮은 청년고용률, 낮은 국내 식량자급률

- 환경적 문제: 기후변화, 폐기물, 동식물 멸종 등, 플라스틱으로 인한 생태계·건강피해

- 지리적 문제: 세계 유일 분단국가로 높은 국방비 지출, 청년 의무복무기간 존재

❍ 농업인과 농업 구조를 고려할 때, 저출산과 고령화 구조는 농업인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

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심해지고 있음. 게다가 국내 식량자급률이나 

기후변화, 폐기물, 생태계와 관련한 이슈에서 농업이 자유롭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농

업 부문 역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농업 부문의 표적인 목표는 ‘목표 2: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임<표 2-2>.

- 농업환경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세부목표는 ‘2-3.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구

축한다’와 ‘2-4. 종자, 작물, 가축과 그와 관련한 재래종과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한다’는 부분임. 관련하여 다름과 같은 2030년 목표가 제시되었으나 일부 목표

는 목표치를 설정 중에 있음.

*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 10%

* 농경지 토양 유기물 함량 2.4%

* 밭토양 산도(pH) 6.4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확 : 목표치 설정 필요

* 기후변화 비 개발된 품종 수: 목표치 설정 필요

*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 점수 32만 5천 건

* 토종종자 확보 수: 목표치 설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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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DGs에 포함된 목표는 장기적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30년뿐만 아

니라 좀 더 장기적인 시점(예, 2050년)에서의 목표치를 선제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맞추

어서 농업정책을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의 경우, 서구 국가의 경우 초지가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

더라도 전체 농경지 비 차지하는 비율이 낮으므로 비인증 농가가 인증 농가로 전환

하도록 하는 정책 지원은 여전히 필요함.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서 

2020년 목표로 8%가 제시되었으나, 2018년도 기준 4.92%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10% 목표 설정은 타당해 보임.4)

- 농경지 토양 유기물 함량의 경우,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과 

연계한 성과지표임.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농림축산식품

부)」에서는 ‘친환경 농자재’ 사업의 성과지표로 유기물 함량 비율 목표를 신규로 제시

하였는데, 목표 2.55%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한민국 정부 2017: 775), 

「2018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목표 2.55% 비 성과가 

2.56%로 제시되어( 한민국 정부 2018: 827) K-SDGs에 있는 목표가 오히려 후퇴

한 수치임을 알 수 있음.

- 밭토양 산도의 경우에는 2017년 6.4 목표에 실적 6.3, 2018년 6.4 목표에 실적 6.4를 

보임. 2015년 목표치인 6.2보다는 올라간 수치이지만( 한민국 정부 2018: 827), 

2018년도 목표와 동일한 수치로 소극적 목표임을 알 수 있음.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경우 농업환경지불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자발적 협약을 바

탕으로 한 농촌지역 농업환경 보전 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분

야의 세부활동을 포함하여 농업환경보전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큼. 그러나 

2020년 현재 신규 마을 지원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향후 목표 설정에 따른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 기후변화 비 품종개발의 경우,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 책」에서 이미 포함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5년 누적 147 건에서 2020년 200건 개발이 목표로 제시된 바 잇

4) 유럽연합의 그린딜의 경우 2030년까지 유기농지 25%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어 국내 목표도 「한국판 뉴딜 종합계

획」의 기조에 맞추어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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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관계부처 합동 2015: 60), 곧 발표 예정인 「제3차 국가기후변화적응 책」의 성과

지표와 연동하여 2030년도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식물유전자원이나 토종종자의 경우,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법률 제16543호)에 근거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업생명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

에 따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씨앗은행‘을 운영하여 종자은행을 운영 중에 

있음(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씨앗은행 2020). 현재 확보된 자원 및 종자 현황 파

악과 기후변화 등으로 영향을 받는 종자에 관한 종합적 고려를 통해 2030년도 목표

치가 도출되어야 할 것임.

❍ 장기적 차원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관련한 K-SDGs에 포함된 목표는 장기적으

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30년뿐만 아니라 더 장기적인 관점(예, 2050년)

에서의 성과목표를 정하고 이에 관한 선제 응을 하는 것이 필요함.

- K-SDGs에 포함된 목표치조차 소극적으로 설정된 것을 알 수 있음.

- 유럽 그린딜에서 보듯이 탄소국경세가 도입될 경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생산된 농축산물에 관한 무역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판 그린 뉴딜에 맞는 농업체계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목표의 설

정이 필요하며, 목표치 달성에 매몰되기보다 정보제공, 규제, 시장거래 활성화, 세금 

및 벌금 부과, 재정지원 등 기존 정책수단을 보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 하도록 재설

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농업정책을 바꾸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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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K-SDGs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자료: 지속가능발전 포털.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http://ncsd.go.kr/api/K-SDGs%EC%84%B8%EB%B6%80%EB%AA%A9%ED%91%9C%EB%B0%8F%EC%A7
%80%ED%91%9C.pdf>. 검색일: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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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친환경인증 농가의 투입재 사용 실태

4.1. 친환경인증 농업인 면담 결과

❍ 국내 친환경인증 농가의 투입재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인 단체 및 한살

림 기술위원을 상으로 면담을 진행함.

- 202년 8월 20일,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국

장, 한국유기농업협회 사무총장 3인 면담 진행.

- 2020년 10월 26일, 한살림 기술위원회 전국 위원 11명 상 면담 진행.

❍ 인증을 받기 위해 비료사용처방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토양검정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나 실제 비료사용처방을 준수하는 것에 해서는 의문이 존재함. 이와 관련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비료 투입에 있어서 지원에 차등화를 주는 정책을 고려할 수 있음.

- 실제 경작에 들어가기 전 토양검정을 하여서 유기물 함량이나 양분의 부족분에 한 

부분을 미리 알고 이에 따른 경작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점에 해서는 농업인이 긍정

적으로 반응함.

- 토양검정 결과의 활용에 있어서는 한살림 기술위나 농업기술센터와 같은 기관을 통

하여 기술지원 및 컨설팅이 필요함.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인이 농업기술센터 

연구사보다 전문성이 높은 경우도 존재함.

- 비료사용처방에서 제시된 양분의 양이 실제 농업인이 체감하는 필요량과 다르므로 

비료사용처방을 준수하기보다, 참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단, 과잉 시비

의 경우 경영비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므로 농업인이 과잉 시비를 저어할 경우도 있겠

지만, 일부 고령 농업인은 작물 생육 문제의 부분이 양분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함.

- 비료사용처방 결과가 공시된 비료에 맞추어서 제시된다면 친환경 인증 농업인에게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임. 즉,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비료사용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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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경우, 현금 지원이라면 농가 스스로 절약할 유인이 있으나 현

재 현물지원으로 이루어져 과잉 수령이 발생.

- 유기질비료의 부분이 수입된 유박이 원료인 유박비료를 중심으로 투입되고 있는

데, 이것은 살포의 편이성 때문임. 경축순환 측면에서의 가축분뇨 유래 퇴·액비는 살

포 노동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존재하며, 실제 양분을 기준으로 투입량을 결정할 경우 

퇴·액비 총구입비용이 유기질비료 총구입비용을 상회할 수도 있음. 부숙유기질비료

는 지력 향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함.

- 그리고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부분이 유박비료를 상으로 하므로 유박비료만 쓰

는 경향도 있다고 보아, 실제 지원사업 상의 종류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음. 지원

사업 시행 이후 마을에 존재하던 공동퇴비사가 사라지게 되어, 투입비료의 다양성은 

줄어듦.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비료 지원에 해서는 단가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비

료 과잉 사용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 축사가 없는 경우에도 농산부산물 등을 이용한 퇴비 제조가 가능하지만, 비료업자의 

민원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함. 또한 가축분뇨 퇴비의 경우 적어도 무항생제 이상

의 관리가 된 가축에게서 유래한 것만을 써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 존재.

- 지역 내 자원순환 측면에서 버섯 폐배지, 수피 등 부산물을 퇴비로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며, 최종결과물인 퇴비가 아닌 퇴비 원자재 구입에 관한 지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

❍ 인증농가에서의 액비 활용에 관해서는, 현재 양돈액비는 친환경인증 필지에 사용이 불

가능하지만 중금속 문제 등만 해결된다면 사용할 의향 존재. 퇴비를 액비로 만들어서 점

적 관수로 공급하는 사례(아산)도 있는데 경제성이 좋은 것으로 판단됨.

❍ 인증 농가의 의무사항인 영농일지 관리에 해서는 단체인증을 통해 실제 영농일지도 

회장이 관리하는 경우가 존재, 실제 농가별 영농일지 관리에 한 수준은 차이가 큼. 유

기질비료 등의 실제 살포량에 해서는 농가에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 영농일지의 디지털화(컴퓨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입력)에 관해서는 젊

은 영농인을 중심으로 가능성에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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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자문서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의견과 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에서 영농일지를 모두 취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의견이 나옴. 영농일지 

관리 절차에 관한 농업인의 의견이 다른 부분은 영농일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친환경 약재 등도 광역살포나 드론을 활용한 경우가 부분이므로 다수 농가가 본

인 필지에 뿌려진 투입재 양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실제 영농일지 관리가 단체인증의 관리 회장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어 영

농일지 작성이 명목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제기, 만약 지역 단위 농업환경 보전 

목적으로 영농일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면 고령화된 개별농가 상 영농일지를 기록

하는 것보다 마을이나 공동체 단위의 기록을 활용하는 방향도 고려 가능함.

❍ 비인증 동계작물 재배 시 화학비료 사용에 관해서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는 있으나, 행정

처분으로 해결할 문제로 인식함.

- 서울 학교 노희명 교수가 질소 동위원소를 활용한 화학비료 투입 여부를 구분하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나 정책 기준으로 활용되지는 못함. 가능하다면 동 방법론을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행정비용을 고려할 때 기존의 행정처분 체제 유지가 바람직

할 수 있음.

❍ 친환경농산물의 포장 및 유통 자재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해서는 매우 긍정

적임.

- 넓은 의미의 ‘친환경성’에 한 고민이 필요함에 공감하며, 이중포장의 절제나 생분

해성 물질을 이용한 포장재 이용 등에 관해서도 환영함.

- 단, 소비자의 선택으로 수입이 결정되는 구조에서 관행 농산물과 포장재 등에서 비교

되면 수입이 줄어들 위험이 존재, 인증 로고 스티커를 붙여서 유통하도록 유통업체에

서 요구하면서 과잉 포장되는 경우도 존재함.

- 단순히 분해가 잘되는 자재가 친환경적인 것보다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가 친환경적

일 수 있음. 예를 들어, 한살림에서 예전 종이 포장재를 썼는데 플라스틱으로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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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하고 있음. 아이쿱의 경우에는 종이박스를 사용하지만, 회수가 되지 않아 포장

비용이 발생.

- 생분해비닐이나 생분해플라스틱과 관련한 연구개발 필요. 괴산에서 생분해비닐 관련 

50% 가격을 지원해도 가격이 일반 비닐의 2배 수준이었음. 생산 투입재 이외 부분에

서의 지원이 필요.

- 정부 차원의 캠페인과 유통기업 상 캠페인이 필요한 부분이며, 필수로 써야 하는 

자재 부분에는 오염부하가 적은 자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필요 있음.

- 친환경농자재의 경우, 허용물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친환경포장재 및 유통

자재 활용을 현행 친환경농자재 제도에 포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공시제도 도입 이후, 농가가 스스로 농자재에 관해 연구하는 경우가 드물어짐.

4.2. 시사점

❍ 토양검정의 경우 친환경인증농가의 효율적 경작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

되지만 비료사용처방은 일반 농업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됨. 보다 사용자 친

화적인 언어로 비료사용처방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인증농가 상으로는 공시된 비

료의 사용량으로 전환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그리고 토양검정 결과를 

활용한 효율적 경작 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적 지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생협 내 기술위원과 민간 인증기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부숙유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 그 외 비료의 목적별 사용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환경보전형 양분관리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함. 부숙유기질비

료의 경우 양분투입보다 지력 향상 목적으로 투입이 가능하며, 양분투입의 목적으로 투

입될 경우 비용적으로 농가가 사용할 유인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함.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의 범위 확 에 해서는 비료 기준에 적합한 경우, 농가에서도 사용 의향이 있는 것으

로 보이므로 기준을 충족한 액비나 농업부산물 퇴비 등, 사업 상 비종을 다양화하는 방

안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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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분관리 및 투입재 관리에 있어서 농가 영농일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영농일지 

전산화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전산화 기기를 통한 영농일지 작성 의무를 상 적으로 정

보화기기 사용 능력이 높은 세 를 상으로 시행하는 것을 고려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농가 단위 영농일지가 아닌 마을 혹은 공동체 단위 영농일지로 작성하여 기록을 저장하

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이것은 기본공익직불에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에서 ’

영농기록‘을 포함하는 점에서 현행 인증농업뿐만 아니라 공익형직불제의 의무 이행에

서도 고려할 수 있음.

❍ 포장재 및 유통자재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방향의 캠페인에 해서는 인증 농업인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오염부하가 작은 재료를 활용하는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응답함. 단, 생산투입재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통 및 포장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추가 비

용에 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하여, 친환경재료를 활용할 경우 생기

는 추가 비용의 분담체계에 관한 고민이 필요함. 즉, 높은 시장가격을 통해 소비자가 분

담하는 경우, 농식품체인 전체를 본 지속가능성 향상을 농업인의 의무로 보고 농업인이 

분담하는 경우, 농식품체인에서의 공익기능 제고 측면드고 정부가 분담하는 경우(넓게

는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국민이 분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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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농업환경 정책 동향3

1. EU 그린딜: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5)

1.1. 개요

❍ EU는 기후변화에 응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1990년 수준과 비교하여 

50%~55%까지 감소시키고,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carbon neutral)’ 목표를 제시함.

❍ 유럽 그린딜은 철강, 시멘트, ICT, 섬유, 화학 등을 포함하는 산업, 교통, 에너지, 농업, 

건물 등의 다양한 경제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농정연구센터 내부자료 

2020).

❍ EU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응과 생물다양성 보존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환경친화

적인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른바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전략(farm to fork 

strategy)’을 제시함(농정연구센터 내부자료 2020).

5) 농정연구센터 내부자료(2020)를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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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문제, 환경 보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공동농업정책(CAP)과 공동어업

정책(CFP)에서의 기후변화 응 예산 비중을 각각 최소 40%, 30% 이상 배정

- 회원국과 관계자들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협력하여 그린딜과 ‘농장에서 식탁까지’가 

국가적 농업 전략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정  농업과 유기농 농업, 재배생태

학, 산림농업, 엄격한 동물복지 기준 등 지속 가능한 관행을 이끌도록 함.

- 전략 계획을 통해 농약과 화학비료,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eco-scheme과 같은 조치

를 통해 환경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농부에게 보상이 돌아가도록 함.

- 식품 가공 및 유통 분야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저장, 포장, 음식물류 폐

기물에 한 조치를 시행 

- 식품 관련 식품 사기의 방지, 조류(algae)기반 해산물과 같은 새로운 혁신 식품 및 사

료를 발굴하는 작업 시행

- EU의 환경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식품에 한 수입 금지, 디지털 기기를 통해 소

비자에게 식품의 원산지와 영양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

안 모색

<그림 3-1>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 개념도

자료: 유럽위원회 Farm to Fork Strategy – for a fair, healthy and environmentally-friendly food system. 

<https://ec.europa.eu/food/farm2fork_en>. 검색일: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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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요 내용

1.2.1.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 보장

❍ 화학농약 사용 감소

- (목표) 2030년까지 화학 농약의 전반적 사용과 위험을 50%로 줄이고, 유해농약 사용

을 50%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 시행

 ∙ 농약사용 안 마련

 ∙ ‘지속가능한 농약 사용 지침(sustainable use of pesticides directive)’ 개정

 ∙ ‘통합 해충 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 IPM) 규정 강화

 ∙ 해충 및 각종 병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안 사용 장려

 ∙ 윤작이나 기계 제초 등과 같은 체방식 이용 장려

 ∙ 기능성 생리 활성 물질을 함유한 농약의 시장 유통 촉진

 ∙ 농약의 환경위험평가 강화

 ∙ 농약 통계에 관한 2009년 규정의 개정

❍ 양분과잉 해소

- (목표) 지력을 약화하지 않으면서 영양 손실을 최소 50% 이상 감소, 2030년 비료 사

용 적어도 20%까지 감소

 ∙ 통합적 영양 관리 행동 계획(Integrated nutrient management action plan) 개

발: 이 계획은 부영양화 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축산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

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 지역적 축산지역과 유기농 폐기물을 재생 가능한 비료로 재활용하는 지역을 중심으

로 정 한 지력관리와 지속가능한 농업의 실천

 ∙ 양분관리, 지도 서비스에 관한 농가 지속가능성 수단, 공공데이터의 개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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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감축

-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사료 첨가물 시장 활성화

- EU 지역에서 재배한 식물 단백질, 곤충, 해양 부산물과 같은 체 사료제 확산

- 식생활 변화에 맞춘 농산물 홍보 프로그램 검토

❍ 유기농업

- (목표) EU는 2030년까지 현재 8%인 유기농지의 비중을 25%까지 확 하는 목표를 

세움.

 ∙ 유기농 제품에 한 공급과 수요 양 측면을 촉진

 ∙ 홍보 캠페인과 녹색 공공조달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

 ∙ 에코 계획(eco-schemes)을 통해 유기농업을 포함한 농생태 농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1.2.2. 지속가능한 가공 및 유통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단 지침에 따라 식품을 재편성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여 환

경 발자국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요구를 고려한 

마케팅 및 광고 전략 채택

❍ 새로운 순환경제실천전략에 발맞춰 음식물 포장을 줄이도록 식품 회사 및 기관의 책임

을 요청

1.2.3. 지속가능한 식품 소비

❍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접근성과 가격 개선

- 지속가능한 식품 조달에 한 최소 의무 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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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와 병원, 공공시설을 위해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공급함으로써 유기농업과 같은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활성화

- 지속가능한 식품 소비에 한 기여도를 높이고, 특히 건강한 영양, 지속가능한 식품

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에 한 교육적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해 EU 학교 계획

(school scheme)을 검토

1.2.4. 식품 손실과 폐기물 감소

❍ 음식물류 폐기물 감소

- (목표)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단계에서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을 절반으로 

감소

- 음식물류 폐기물 수준 정량화, 생산 단계에서 일어나는 식품 손실 실태를 조사하여 

응책 모색

1.3. 전략 추진을 위한 기반

❍ 연구·혁신·투자

- Horizon Europe을 활용하여 식품·바이오경제·천연자원·농업·어업·환경 분야에 

100억 유로의 R&I 예산 지출

- InvestEU Fund를 통해 농업 및 식품분야 중소기업에 한 자금지원을 강화

❍ 자문, 데이터 공유 등

- 일차 생산자들을 위한 맞춤형 기술 자문을 실시하고 농업지식혁신시스템(Agricultural 

Knowledge and Innovation Systems, AKIS)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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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사점

❍ EU는 2030년까지 현재 8%인 유기농지 비중을 25%까지 확 할 목표를 가지고서 동시

에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음. 이것은 유기농업이 농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하다

고 인식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농업환경보전 측면에서 친환경농업 ’인

증‘ 확 를 지속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화학농약 사용 감소 목표를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약사용 안을 마련하였으며, 지

속가능한 농약 사용 지침이나 통합 해충 관리 규정 강화 등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을 

추진하였음. 특히 농약의 환경위험평가를 강화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적정 수준의 양분관리를 위해 양분관리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유래 비료로 

화학비료를 체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가축분뇨가 계속 증가

하고 있고 양분과잉 및 환경오염 문제가 두되고 있음. 따라서 지역 단위로 적정수준의 

양분관리를 위해 우선 양분관리 목표가 제시하고 경축순환농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전략은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화학농약 사용 감소를 

위해 농약 통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가 하면 양분관리를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 조치

를 내놓고 있음. 또한 음식물 쓰레기 감소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 수준을 정량화하는 

책도 제시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농업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관련 자료를 

구축하고 분석·가공하여 정책에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함.

❍ 유기농식품의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홍보 캠페인과 녹색 공공조달을 활용하고 있으

며, 학교와 병원, 공공시설을 위해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공급을 계획하고 있음. 이는 향

후 친환경식품에 해 가치 등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고 공공 소비를 확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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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그린딜은 EU가 향후 국제 농업 부문에서 환경성 강화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함

으로 해석되며, 농약 및 비료, 항생제 사용 감축, 탄소중립 목표 달성, 생물다양성 협약 

이행 등을 통해 국제사회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에게도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가능성을 시사함. 이런 점에서 국내 농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는 향후 국제 농

업 시장의 경쟁력 확보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됨.

2. 미국 바이든 정부 농촌 및 농업 기후변화 공약

2.1. 농촌 관련 공약6)

❍ 바이든 정부는 농촌 관련 공약(Rural America)의 주요 의제로 다음을 제시함.

- 농촌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

- 지역 내 상업중심지(Main Street) 활성화

- 농어업인 지원

- 인종 간 경제적 격차 해소

- 농촌 지역 내 근로자 지원

- 건강보험 확

- 5G를 통한 무선 광역통신망 확

- 공립학교 및 학에 한 투자

- 연방정부 지원에 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역 공동체와 협력

❍ 바이오경제 활성화를 통한 농촌 지역 내 제조업 일자리 창출과 R&D 투자를 세부 공약

으로 제시함.

6) The Biden-Harris Plan To Build Back Better in Rural America 사이트를 참조함. 

<https://joebiden.com/rural-plan/>. 접속일: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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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탄올 사용을 확 하고 차세  바이오연료에 한 R&D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

표함. 이러한 액체연료에 한 지원은 농업부문의 부가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이외에도 향후 4년간 2조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와 인프라에 한 투자를 진행할 계

획임.

❍ 또한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무역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가족농과 중소농을 위해 반독점법의 집행을 강화하고 지역 푸드시스템 개발

을 촉진할 계획임. 

❍ 바이든 정부는 보전책무 프로그램(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CSP)을 비

약적으로 확 하여 농업인이 탄소 격리를 포함한 환경보전 활동에 해 비용을 지급하

고 농가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또한 이 프로그램이 탄소시장(Carbon Market)

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을 통해 발표함.

2.2. 기후변화 공약 중 농업부문 전략7)

❍ 바이든 정부는 먼저 행정명령을 통해 기후변화 응과 관련하여 이전부터 진행된 진전

을 가속화 하겠다고 발표함. 이와 관련하여, 바이오연료 사용을 확 하고 개선된 바이오

연료 사용으로 비행기, 항만 등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것을 제시함.

❍ 다음으로 바이든 정부는 청정에너지 연구 및 혁신에 한 투자를 향후 10년간 4,000억 

달러로 확 하겠다고 발표함. 

- 이를 통해 농식품 부문의 탈탄소화(decarbonizing)를 달성하고, 기 중 이산화탄

소를 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업부문을 활용할 것임.

7) The Biden Plan for a Clean Energy Revolution and Environmental Justice 사이트를 참조함. 

<https://joebiden.com/climate-plan/>. 접속일: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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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개발에서 나아가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청정 기술이 이용될 수 있도록 경제적 유인

을 제공할 것을 제시함.

- 농업 부문에서는 더 나은 농법과 침지기(digester) 이용하여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협력할 예정임.

- 보전 프로그램과 같은 친환경농법에 한 투자 및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검토하여 

농가들이 최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메탄 침지기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활동을 지원할 예

정임.

❍ 바이든 정부는 또한 캐나다, 칠레 등 주변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에 응

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 발표함. 이 전략 중 한 분야로 토

지 이용 및 농림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틀을 수립할 예정임.

2.3. 시사점

❍ 미국은 바이오경제 활성화를 통해 농촌 지역의 새로운 기회의 활용 및 소득 창출에 중점

을 둘 것으로 예상됨. 또한 EU 그린딜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향후 기후변화 위기 

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할 것으로 보임.

-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응 및 탄소중립(net zero) 확보는 중요한 이슈였으나, EU 그

린딜의 등장이나 미국 바이든 통령 당선은 이러한 국제 이슈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임.

❍ 바이든 통령이 CSP의 확 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므로 경작지를 중심으로 한 농업환

경보전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CSP를 탄소격리와 연계하는 부분과 향후 탄소시장에 참여 가능하도록 하겠다

는 부분은 국내 농업 부문에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저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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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법에 관한 탄소가격을 지불하는 것과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을 중심으로 탄소배출

권거래제 외부시장 방법론을 활용하는 사례와 유사함.

- 미국을 벤치마킹한다면, 국내 농업 부문 탄소중립 확보를 위해서도 농업 부문 저탄소 

지원정책의 폭 확 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3. EU 유기농업 확대를 위한 유기지불제

❍ 국내 무농약과 같은 인증제도는 해외에서는 찾기가 어려우므로 부분 국가의 농업환

경 지원정책은 유기농 지원 정책과 그 외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나눌 

수 있음.

❍ 본 절에서는 EU의 유기지불제의 개요를 설명하고, 다음 절에서 미국과 영국의 농업환

경지불정책에 관해 요약하고자 함.

❍ EU의 유기지불제는 전환(conversion)을 위한 부분과 지속(maintenance)을 위한 부

분으로 구분할 수 있음(<표 3-1>, <표 3-2>).

- 2014년 공동농업정책 개정 이후 녹색화(Greening) 직불은 유기농에게 자동적으로 

지급되므로 직불제의 영역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유기농을 위한 지불제는 기둥 2(Pillar 2)에 근거하여 지급하므로 엄 하게 직

불제(direct payment)가 아닌 지불제(payment)의 영역임.

- 2009년 EU 국가별 지불금 단가를 살펴보면 그 범위가 매우 넓은 것을 알 수 있음. 이

러한 넓은 범위는 공동농업정책이 개정된 2014년 이후에도 나타남.

- 또한 유럽의 경우, 초지, 경작지, 일년생식물/허브, 시설작물, 다년생·과수·과일, 포

도밭, 올리브나무에 관해 차별화된 단가의 지불금을 지급함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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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초지 경작지
일년생 식물/

허브
시설작물

다년생, 과수, 
과일

포도밭 올리브 나무

오스트리아 110-240 285 450-600 2900-4200 750 750 0

벨기에 270-425 410-456 820-900 1254 732-900 0 0

불가리아 82 165 407 407 470 470 0

체코 71-89 155 564 0 849 849 0

덴마크 165 165 165 0 165 0 0

스페인 57-225 77-298 284-640 285-658 94-979 210-880 248-460

에스토니아 77 119 350 0 350 0 0

핀란드 141-267 234-374 579-705 0 591-717 0 0

프랑스 100 200 350-900 0 100-900 350 0

독일 150-252 150-252 300-576 4900 452-1080 452-1080 0

그리스 166-339 320-600 320 0 0 900 756

헝가리 48-116 192-267 297-401 0 600-829 706-738 0

아일랜드 148 148 198 - 148 148 -

이탈리아 56-380 101-540 252-600 0 307-900 320-900 320-609

리투아니아 127 215 440-489 516 516 0 0

룩셈부르크 180 180 570 840 570-840 570-840 0

라트비아 108-138 108 318-357 0 419 0 0

네덜란드 0 0 0 0 0 0 0

폴란드 74 208 279-359 0 182-421 0 0

포르투갈 186-229 82-384 648 648 255-972 529 255-551

루마니아 0 0 0 0 0 0 0

스웨덴 0 144-556 556 0 833 0 0

슬로바키아 113 179 421 0 763 763 0

슬로베니아 228 298 551 488 238 579 555

영국 5.5-117 106-143 117-198 0 88-422 143 0

<표 3-1> 2009년 EU 회원국별 유기전환 지불금

단위: 유로/ha

주: 최초 5년간 평균 직불금을 나타냄.

자료: Schwarz et al.(2010: 9-11) 표의 단가 부분만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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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초지 경작지
일년생 식물/

허브
시설작물

다년생, 과수, 
과일

포도밭 올리브 나무

오스트리아 110-240 285 450-600 2900-4200 750 750 0

벨기에 120-275 240-350 380-750 790 555-750 0 0

불가리아 82 155 357 357 418 418 0

체코 71-89 155 564 0 849 849 0

덴마크 101 101 101 0 101 0 0

스페인 57-180 71-259 258-540 258-600 85-890 191-765 216-400

에스토니아 77 119 350 0 350 0 0

핀란드 141-267 234-360 579-705 0 591-717 0 0

프랑스 80-151 100-151 150-600 0 590-900 150-600 -

독일 116-210 116-210 230-550 3500 420-864 420-864 0

그리스 151-273 247-600 247 0 0 900 415

헝가리 48-116 161-217 203-274 0 365-722 525-557 -

아일랜드 106 106 142 - 106 106 -

이탈리아 54-350 101-490 248-600 0 256-900 256-900 256-609

리투아니아 127 215 440-489 516 516 0 0

룩셈부르크 150 150 450 600 450-600 450-600 0

라트비아 108-138 108 318-357 0 419 0 0

네덜란드 0 0 0 0 0 0 0

폴란드 67 202 269-333 0 167-395 0 0

포르투갈 172-210 76-356 600 600 236-900 490 236-510

루마니아 0 0 0 0 0 0 0

스웨덴 0 144-556 556 0 833 0 0

슬로바키아 96 153 377 0 671 671 0

슬로베니아 228 298 551 488 238 579 555

영국 5.5-66 33-66 33-220 0 0-66 66 0

<표 3-2> 2009년 EU 회원국별 유기지속 지불금

단위: 유로/ha

주: 최초 5년간 평균 직불금을 나타냄.

자료: Schwarz et al.(2010: 15-17) 표의 단가 부분만을 제시.

❍ 2014년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이 천연자원의 지속가능

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환경과 기후 친화적인 농업이 개정의 목표

가 되었음. CAP 2014~2020의 이런 특성은 “공공재를 위한 공공재정(public money 

for public goods”이라는 표어로 나타남(Stolze et al. 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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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 2014~2020에서는 기둥 1에서 녹색화(Greening) 부분을 강화해서 제시하고 

이것을 직불제의 일부로 포함함. 이것은 회원국이 기둥 1 예산의 30%를 녹색화 직불

에 사용하도록 규정했으며, 이것은 EU 농업 예산의 24%에 해당하는 893억 유로에 

해당함.

- 유기농업의 경우, 그 정의에 따라 자동으로 녹색화 직불에 해당하며 추가적 의무 이

행이 필요 없음.

- 기둥 2(Pillar 2)에서는 새로운 농촌개발프로그램(Rural Development Programmes: 

RDPs)에서 6개의 우선순위 분야를 제시하고 이 중 2개에서는 직접적으로 환경과 기

후변화를 다루고 있음.

* [우선순위 4] 농업과 산림에 의존하는 생태계의 복원, 보존, 강화

* [우선순위 5] 농업, 식품, 산림 부문에서의 자원 효율성 촉진, 저탄소 및 기후복원

경제로의 전환 지지

- 각 RDP에서는 유럽농촌개발을 위한 농업 펀드(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 기여분의 30%를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환경 문제

에 사용해야 함. 그러나 이것은 EU 농업부문 공공 지출의 8%에만 해당함.

- 유기농 전환 및 지속을 위한 지불금은 자발적 협약에 근거한 환경 관련 지출에 포함됨.

❍ 유럽 유기지불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됨(Stolze et al. 2016: 20-21).

- 토지이용 강도: 일부 회원국에서는 토지이용 강도에 따라 직불 단가를 차등화하였는

데, 예를 들어 덴마크의 경우 질소 투입에 관한 추가 지불을 받을 수 있음.

- 가축사육 도: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와 스웨덴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지 않으면 초지 

직불을 받을 수 없으며, 이탈리아(사르디니아, 시칠리아)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

지 않으면 더 낮은 수준의 초지 직불을 받을 수 있음.

- 경작 유형과 이용: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의 지속지불에서 감자는 다른 경작작물보다 

높은 단가의 직불을 받으며 포르투갈은 벼가 높은 전환지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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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에 관한 역진적 지불: 벨기에(왈로니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북아일랜드는 유기

농지 면적에 따른 역진적 단가를 적용함.

❍ 2015년 기준으로 경작지 상 유기지불금을 살펴보면, EU 24개 모든 회원국에서 실행 

중에 있었음(<그림 3-2>, <그림 3-3>).

- 2010년과 마찬가지로 그 범위는 회원국 사이에서도, 회원국 내에서도 매우 넓게 나

타남.

- 전환지불의 경우 스웨덴 160유로/ha에서 슬로바니아 800유로/ha, 지속지불의 경

우 영국 90유로/ha에서 슬로바니아 600유로/ha로 나타남.

- 오스트리아, 핀란드, 라트비아, 슬로바키아는 전환지불과 지속지불 사이에 차이가 없

었으며, 나머지 회원국에서는 전환지불이 지속지불보다 25유로/ha(에스토니아, 리

투니아)에서 296유로/ha(영국) 높게 나타남.

❍ EU의 농업환경보전 강화 기조는 유기지불제 정책에서도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

며, 유기지불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전환지불이 지속지불보다 단가 수준이 높거나 같게 나타나, 시장가격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유기영농법 실천 농가의 수익성을 보장하고자 함. 국내에서는 유기전환직불

금이 사라지고 신 무농약인증 농가를 상으로 한 직불금이 존치하지만, 무농약인

증과 유기인증의 기준이 다르므로 기존 직불제 구조가 관행농가의 유기농 전환을 돕

는다고 보기는 어려움.

- EU 유기농업 농가의 경우, 기둥 1의 녹색화 직불에 자동으로 해당하게 하여 녹색화 

직불금을 수령하되, 기둥 2의 유기지불을 추가로 수령 가능함. 또한 유기지불 이외 농

업환경기후 정책의 지불금 수령이 가능함. 이것은 향후 국내 선택공익직불 유형이 확

될 경우, 현행 인증농가의 자격요건을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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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2011/2015 EU 경작지(arable land) 유기전환 지불금 비교

단위: 유로/ha

자료: Sanders and Madsen(2016), Stolze et al.(2016: 23) 재인용.

<그림 3-3> 2011/2015 EU 경작지(arable land) 유기지속 지불금 비교

단위: 유로/ha

자료: Sanders and Madsen(2016), Stolze et al.(2016: 2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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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농업환경자원 관리정책 동향

❍ 인증농가가 아닌 관행농가의 농업환경보전 활동 확 를 위한 농업환경지불 정책으로,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정리하였음.

4.1. 미국 농업환경지불 정책: 환경질개선지원 프로그램, 보전책무프로그램

❍ 미국 농업법(Farm Bill)에서 보전(conservation)과 관련하여 적용 면적과 지출 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은 환경질개선지원 프로그램(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과 보전책무 프로그램(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CSP)이며, 두 프로그램 모두 휴경지가 아닌 경작 중인 토지(working 

lands)에 적용되는 정책임(Coppess & Graming 2018).

- CSP는 5년 계약 기간 동안 보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

으로, 매년 지원을 받는 신 농업인은 기존 보전 영농법을 유지하고 5년 기간 동안 

이것을 향상시킬 것을 계약함.

- EQIP은 보전 영농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개념으로 직접적

인 재정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임. 현행법에서는 EQIP 총재정의 60%를 축산 부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지정하고 있음.

❍ EQIP은 특정 자원위협요소(natural concerns)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field)에서의 보

전 영농 실천(conservation practices)에 초점을 맞춘다면, CSP는 농업경영 과정에서

의 실천법(practices), 강화활동(enhancements), 묶음활동(bundles) 등을 통한 보전 

활동(conservation activities) 사용에 초점을 두고 있음. 그러므로 EQIP에서 하나 이

상의 자원위협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보전 영농법을 실천한 농가의 경우 CSP의 보전 기

준(threshold) 충족에 유리할 수 있음(USDA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2019: 6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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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환경질개선지원 프로그램(EQIP)

❍ 환경질개선지원 프로그램은 자발적 환경보전 프로그램으로 생산자가 천연자원 문제를 

해소하고 토양, 물, 공기, 야생동물 서식지, 가뭄 및 기상 변동성 증가에 응한 감축활

동 등 환경질을 보전하면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금융 및 기술을 지원함.

❍ 신청자는 자연자원보전청(Natural Resource Conservation Service: NRCS)의 도움

을 받아 보전계획을 수립하며, 이 계획을 통해 농지에 한 보전활동을 선택하게 됨. 자

연자원보전청은 약 200개의 보전 활동을 제시하고 있음. 참여자는 환경보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게 되며, 지급 비율은 매년 재설정됨.

❍ 상 토지는 경지, 초지, 방목지, 목초지, 습지, 비(非)산업용 사유 임지 또는 농산물/임

산물/축산물이 생산되는 토지임. 농업인, 비(非)산업용 사유 임지의 소유자, 인디언 부

족 또는 농림업에 관심 있는 자이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음. 이 밖에 신청자는 농업진

흥청(FSA)을 통해 신청자와 상 토지에 한 농업 기록(farm record)을 보유해야 함. 

이때 신청자에 한 농업 기록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명시해야 함.

- 첫째, 상 토지를 지배하거나 소유함.

- 둘째,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 및 지급 제한 기준을 충족함.

- 셋째, 침식우려지 및 습지 보전(Highly Erodible Land and Wetland Conservation 

provisions) 요건에 부합함.

❍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자는 자연자원보전청의 컨설팅을 통해 적어도 하나의 자연자원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질개선지원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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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체 내용

신청·접수
지역 사무소

(local office)
▸신청서(토지 및 신청자 요건 확인)
▸보전계획 수립

신청 서류 검토
지역 사무소

(local office)
▸신청자 및 토지 적합성 확인

보전계획 수립
지역 사무소

(local office)
▸토지의 자연자원 상태 확인 및 다양한 보전방식 제시
▸신청자가 보전방식 채택

보전계획 평가
지역 사무소

(local office)

▸전국, 주, 지역 등 신청한 펀딩 풀(pool) 내에서 평가
  * 펀딩 풀(pool)에 따라 초점을 둔 자연자원, 위치, 

방식 등이 달라짐

<그림 3-4> 환경질개선지원제도(EQIP) 신청 과정

자료: 임영아 외(2018b) 재인용.

□ 2018년 농업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8)

❍ 취약 참여자(Historically underserved9) participants)는 환경질개선지원 프로그램

에 한 물품 구입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선수금을 신청할 수 있음. 선수금은 보전 활동 

지급금의 50% 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선수금을 지급받은 후 90일 내에 비용이 지출되

어야 함.

❍ 2018년 농업법은 자연자원보전청이 환경질개선지원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에 한 자격을 확 함. 자연자원보전청는 물 보전 또는 관개 효율 프로젝트를 지원

하는 물 관리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이러한 기관은 주(state), 관개 지구

(irrigation district), 지하수 관리 지구(ground water management district), 관개

용 수로(acequia) 등 유사한 법인으로 정의됨.

8) <https://www.nrcs.usda.gov/wps/portal/nrcs/main/national/programs/financial/eqip/>. 

접속일: 2020. 12. 1.

9) 취약 농업인은 사회적 취약계층, 자원이 부족한 농업인, 퇴역군인 농업인 등을 포함함

(<https://www.nrcs.usda.gov/wps/portal/nrcs/detail/national/people/outreach/slbfr/?cid= 

nrcsdev11_001040>. 접속일: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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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농업법은 국가 의무프로그램(mandatory program) 자금의 10%를 수원 보호

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각 주는 우선 수원 보호 지역을 식별하고 수질 및 수량을 

보호하는 활동에 더 높은 인센티브와 지급 비율을 제공할 수 있음.

❍ 2020년부터 각 주는 우선순위가 높은 활동에 해 지급 비율을 높일 수 있음. 주 기술위

원회(the State Technical Committee)와의 협의를 통해, 주 보존주의자(State 

Conservationists)들은 지급 비율을 높일 활동을 10개까지 지정할 수 있음. 지정될 수 

있는 활동은 다음을 포함함: 양분과잉인 지하수 및 지표수 손상의 특정 원인을 해결, 가

뭄 완화 및 감소하는 수층을 위한 물 보존 문제 해결, 기타 환경 우선순위 및 서식지 또

는 기타 보전 지역에서 확인된 자원 문제 해결, 복원 계획 또는 특정 유역의 천연자원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지정된 활동.

- 미국 농무부 홈페이지는 각 주별 EQIP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원 순위 기준, 우선순위 

자원위협요소(resource concerns), 적용가능 영농법(eligible practices) 목록, 지

불단가, 지원 제출 장소 정보, 지원자격요건 및 기타 요구사항에 해서 제공 중임

(USDA 2020).

- 예를 들어, 텍사스주의 경우 2020년 회계연도부터 카운티별로 적용 가능한 자원위협

요소에 관한 지도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오레곤주의 경우 지역별 적용 가능한 자원

위협요소를 하나의 지도로 알리는 서비스를 제공 중임<그림 3-5>.

❍ 2018년 농업법은 환경질개선지원 프로그램 인센티브 계약(EQIP Incentive Contracts)

을 도입하여 피복작물(cover crops), 자원 보존 작물 순환으로의 전환, 정  농업 기술

로의 전환 등에 한 인센티브 활동을 통해 생산자에 한 지원 혜택을 확 함. 각 주 내 

모든 지역은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을 식별하여, 이러한 각 지역에서 토지 이용에 따른 

자원 문제를 최  3개까지 지정하도록 함. 인센티브 계약은 활동 시행에 한 지불 외에

도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과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연간 지불을 제공함.



62   ❙

(가) 텍사스 주 자원위협요소 지도서비스

(나) 오레곤 주 자원위협요소 지도서비스 예시

<그림 3-5> 미국 EQIP 자원위협요소 지도서비스 예시

자료: USDA-NRCS Texas Priority Resource Concern Map. 

<https://nrcs.maps.arcgis.com/apps/MapJournal/index.html?appid=977a2ad754d24551acdd19b1c955

b103#>. 검색일: 2020. 12. 1; Oregon's Strategic Approach to Conservation 

<https://nrcs.maps.arcgis.com/apps/MapSeries/index.html?appid=a7e88f3183584df985133dfaf1a303

68>. 검색일: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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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액 및 가입 면적

❍ 환경질개선지원 프로그램 지출액은 2019년 기준 17.8억 달러로 조사되었으며, 2018

년 지출액(18.8억 달러) 비 지출액이 일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 전체 지출액에서 금융지원 지출액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기술지원 지출액이 높

았음.

- 2019년 기준 전체 지출액에서 금융지원 지출액이 차지한 비율은 약 74.7%이며, 기

술지원 지출액이 차지한 비율은 24.0%로 나타남.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지출액
(Total Obligations)

1,248,419.0 1,454,100.8 1,671,911.6 1,877,884.3 1,780,128.7 

기술지원 지출액
(Technical Assistance 
Obligations)

328,866.0 358,186.7 404,716.6 463,599.1 427,763.2

금융지원 지출액
(Financial Assistance 
Obligations)

906,914.0 1,083,249.9 1,253,638.3 1,395,448.7 1,329,565.5

비용변제 기금
(Reimbursable Funds)

12,639.0 12,664.6 13,556.7 18,836.5 22,800.0

<표 3-3> 환경질개선지원 프로그램 지출액

단위: 천달러

자료: https://www.nrcs.usda.gov/Internet/NRCS_RCA/reports/fb08_cp_eqip.html. 접속일: 2020. 12. 1.

❍ 환경질개선지원 프로그램 계약 건수는 2019년 4만 1,471건으로 2018년 건수(4만 

2,887건) 비 일부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2015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계약에 등록된 면적은 2019년 약 1,291만 에이커(약 523만 ha)로 조사됨.



64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약 건수
(Number of Active and 
Completed Contracts)

32,958 36,395 38,726 42,887 41,471

면적
(Total Acres on Active and 
Completed Contracts)

9,964,309.0 10,578,294.5 11,639,192.7 13,664,093.0 12,911,989.1

<표 3-4> 환경질개선지원 프로그램 계약 건수 및 면적

단위: 건, 에이커

자료: https://www.nrcs.usda.gov/Internet/NRCS_RCA/reports/fb08_cp_eqip.html. 접속일: 2020. 12. 1.

4.1.2. 보전책무 프로그램(CSP)

□ 2018년 농업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10)

❍ 2018년 농업법은 피복작물 돌려짓기 및 최신 목초지 관리 활동 채택 시 지급률을 높여

서 지급하도록 함.

❍ 유기농과 유기농 생산활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지원을 제공함.

❍ 신규 CSP 초지 보전 활동(New CSP Grasslands Conservation Initiative)은 5년 계

약 기간동안 초지 보전 활동에 한 금융 지원을 제공함. 활동 상이 되는 토지는 농가

지원청(Farm Service Agency)의 수입손실보상(Agriculture Risk Coverage) 또는 

가격손실보상(Price Loss Coverage) 하에 유지되어온 경지와 특정 기간에 초지 또는 

목초지로 심어진 토지임. 활동에 등록된 토지는 초지 보전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

되어야 함.

□ 지출액 및 가입 면적

❍ 보전책무 프로그램 지출액은 2019년 기준 약 14.4억 달러로 조사되었으며, 2015년 이

후 가장 많은 지출액을 기록함. 지출액 구성을 살펴보면, 금융지원 지출액이 2019년 기

준 81.4%로 부분을 차지한 것을 알 수 있음.

10) USDA(2019). CSP Fact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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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지출액
(Total Obligations)

1,095,878.8 1,129,295.4 1,134,534.4 1,197,294.0 1,439,193.4

기술지원 지출액
(Technical Assistance 
Obligations)

207,978.8 237,509.0 239,174.8 247,941.4 267,148.4

금융지원 지출액
(Financial Assistance 
Obligations)

887,900.0 891,786.3 895,359.5 949,352.6 1,172,045.0

<표 3-5> 보전책무 프로그램 지출액

단위: 천달러

자료: https://www.nrcs.usda.gov/Internet/NRCS_RCA/reports/fb08_cp_cstp.html. 접속일: 2020. 12. 1.

❍ 보전책무 프로그램 계약 건수는 2019년 5,692건으로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계약에 등록된 면적은 2019년 기준 약 548만 에이커(약 222만 ha)로 나타났으며, 면적 

또한 2015년 이후 가장 작은 것을 알 수 있음.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약 건수
(Number of Active 
Contracts)

5,776 6,993 7,211  7,965 5,692

면적
(Total Acres on Active 
Contracts)

7,056,558.0 8,193,843.8 7,503,023.4 7,534,931.8 5,482,536.2

<표 3-6> 환경질개선지원 프로그램 계약 건수 및 면적

단위: 건, 에이커

자료: 자료: https://www.nrcs.usda.gov/Internet/NRCS_RCA/reports/fb08_cp_cstp.html. 접속일: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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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영국 농업환경지불정책: 농촌관리(CS)11)

❍ 농촌환경을 둘러싼 여건이 변화하면서 영국의 농촌환경 정책은 농촌관리(Countryside 

Stewardship: CS) 정책으로 개편됨(임영아 외 2018b 재인용).

- 환경관련 시책 변화(예, 생물다양성 2020 정책)에 응하기 위해서 개편을 시행함.

- 기존 ES에서는 ‘Broad and Shallow’(넓고 얕게) 원칙이 적용되었으나 ELS와 

OELS, HLS 구분이 폐지되고, 상호준수의무 규정 이상 활동에 한 지불금을 부여하

는 방식으로 변화함(임영아 외 2018b 재인용).

❍ 농촌관리 정책은 2023년까지 지속된 후 2024년부터는 새로운 환경적토지관리(ELM, 

Environmental Land Management) 정책으로 체될 예정임(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2020).

❍ 영국의 농촌관리(CS) 정책은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 산림 소유

자, 토지 관리자를 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며 영국의 EU 탈퇴 이후에도 

환경보전에 한 가치 유지 및 ‘인간과 경제에 이익이 되는 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목표로 하는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DEFRA,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정책 기조와의 부합으로 인해 자금 지원이 보장되었음. 

❍ 공동농업정책(CAP)은 경작, 환경보전 조치와 농촌개발 등과 관련된 농업보조금과 프로

그램에 한 체계이며 이 중 영국의 Rural Development Programme for England

는 Countryside Stewardship을 포함한 종합적인 농촌개발정책 내용을 담고 있음.

❍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7년에 걸쳐 시행되는 RDPE에 할당된 예산은 4,056백만 

유로이며 기금의 구체적인 구성은 EU 예산에서 3,471백만 유로(이는 영국의 CAP 직불

11)) 본 장은 영국 환경식품농촌부에서 2018년 6월 26일에 발간한 ‘Countryside Stewardship: Mid Tier and 

New CS Offers for Wildlife Manual’과 ‘Countryside Stewardship: High Tier Manual’을 토대로 작성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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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할당금액 1,694백만 유로를 포함하고 있음), 국가 공동 조성 기금 495백만 유로, 국

가 추가지불금 90백만 유로임. 

❍ DEFRA에서는 2014년에 본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녹색화’가 강조된 CAP 정책의 

개혁 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영국 내에서도 생물다양성 2020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서식지, 생물종, 조류 보호 등의 조치가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임(김

태연 외 2017). 

- 이와 더불어 토양과 물 관리의 중요성이 증 되면서 다양한 토지 및 수질관리 정책이 

도입되었고, 관련된 정책 지표와 연계된 정책을 농촌자원관리 정책에서도 시행할 필

요성이 있었음. 

- 산림조성, 토양 및 기질 향상 등 다른 조치와의 연계 효과 제고, 기후변화에 따른 회

복력(resilience) 강화 필요성에 따른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었음. 

❍ 이와 더불어 개선된 제도는 추가적 요인은 환경보호를 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혜택 제

고 고려, 농촌사업지원 정책과의 연계 강화, 행정적 비용 감축을 위한 방안 모색, 지역 

주체들과의 협력 체계 마련 등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음. 

❍ 기존 제도인 ES(Environmental Stewardship)와의 큰 차이점은 1)기초수준시책

(ELS)의 폐지 2)전체 농장적용 원칙(Whole Farm)폐지 3)연중 신청 제도 폐지 4)면적

별 일률적 지불급 지급 방식 폐지 5)신청 절차의 온라인화를 들 수 있음. 

- 기초수준시책(ELS)의 폐지를 통해 구릉지 및 유기농에 한 별도 시책을 폐지하였으

며, 상호준수의무 규정 시행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보조금이 지급되는 형식으로 

변경됨. 

- 전체 농장적용 원칙을 폐지하여 정책이 적용되는 농경지 및 일반 토지를 확 하고, 

농업환경보전 효과를 향상시키고자 함. 

- 기존 ES 정책 시행 시에는 사업예산이 허용하는 한 신청을 받고 심사 후 지급하였으

나, 현재는 신청기간을 정해놓고 접수된 서류를 토 로 심사 후 지불금을 지급하는 

경쟁 방식을 도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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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편익을 극 화하는 지역에 우선 활동을 시행할 경우 점수 획득이 용이함.

❍ 농촌관리 정책은 크게 중위시책(Mid Tier Scheme)과 고위시책(Higher Tier)으로 구

분됨(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2020a; 2020b).

- 중위시책은 생물다양성 보호 및 수질 관리를 주요 목표로 하며, 이외에도 홍수 관리, 

경관 보전,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 등을 위한 활동도 지원 상으로 함.

- 고위시책 또한 기본적으로 중위시책과 동일한 목표를 가지며, 중위시책에서 지원하

는 상 외에 산림 개선, 교육 확 , 유전자원 보전 등을 추가로 지함.

❍ 2021년부터 시행되는 농촌관리 정책은 EU의 규정이 아닌 영국의 법률을 적용하여 시

행될 예정임. 이러한 변화는 2021년부터 체결되는 협약(agreement)을 상으로 하며, 

이전에 체결된 협약은 EU의 규정을 적용받음.

가. 사업주체 및 지원 대상

❍ 본 사업은 DEFRA의 위임을 받은 Rural Payments Agency(RPA)가 시행하며, 

Natural England12)는 기술적 지원을 제공함(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2020a). 이 사업은 Environmental Stewardship(ES), English 

Woodland Grant Scheme(EWGS), Catchment Sensitive Farming(CSF)의 

Capital Grant Scheme(CGS)를 이어받아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 

❍ 지원서 접수를 통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농업인, 산림 소유자 및 관리자, 토지 관

리자, 단체를 상으로 하며, 관행농업 및 유기농업을 시행하는 농지, 해안지 , 고지

(uplands), 산림지가 적용 상임. 

12) Natural England는 기존의 English Nature와 Countryside Agency가 통합되어 2006년 10월에 설립된 기

구로 환경식품농촌부(DEFRA)의 위임을 받아 농촌관리(CS)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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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급대상 자격요건

□ 중위시책(Mid Tier Scheme)

❍ 협약은 자경, 임차인, 지주, 허가 받은 자를 상으로 함. 

❍ 지급 상 농지는 경작이 가능한 농경지, 영구 초지, 영구 목초지 등이며 SSSI(Sites of 

Special Scientific Interest)를 포함한 보호지역이거나 SAC(Special Areas of 

Conservation), SPA(Sepcial Protection Areas), 람사르 협약 지역 등을 포함한 

Conservation of Habitats and Species Regulations 2017에서 규정하는 장소, 

Priority Habitat 혹은 Priority Species를 보호하는 구역도 적격지에 해당함. 

- 개별 선택이나 자금투자와 관련된 최소 단위 면적은 있지만, 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최소 충족 면적은 없음. 

- 그러나 수질관리를 위한 자본투자 항목으로만 지원했을 경우 최  지급금액은 협약

당 1만 £임. 

❍ 지급 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영구 이동식 주택지, 저장 및 보관 등에 활용되

는 장소, 1ha 이상의 면적에 상설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물이 흐르는 곳, CS 정책과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의무사항을 시행하고 있을 경우, 잉글랜드 안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지 않는 토지 구획, 협약기간 동안 협약자가 관리하기 어려운 토지, 토지 소유자에 의

해 지원을 허가 받기가 어려운 곳, 생태초점지역(Ecological Focus Areas, EFAs)에서 

녹색지불금(greening)을 중복으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임. 

❍  다수의 농업 회사를 운영하는 토지 관리자가 지원했을 경우 SBI(Single Business 

Identifier)번호에 의해 하나의 회사로 간주됨. 부분의 경우 관리 혹은 생산 단위, SBI

가 같은 농장이나 산림지역이기 때문에 수혜자는 지원서를 한번만 제출하면 됨.

❍ ES(Environment Stewardship)이나 English Woodland Grant Scheme에 의해 다

년간 관리 의무가 있는 필지의 경우 CS에 지원할 수가 없으며, 지원자는 반드시 CS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약 기한을 준수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원 자격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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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단체가 소유한 토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CS 지원 적격자는 아니지만, Environment 

Agency, Natural England, Historic England, National Forest Company, 교구회 

등에서 공적 의무 수행이 아닌 형태로 환경보전을 시행할 경우 지원 자격이 주어짐. 

❍ 공유지 및 공유 방목지의 경우 고위시책협약에만 지원할 수 있음. 

❍ 유기전환 및 관리는 별도의 점수제를 통한 선정방식 신 예산이 있을 경우 모두 선정하

고 있으며 전환 지불금은 2년간만 지급하며 유기농 전환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유

기농 전환과 관련된 지불금을 수령한 농지는 지원 상에서 제외됨. 유기농 전환 및 관

리는 총 16가지 선택지가 제시되어 있으며, 전환기 유기농과 유기농산물 생산지에 한 

별도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농외활동에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할 목적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농지는 지원 상에

서 제외되며, 관리 조항이 있는 협약이 맺어진 농지에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없음.

□ 고위시책(Higher Tier Scheme)13)

❍ 중위시책과 마찬가지로 협약은 자경, 임차인, 지주, 허가 받은 자를 상으로 함. 적격 

상 등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유사하나 지급 상 농지 및 산림 등에서 충족해야 하는 

규격이 중위시책에 비해 엄격함. 

❍ 지급 상 농지는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함: 1) 농지(경작이 가능한 농경지, 영구 초

지, 영구 작물(permanent crops)), 2) 보호 구역(SSI, SAC, SPA, 람사르 지역), 3) 토

지 우선 서식지(a terrestrial Priority Habitat), 4) 우선종을 지원하는 농지, 5) 평균 

규모가 0.5ha이고 수목 아래를 기준으로 최소 평균 너비가 20m, 높이가 5m 이상, 토

지의 20% 이상이 임관되어 있는 삼림지. 

13)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2020b)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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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의 경우 전체 면적의 20% 이하로 공공용지를 제한하였으며, 0.5ha를 초과하지 않

아야 함. 

❍ 만약 토지가 BPS에서 방목지 명목으로 지원받고 있다면, Woodland creation main-

tenance(WD1) 혹은 Woodland improvement(WD2) 활동을 선택할 수 없음. 

❍ 협약 체결을 위한 최소 면적 기준은 따로 없으나 개별 선택사항별로 최소 면적이 있을 

수 있음.

나. 지급요건

❍ 협약 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나 단체는 상호준수(cross-compliance)를 이행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며, (1) 야생 동식물 서식지 복원 및 보존, (2) 농업을 통한 수질오염 

감소 활동, (3) 숲 조성 및 관리, (4) 홍수 예방활동, (5) 농촌지역 역사적 환경자원 보존, 

(6) 농촌지역의 경관적 특성 보존, (7) 농촌지역 유전자원 보존, (8) 농촌에 한 교육적 

체험활동 지원 등을 수행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급 받음(임영아·조원주 2017).

❍ 정책사업은 중위시책과 고위시책으로 구분되며, 그 외에 자본투자지원, 역사적 건축물 

복원 지원, 산림 지원, Catchment Sensitive Farming, 촉진 기금 등의 내용이 포함되

어 있음. 

중위시책(Mid Tier) 고위시책(Higher Tier) 자본투자지원(Capital Grant)

- 모든 지역

- 단순한 활동 내용

- 5년 협약

- 64개 선택활동

- 67개 자본투자활동

- 특정 대상 지역 설정

- 세부적인 활동 내용

- 5년 이상 협약

- 107개 선택활동

- 110개 자본투자활동

- 2년간 지원

- 모든 사업 대상

활동내용과 지급액은 모든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됨

<표 3-7> 농촌관리 정책 사업 내용

자료: 김태연 외(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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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Application) 및 절차

❍ CS에 지원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산림 소유자, 토지관리자는 우선 다양한 종류의 다년

간 활동 및 자금투자를 선택14)해야 함. 이때, 지원자는 해당 지역에 가장 필요한 활동 및 

자금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 권장됨. 

- 올해부터는 야생동물에 한 새로운 지원정책이 추가되어 capital works 없이 중위

시책 협약에 포함되는 다년간 활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음. 

❍ 제시된 활동을 선택하면 점수 및 순위가 매겨지는데 이를 기반으로 협약 상자로 선정

될 경우 다음 해 1월 1일부터 활동을 시행해야 함.

- 기존 제도인 ES와의 차이점은 사업예산이 허용하는 한 신청을 받고 심사 후 지급하였

으나, 현재는 신청 기간을 정해놓고 접수된 서류를 토 로 심사 후 지불금을 지급하

는 경쟁 방식을 도입하였음. 

- 유기전환 및 관리는 별도의 점수제를 통한 선정방식 신 예산이 있으면 모두 선정하

고 있으며 전환 지불금은 2년간만 지급하며 유기농 전환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유기농 전환과 관련된 지불금을 수령한 농지는 지원 상에서 제외됨. 

- 야생동물에 한 활동 역시 점수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관련 적합 기준을 충족하면 

협약 상자로 선정되고 있음. 

❍ NCA(National Character Area)를 도입하여 전국을 8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 내 

세부 지역별 중요 환경보존 자원의 내용과 활동을 제시함. 

- 지역 내 활동은 중요활동(Top-Priorities) 기타활동(Other Priorities)로 구분되며, 

제도 도입에 따른 환경편익을 극 화하기 위해 중요활동을 중심으로 보존계획서를 

설계할 경우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음. 

14) https://www.gov.uk/countryside-stewardship-grants?page=1에서 활동 목록 및 지급 금액, 이행 내용

과 같은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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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급 상자 선정을 위한 점수 적용은 기본점수(Basic Score), 추가점수

(Additional Score)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 중요도에 따라 점수 배점 차이가 크게 나

므로 NCA에서 제시된 활동 중 중요도가 높은 활동을 선택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요구됨. 

- 기본점수는 NCA 맵에서 해당 지역의 농지에서 시행해야 하는 활동 및 자본투자 활

동에 해 제시된 점수로 구성되어 있음. 상(High: 1,000점), 중(Medium: 100점), 

하(Low: 10점)으로 우선순위 가중치를 두었음. 선택된 활동이 적용되는 농지의 규

모, 기타 단위를 적용하여 가중치를 두는 관리점수와 해당 활동에 적용되는 양을 고

려하는 자본점수로 구성되어 있음. 

- 추가점수는 촉진기금이나 유역관리 사업에 포함되는 경우 획득할 수 있는 점수지만, 

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적음.

❍ 중위시책협약과 고위시책협약은 지원 시기가 상이함. 2018년 공고를 기준으로 중위시

책협약의 지원 시기는 1월 중순 경 공고를 내고, 8월 말에 서류 제출을 마감함. 고위시책

협약은 1월 중순 경 지원 공고를 시작으로 10월에 일정이 마감됨. 이때, 모든 협약 사항

은 Natural England의 서명을 받은 후 다시 Natural England로 제출되어야 승인이 

완료됨. 

❍ 사업의 협약기간은 5년 단위이고, 수질관리를 위한 자본투자는 2년 협약임. 그러나 고

위시책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협약이 유지되는 활동이 있음. 아래

에 제시된 옵션은 20년 동안 협약을 유지해야 하는 활동임. 

- 경작가능 토지 내 간조 및 염성 서식지 조성

- 무개입성 간조 및 염성 서식지 조성

- 집중 토지 내 간조 및 염성 서식지 조성

- 물 수용 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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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유형

생물다양성
서식지

종

용수

수질

홍수 및 해안 위험 
관리

역사환경

지정 역사적· 
고고학적 유적 

미지정 중요 
역사적· 고고학적 
유적

산림
산림 관리

산림 조림

경관

다양한
환경 편익

<그림 3-6> 영국 전국 지역특성 제공 예시: 북동 잉글랜드 지역

자료: UK Government(2017) 내용을 재구성함. 임영아·조원주(2017) 재인용.

❍ 약자는 최초 협약일로부터 최  7년까지 협약을 연장할 수 있음. 이 때, 협약은 1년 단위

로 연장에 한 동의를 진행함. 협약 연장을 원하는 협약자는 당해 계약이 만료되는 시

점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연장 요청을 해야 함.

❍ 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5월 15일까지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자본투자에 한 

지급금은 작업 완료 후 한 번에 지급신청을 하거나, 사전에 단계별 작업 협약 후 최소 

500파운드 이상의 지출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만약 협약자가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드는 경우에도 협약에 명

시된 금액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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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ural England와의 서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 시작일 이전에 

협약자가 사용한 비용에 해서는 지급금이 정산되지 않음. 

❍ 기초지불금(BPS)를 수령하고 있더라도 농촌관리사업 신청이 가능하지만, 농업생산 중

단 시 상에서 제외되며 녹색지불(그린지불금)도 동일한 활동이면 농촌관리사업 상

에서 제외됨.

라. 모니터링

❍ 기본지불제도(Basic Payment Scheme)에 적용되는 조사와 감사 요구는 EU 법에 의

거하여 농촌관리(CS)와 초기 농업환경 관련 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농촌개발프로그램

(Rural Development Programme)으로까지 확 되었음. 

❍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활동에 한 기록과 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활동에 참

여하는 주체 및 협약 하에 지원되고 있는 활동의 적합성 등을 입증해야 함. 

- 협약자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약 또는 제도와 관련된 문서, 정보, 자료, 보고서

를 제공하거나 구두로 설명을 해야 함. 

- 이는 공공기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와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 EU에서 요구하는 증빙 기준을 맞추기 위함임. 

❍ 지원자는 지원자, 사업체, 토지, 다년간 활동 옵션 혹은 자본투자의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해 지원 단계에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협약기간 동안에도 신청한 활동

의 수행여부, 이의 제기, 행정상의 점검 기간 혹은 점검 기간 이후의 상황을 검토하기 위

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기록유지는 효과적인 농장, 삼림 관리 체계를 위한 주요 요소이며 기존의 농장 자료를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특정 활동 지원에 해서는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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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활동에 따라 가축, 양분, 비료 관리 체계, 빗물 및 토양 침식 위험 평가, 토양 검정, 

초지의 종 풍부도 등을 기록해야 함. 특정 활동 선택 시, 풀베기, 목초지 조성, 흙 고르

기, 경운, 경작, 파종, 윤작, 가축방목, 제초제 사용, 배수시설 관리, 유적지 보수 등의 

농가 활동도 기록해야 함.

- 자금투자의 경우 송장 제출을 통해 실제 사용 금액을 증빙함.

- 작성된 기록은 CS 조건에 의해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7년간 보유하고 있어야 함. 

<그림 3-7> 영국 환경식품농촌부에서 제공하는 축산 관련 기록 양식(농가기준)

자료: 임영아 외(2018b) 재인용.

❍ 유기농업 인증 농가에 해서는 ‘유기(organic)’, ‘유기전환기(in-conversion)’, ‘신규 

전환 지원기(applying for a new conversion)’ 단계별로 다른 기록유지에 한 요구

사항이 다름.

- 유기의 경우 모든 지원자가 반드시 유효한 유기농업 인증서와 DEFRA에서 승인한 

OCB(organic control body)를 지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또한 매해 시행되는 

OCB 조사 보고서가 조사 시 요구되며 필요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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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 지불금(conversion payments)의 경우 유효한 인증서와 일정, OCB에서 승인 

전환 계획이 첨부되어야 하며, 이후 매년 이루어지는 지불금 청구는 유효한 유기농업 

인증서와 계획 일자를 제출해야 함. 또한 완료 및 OCB에서 승인한 전환 계획은 농촌

관리(CS) 유기농업 옵션에 따라 진행되는 지원을 위해 기입된 모든 토지 및 경영체를 

포함해야 함. 

- 아직 OCB에 등록하지 않았고, 초기 검사 및 OCB에서 승인한 전환 계획을 완료하지 

않은 신규 전환(new conversion) 신청은 전환 시점으로 인해 웹사이트에서 유기농

업 실행 가능성에 한 계획을 작성해야 함. 최초의 지불금 청구 시 OCB가 승인한 전

환 계획(유기 옵션으로 진행되는 지원을 위해 기입한 모든 토지와 경영체를 포함)을 

제출해야 하며 유효한 유기농업 인증서와 일정을 제출해야 함. 

❍ 일부 다년 활동 옵션과 자본투자의 경우 지원서, 지불금 청구, 기록유지 요구사항을 충

족시키기 위해 사진 증빙이 필요함. 

- 지원 단계에서는 특정 특징 혹은 장소에 해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 사진을 요구함. 

따라서 지원자는 개별 활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미리 확인해야 함. 

- 협약 시행 단계에서는 제시된 자본투자 항목에 해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 사진을 제

출하여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를 증명해야 함. 사진을 통한 증빙이 어렵다면 

기술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송장(invoices) 혹은 다른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허용됨. 

- 지급금 청구 단계에서는 다년 활동 옵션 협약자 중 일부를 표본으로 하여 날짜가 기재

되어 있는 사진을 제출하도록 요청함. 사진을 제출하도록 요청받은 협약자는 촬영해

야 하는 활동, 촬영 날짜, 사진 제출 날짜가 통보됨. 

- 지급금 청구 단계에서 자본투자 협약자는 활동 수행이 완료된 후 날짜가 기재되어 있

는 사진을 지불 청구서와 함께 송부해야 함. 완료 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활동(예 

: 콘크리트 작업, 지하 배관 설치)은 반드시 사진을 제출해야 함. 이때, 협약자는 개별 

자본투자 항목의 지침을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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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증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인화된 사진, 디지털 사진에 동일하게 적용됨. 

- 사진은 환경적 특징, 토지 관리 옵션, 그 외 활동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하며 디지털 사진의 경우 확장자(JPEG), 사진 크기(600×400), 파일크기

(400KB)와 관련된 기준이 있음. 한편, 인화된 사진은 15cm×10cm 이상이어야 한

다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 권장되는 비료관리시스템의 이용은 ‘비료를 적게 사용하여 초지로 경작 가능하게 전환

(SW7)’ 활동과 같은 일부 농촌관리(CS) 옵션의 적격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요구사항임. 

이에 해당하는 협약자는 (1) 전체 농장에 해 권장비료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2) 협약 개시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권장비료관리시스템을 채택하기 위

한 자문을 구함, (3) 저투입농법을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함. 

- (1)을 증명하기 위해서 각 필지에 해 질소 및 인산비료 사용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

하고, 5~7년마다 정기적인 토양검정을 실시함. 

- (2)는 Farming Advice Service 웹사이트를 통해 구할 수 있으며, 협약자 자비로 조

언을 구할 수 있지만, 농학자나 기타 고문의 도움을 받아야 함. 

- (3)은 협약자가 ① 토지의 80% 이상이 초지, ② 동물에 의해 직접 토지에 적용되는 것

을 포함한 유기질 분뇨가 1년에 100kg N/ha 이하, ③ 90kg N/ha이하의 제조 비료 

사용, ④ 농지에 유기분뇨를 옮기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유거수(runoff) 및 토양침식 위험 평가의 경우 경사도와 같은 내재적 위험, 근접성 및 수

체와의 연결, 과거 유거수 발생 이력 등을 고려한 위험 관리와 관련된 평가 및 기록을 유

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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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유거수 및 토양침식 평가를 위한 기록표

자료: 임영아 외(2018b) 재인용.

❍ 토양 샘플링은 샘플링 지침에 따라 협약자가 자체 비용으로 토양 표본을 제출해야 하며 

분석은 물 산성도(pH), 이용 가능한 인(P)이 포함됨. 이 토양 분석은 협약을 체결하기 위

한 기준이 되는 정보이며, 첫 번째 지불금 청구일보다 늦지 않게 제출해야 함. 

- 토양 채취일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하며, 토양 분석 보고서는 화학 성분 

분석 결과와 함께 농지(필지)의 세부 사항, 농장 위치 및 시료 채취 깊이 등을 지정해

야 함. 이와 함께 토양 분석 보고서의 사본도 농장 기록의 일부로 보관해야 함. 

- 토양 채취 및 분석은 협약 기간 동안 Natural England 직원 혹은 농촌지불청(RPA) 

조사관이 현장 방문 혹은 조사를 통해 수행할 수 있음.  

❍ Natural England에서는 지원 및 신청 단계별로 지원서, 증빙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지원에서부터 전체 협약 기간 동안의 적합성에 해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함. 이 

때, 정부는 확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 협약자를 상으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고지 

후 다년간 활동 협약에 한 관련 기록, 사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필요에 따라 기록 확인 이외에 실시되는 RPA 혹은 Natural England 소속 직원의 현

장 방문을 통한 육안 점검, 매년 RPA에 의해 수행되는 규정준수 조사도 모니터링의 

일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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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방문은 불시 점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방문한 직원이 필요에 따라 요청

하는 토지, 부지, 장비 또는 문서와 관련된 서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마. 협약 위반과 관련된 사항의 관리

❍ Natural England에서 협약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위반한 사실을 적발할 경우 

지급액을 줄이거나 반환해야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위반사실에 

한 추가적인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또한 협약자가 지급금과 관련된 자료 및 서류 제출 기한을 어길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보류, 지연시키거나 감액을 할 수도 있음. 만약 관련 서류 제출이 과도하게 지연될 경

우 해당 지급금의 지급 청구 전체가 거부될 수도 있음.

- Natural England는 협약된 토지에 해 같은 활동으로 인한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다년 옵션의 지급 요율에 한 조정 권리를 가지고 있음. 

- 협약 위반은 위반의 심각성, 상 적인 중요성, 기간, 재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액

이나 벌금이 결정됨. 위반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  2년간 다른 농촌정책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음. 

❍ 지급금 감액은 (1) 협약 상자가 소유한 농경지를 모두 보고하지 않았거나, 비농경지 

면적을 농경지로 보고한 경우, (2) 적합하지 않은 농경지 및 협약 상자가 관리하지 않

는 토지를 보고한 경우, (3) 선택한 활동에 한 관리 요구사항 미이행, (4) 실제 사용한 

자본투자 이상의 금액 제출, (5) 상호준수(cross-compliance)가 가능한 곳에 한 활

동 미이행 등의 경우에 적용됨.

❍ 벌금은 (1) 다년간 활동 협약과 관련된 서류 제출기한 초과, (2) 다년간 활동 협약에 한 

지급요청 시 협약 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경지, Rural Development 협약 하에 있

는 비농경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실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농경지 면

적을 과  신고하여 지급요청을 한 경우, (4) 협약 상자가 상호준수의무 사항 혹은 요

구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의 경우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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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협약자가 환원해야 하는 지급금을 환원 명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환하지 못

할 경우 Natural England는 미상환 금액에 해 영국은행의 기본 이율에 1%를 가산

하여 일별로 이자를 부과할 권리를 가짐. 

❍ 협약자가 협약 상 토지를 모두 보고하지 않았거나, 협약 상 토지 이외의 면적에 한 

지불금을 신청하였을 경우 벌금을 받음. 벌금의 규모는 토지 면적을 고려하여 산정됨. 

- 토지 면적을 50% 이상 초과 보고 했을 경우 벌금을 100% 이상 부과하는 경우도 있

음. (예 : 옵션 AB1 하에서 10ha에 한 적격 토지에 한 지불을 요구했으나 실제 

3ha만 적용 가능할 때 초과 보고된 토지의 면적 차이가 7ha 일 경우)

❍ 협약자가 비용을 과다 청구하였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이 때, 초과 금액이 적

정 비용의 10% 이하인 경우 지급액은 초과 금액과 적정 비용의 차이만큼 감액되지만 

10% 초과된 경우 지급액은 초과 금액과 적정 비용의 차이만큼 감액되는 것은 물론 차액

에 해당하는 벌금이 적용됨. 

❍ 지급금 감액, 벌금 모두 불가항적이거나 예외적인 사항에 해서는 Natural England

에서 개별적으로 조사를 수행하여 감액 상에서 제외하거나 부분적인 감액, 벌금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함.

- 협약자가 불가항력 혹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의무를 준수하기 힘은 경우 당국

은 협약자가 그러한 상황에 처한 일자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로 서면 통보를 

받아야 함. 

- 불가항력 혹은 예외적인 사항은 (1) 협약 시행자가 사망하였거나 장기간 활동이 불가

능한 경우, (2) 토지나 자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3) 

가축 시설의 붕괴 사고, (4) 협약자의 작물, 나무 또는 가축의 일부 또는 전체에 영향

을 미치는 유행병 창궐, (5) 지급금 신청 당시에 예상될 수 없었던 토지나 자산의 몰수 

등이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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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CS 협약 시행자의 기본 준수 사항

❍ 일반 준수사항

- 물건 저장 및 투기를 하기 위해 협약 시행 토지(Agreement Land)를 평준화하거나, 

채우거나, 사용할 수 없음.

- 협약 시행 토지 내에서 (작은 수목이나 절단한 부분을 포함하여) 소각할 수 없음.

- 협약 시행 토지 내에서 바퀴 자국 내기, 렵, 다짐(compaction)과 같은 지면 교란

(ground disturbance)을 유발시키는 농지 운영 또는 적체를 할 수 없음.

❍ 역사적 자원 보호

- 농가환경기록(Farm Environment Record, FER)과 역사적·농가환경기록(Historic 

Environment Farm Environmental Record, HEFER)에 표시된 자원과 Natural 

England가 협약 시행자에게 추가하도록 조언한 자원의 경우 훼손행위를 할 수 없음.

❍ 생울타리

- 당해 윤작을 하는 농지를 포함한 협약 시행 토지의 내부 및 접경 지역 생울타리

(hedgerow)의 50% 이상을 절단할 수 없음.

- 도로나 농로변(trackside)과 같이 공공 안전과 관련된 경우에는 생울타리를 매해 또

는 더 자주 절단 가능함.

- 협약 시행 토지 내부 및 접경 지역 모든 생울타리는 FER에 기록되어야 함.

❍ 방목 관리

- 시책 중 다년 선택지의 다음 목록은 방목 활동을 제한함.

- 해당 활동 예시: 고위시책-AB1, AB6, AB7, AB13, BE4 등, 중위시책-AB1, AB6, 

AB7, AB13, GS1, GS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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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소취약지역

- 협약 시행 토지가 질소취약지역(Nitrate Vulnerable Zone, NVZ)에 속하는 경우 

NVZ와 CS 이행 사항을 동시에 준수해야 함.

- 두 이행 사항 중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함.

❍ 용수 관련 농업 규칙

- 2018년 4월 2일부터 새롭게 CS 협약 시행자는 용수 관련 농업 규칙(Farming Rules 

for Water)을 기본적으로 준수하도록 요구됨.

- 용수 관련 농업 규칙은 NVZ, 기본 지불금, CS 및 ES 이행에 모두 적용됨.

- 퇴·액비(manure), 비료, 토양이 수로로 유입되는 것(용수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

치로 (i) 유기질 퇴·액비(1가지 이상의 동물, 식물, 인간으로부터 발생한 물질을 이용

해서 만든 것) 또는 화학비료 사용·적체, (ii) 파종 및 수확, (iii) 토양 관리-예) 경운 또

는 피복작물(빗물이 직접적으로 토양에 닿지 않도록 막아주는 잎을 가진 모든 식물) 

심기, (iv) 토지 내 가축 관리가 해당됨.

❍ 상호준수 요구사항

- 기본지불금, CS, ELS(유기 ELS 및 중산간지역 ELS를 포함), HLS(유기HLS 및 중산

간지역 HLS를 포함, 단 2007년 6월 1일 이전 시행 협약은 제외), English 

Woodland Grant Scheme의 산림관리보조금 및 농가산림지불 이행에 있어서 준수

가 요구됨.

- 용수, 토양 보호 및 탄소저장, 경관보전과 관련한 우수농업환경조건(Good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 GAEC)을 유지해야 함.

- 환경, 공공 및 식물 보건, 동물 보건 및 복지, 가축 확정 및 추적에 관한 법적관리기준

(Statutory Management Reguirements, SMRs)을 준수해야 함.

- 협약 시행자는 1년간 협약 시행 농지 여부에 관계없이 본인이 경작하는 모든 농지에 

해 상호준수를 지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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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급한 경작 농지는 영국 내부에 있는 농지를 의미하여 (i) 영농활동에 사용, (ii) 산림

으로 사용, (iii) 농촌개발 지불금을 수령하는 비영농 토지(예, 해수 소택지), (iv) (실제 

수령에 관계없이) 기본지불금을 받는다고 선언된 토지가 해당함.

- 고위 시책 중 산림 지역 협약을 이행하는 CS 협약 시행자의 경우에는 다년 지불금 지

급에 해서 산림 지역에서만 상호준수 여부를 검토하며 SMRs만 적용함. 단, WD1 

지불금 수령과 기본지불금 수령에 있어서는 SMRs와 GAEC를 모두 준수해야 함.

- 만약 CS 매뉴얼과 ‘상호준수 가이드라인’에 차이가 있다면 가이드라인 지침을 우선함.

사. CS 지원 기금(Facilitation Fund)

❍ CS 지원 기금은 농업인, 임업인, 여타 토지 관리자들이 지역 자연환경을 경관 단위에서 

함께 개선하도록 도와주는 사람 또는 조직에 일정 금액을 지불함.

- 여기서 경관 단위는 현존하는 농업환경 및 산림 협약 아래 있는 토지, 공유지, 현재 정

책 상이 되지 않은 토지 등을 모두 포함 가능함.

- 경쟁을 통해 지원 상을 선정하며, 토지 이용자(holdings)들간 파트너십과 단체

(collective) 활동을 통해 개인이 하였을 때 이루지 못하는 환경 효과를 가져오는 경

우에 우선순위를 둠.

❍ 보조가능 금액 및 활동

- 최  보조가능 금액은 관련된 토지 이용자 수와 지원인(또는 기관)이 하는 활동에 따

라 상이함. 4명의 토지 이용자와 관련된 지원인(또는 기관)은 매년 12,000파운드까

지 수령 가능함(토지 이용자당 500파운드+최  운영비용 지원금 10,000파운드). 

- 보조가능 활동: 임금을 포함한 운영비용, 지식 및 전문성 전달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 

실천에 한 직접비용, (협의된 임금으로 고용되었거나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지원인

(또는 기관), 국가 보험 또는 연금 비용, 그 외 운영·여행·회의·부가세·CS 우선순위

를 행하는 데 필요한 활동에 한 교육 비용 등

- 협약은 3년 동안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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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U 유기농 발전 실행계획15)

❍ EU 집행위원회는 2004년 유기농 산업 발전을 위해 첫 실행계획을 채택함. 이 실행계획

은 2013년 시행된 EU 유기농업 정책에 한 영향 평가에서 지적된 몇 가지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작성됨.

❍ 2014년 EU 유기농 발전 실행계획은 2020년까지 세 가지 우선 분야를 주요 상으로 함.

- EU 유기농업인의 경쟁력 강화

- 유기농산물, 유기농업에 한 소비자 신뢰 증가

- EU 유기농 생산 체제의 외부 영역(external dimension) 강화

5.1. 유기농업인 경쟁력 강화

5.1.1. EU 지원정책의 인식 및 시너지 확대

❍ 2014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개정된 공동농업정책은 유기농업인에 적용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농촌개발 프레임워크에서도 유기농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조치를 제시하고 있음. 이외에도 농촌개발을 위한 유럽농업기금(the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지원액의 30% 이상을 유기농업을 포함

한 환경 및 기후 관련 문제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친환경농업에 한 금융지

원을 활성화할 수 있음.

❍ 최근 공동농업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고려할 때, 공동농업정책 내에서 지원 가능한 친환

경농업 정책에 한 농업인의 인식도를 빠르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15) European Commission(2014)을 참고하여 작성함.



86   ❙

❍ 이를 고려하여, 다음의 실행계획을 제시함. 

- 실행계획 1: 집행위원회는 2014년 유기농업인, 가공업체 및 유통업체를 상으로 유

기농 생산, 가공, 무역에 적용되는 규정과 공동농업정책의 지원 정책에 해 소개하

는 문서(an informative document)를 작성하여 발간함.

- 실행계획 2: 집행위원회는 공동농업정책과 관련한 농업인 및 생산자를 위한 정보 조

치에 한 사업지침서에 유기농업을 세부 주제(a specific theme)로 포함함. 

5.1.2. EU 유기농 표시를 포함한 EU 유기농 제도에 대한 인식 강화

❍ 내수 시장과 제3국에서의 EU 농산물에 한 홍보 정책은 유기농산물에 해서도 적용

할 수 있으며, 이는 유기농산물 시장 확 로 이어질 수 있음.

❍ 소비자에 있어, EU 유기농 표시는 유기농산물을 구별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함. 

이러한 유기농 표시에 한 인식도, 신뢰도를 파악하여 내수 시장과 해외 시장에서 어떤 

소비층을 주요 상으로 EU 유기농 표시와 제도에 해 홍보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2008년 이후 농식품과 출장연회 서비스에 한 녹색공공구매 기준이 설정되어 EU 내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해당 기준을 달성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나, 이 기준을 더 높게 설

정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제시한 실행계획은 다음과 같음.

- 실행계획 3: 집행위원회는 유기농 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함으로써 내수 

시장과 제3국에 한 농산물 홍보 활동 규정이 제시하는 가능성에 한 인식을 지속

적으로 개선함.

- 실행계획 4: 집행위원회는 EU 유기농 표시에 한 소비자의 인식도를 주기적으로 조

사하고, EU 유기농업 제도에 한 인식, 신뢰도, 이해도 등에 한 특별 조사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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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계획 5: 집행위원회는 2015년까지 식품 및 출장연회 서비스에 한 녹색공공구

매 기준을 수정하고, 공공구매에서 유기농산물 사용 기준을 예시화한 소개자료를 개

발함.

5.1.3. 유기농 생산방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연구 및 혁신

❍ 유기농 생산방식에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며, 특히 유기 종자,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한 

투입재 공급 등이 주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함.

❍ 단백질 작물(protein crops)에 한 연구는 다른 생산 분야보다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해당 작물에 관한 연구 및 개발 투자는 단백질 작물의 단수를 안정화하고 품질을 개선할 

수 있으며, 농가 등의 소득 증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또한 연구 및 개발을 통해 동물사료(animal nutrition), 사료 효율성 등을 개선하여 지

속가능성, 자원 효율성, 용수 및 토양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관련한 실행계획은 다음과 같음. 

- 실행계획 6: 집행위원회는 2015년 향후 유기농 생산 방식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 및 

혁신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함.

- 실행계획 7: 집행위원회는 Horizon 2020의 관련 있는 포맷을 고려함.

5.1.4. 모니터링 및 평가

❍ 통계 데이터는 유기농업에 한 정책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치사슬에 따라 부가가치가 어디에서 발

생하는지에 한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실행계획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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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계획 8: 집행위원회는 EU의 농업생산에 한 정기 보고서를 발간함.

- 실행계획 9: 집행위원회는 식품공급사슬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분포를 분석하고, 

특히 소농 및 중소 식품기업에 해 유기농 제도에 진입함에 있어 발생하는 주요 장애

물을 분석함.

5.2. EU 유기농산물 생산 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 증가

❍ 집행위원회에서는 2012년과 2013년 10개 회원국과 4개 제3국의 유기농관리시스템에 

한 감사를 시행하였으며, 해당 보고서에서는 주무부처와 승인기관 간 협력 강화가 필

요하다고 제시함.

❍ 수입과 관련하여, 유기농산물 수입 인증서의 전송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전자인증서 시스템을 통해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유기농산물의 추적 가능성을 제

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유기농과 관련한 거짓 행위와 고의적 생산방식 위반 등도 소비

자 신뢰를 위해 감독하여야 함.

❍ 관련 실행계획은 아래와 같이 제시됨.

- 실행계획 10: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승인기관과 주무부처간 협력 및 절차 간소화

를 장려함.

- 실행계획 11: 집행위원회는 TARIC16) 위원회에 TARIC 데이터베이스에 유기농산물 

생산 법령의 요구사항을 통합하도록 제안함.

- 실행계획 12: 집행위원회는 2015년까지 수입을 위한 전자인증서 시스템, 내수 시장

을 위한 전자인증서 접근법을 개발함.

16) EU의 관세, 상업 및 농업 법령 정보가 통합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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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계획 13: 집행위원회는 거짓 유기농 방지 정책 개발 및 시행을 위해 회원국을 지

원함.

5.3. EU 유기농 생산 체제의 외부 영역(external dimension) 강화

❍ EU 유기농산물에 한 무역 활성화는 EU 내 유기농산물 생산자의 이익으로 작용함. 유

기농산물 무역량에 한 자세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이에 한 정보를 확보하고 잠재적 

시장을 식별하여야 함.

❍ 이와 더불어, EU로 수입되는 유기농산물이 EU 유기농 제도에 부합하는지 감시할 필요

가 있으며, 제3 국가에서 EU 유기농 표시를 사용하는 것에 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

축하여야 함.

❍ 개발도상국은 EU 유기농산물의 주요 수입국이므로, 새로운 제도나 생산 방식을 적용할 

때 무역이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기준은 유기농산물 국제 무역의 기준으로 작용함. 따라서 해당 

기준에 한 수정 및 업데이트 작업을 함께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한 실행계획은 다음과 같음.

- 실행계획 14: 집행위원회는 개발도상국의 무역 파트너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함.

- 실행계획 15: 집행위원회는 유기농 선진국간 기준의 수렴성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

여 동등성 협정 가능성을 검토함.

- 실행계획 16: 집행위원회는 개발도상국과 무역량 및 무역액에 한 통계 자료를 분석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를 검토함.

- 실행계획 17: 집행위원회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와 관련하여 수경재배에 한 기준 

개발을 지원하고 유기농 와인 기준 설정 업무에 한 착수 가능성을 검토함.

- 실행계획 18: 집행위원회는 제3국가에서 EU 유기농 표시에 한 보호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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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U 그린딜 내 유기농업부문17)

6.1. EU 그린딜 내 유기농업부문의 역할

❍ 유기농업은 높은 환경기준, 생물다양성, 동물복지 기준 등을 만족하면서 고품질 농산물

을 소비하고자 하는 사회적 수요에 응한 농법임.

❍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과 생물다양성 전략에서는 유기농 관

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두 전략 모두 2030년까지 EU 내 유기농업 면적을 25%까

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이러한 목표는 농약 사용량을 50% 감축하고 10%

의 농지를 생물다양성이 높은 농지로 만들겠다는 목표와 연계됨.

❍ 유기농업 활성화는 생물다양성 확보, 농가소득 증가, 소비자의 환경에 한 가치 인식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음.

6.2. 유기농업 관련 실행계획

❍ 향후 제안될 실행계획은 2030년까지 EU 내 농지의 25%를 유기농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음.

❍ 실행계획은 회원국이 유기농산물에 한 수요와 공급 활성화를 지원하고, 홍보 활동, 녹

색공공구매, 목표 달성 과정의 어려움 해결 등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이

러한 활동은 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예정임.

- 소비자의 신뢰 확보에 기반한 유기농산물에 한 수요 활성화

- 유기농업 확  지원

17) European Commission(2020)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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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생물다양성 보호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에 응한 유기농업의 

역할 강조

6.3. 유기농업을 위한 새로운 법적 규정(legal framework)

❍ 현재 법적 규정은 2007년 마련된 Council Regulation 834/2007에 근거하고 있으며, 

유기농업의 원칙, 목표, 유기농 생산 규정, 유기농 인증 표시 등에 한 내용을 포함함.

❍ 새로운 유기농업 규정은 유기농업부문의 변화한 특성 반영, 생산자를 위한 공정한 경쟁 

구조 마련, 거짓 인증 방지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수립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

과 같음.

- 유기농산물 생산 규정 간소화

- 전 공급망에 걸쳐 유기농산물 관리 시스템 강화

- 제3국가의 생산자 또한 EU 내 유기농산물 생산자와 동일한 규정 준수

- 인증 상 품목 확 (예: 소금, 코르크 등) 및 인증 규정 신설(예: 사슴, 토끼 등)

- 단체인증을 통해 소농의 친환경 인증 간편화

- 비승인 물질로 인한 비의도적 감염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일관된 접근법 마련

- 시설 내 분리 재배조(demarcated beds)를 통한 생산의 단계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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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업환경정책 이행을 위한 영농법 및 농가 자료 활용

7.1. 미국 NRCS의 보전영농법 자료 제공18)

❍ 미국의 경우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NRCS에서 보전영농법

(conservation practices) 기본 정보를 제공함.

- 국가 보전영농법 기준(National Conservation Practice Standards)을 정하여 제

공하고 있지만, 주별로 상이한 환경에 따라서 실제 보전영농법이 적용되는 것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실제 보전영농법 계획, 설계, 설치 등에 활용하지 않도록 제시함.

- 실제 주별 농업환경보전은 주별로 위치한 현장사무소의 기술가이드에 따라서 이행되

도록 규정함.

❍ 새로운 보전영농법 기준은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서 국가 보전영농법 기준 핸드북

(National Handbook of Conservation Practices: NHCP)을 통하여 공유됨.

- 가장 최근 갱신된 정보는 NHCP Notice 171로 2020년 10월 1일부터 적용됨. 댐, 

배수로 관리, 사료작물 수확 관리, 지하수 검사, 수변 산림 여과 , 우물 등 다양한 기

술에 관한 갱신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보전영농법 물리적 효과(Conservation Practice Physical Effects: CPPE)를 명시하

여 각 기술의 적용 가능 범위 및 효과를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함.

- CPPE에서의 물리적 효과는 ‘5 상당 개선(substantial improvement)’에서  ‘-5 상

당 악화(substantial worsening)’로 표시됨.

- 예를 들어, 동물, 사람, 교통수단, 그리고/혹은 설치시설의 접근을 한시적 혹은 영구

적으로 배제하는 ‘접근 관리(access control)’ 기술은 침식 관련 효과는 1~4로 계측

18) USDA NRCS. “Conservation Practice Standards.” 

<https://www.nrcs.usda.gov/wps/portal/nrcs/main/national/technical/cp/>. 검색일: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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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이에 빈해, 용수부족 관련 효과 부분에서는 관개용수 불충분 이용에 해서는 적

용이 불가능하여 0의 효과를, 불충분한 수분 관리에서는 3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명시됨.

❍ 또한 각 영농보전법과 관련한 흐름도를 제시하여, 직·간접적인 효과 및 누적 효과의 인

과관계를 이해하도록 정보를 제공함.

- ‘접근 관리’의 경우, 보건, 국내 동물 및 야생생물에는 긍정적 누적 효과가 있으나, 야

생동물 개체수 및 생물다양성, 소득 및 소득 안정성에서는 긍정적/부정적 누적 효과

가 있다고 명시됨(<그림 3-9>).

<그림 3-9> 미국 NRCS 보전영농법 효과 네트워크 흐름도 예시: 접근 관리

자료: USDA NRCS. “Conservation Practices.” <https://www.nrcs.usda.gov/wps/portal/nrcs/detailfull/national/ 

technical/cp/ncps/?cid=nrcs143_026849>. 검색일: 2020. 12. 10.



94   ❙

7.2. EU의 농가경영자료네트워크(Farm accountancy data network,이하 FADN)

❍ EU의 FADN 자료는 우리나라의 농가경제조사와 유사하며, 유럽 농가들의 소득과 경영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공동농업정책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 EU의 FADN의 법적 기반은 1965년 제정된 유럽의회 규정 79/65/EEC이며, 이후 

2018년까지 지속하여 개정됨. 유럽의회 규정 79/65/EEC와 이후 수정된 규정에 나타

난 FADN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음.

- 농업 경영체들의 회계 관련 정보 수집

- 공동농업정책 하의 보조금 수준 조정

- 공동농업정책의 정책 효과 분석

- 현재 존재하는 공동농업정책의 수정이나 새로운 수단 도입

❍ FADN은 EU가입국의 부분 농업활동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최소 규모 이상19)의 상업

농(commercial farm)을 상으로 하며, 2018년 표본 수는 유럽 28개 국가에 위치한 

83,258 경영체임20). 표본 설계는 지역, 품목, 농가 규모를 바탕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유럽의회 규정 (EC) No 1242/2008에 규정한 분류 기준(topology)에 명시되

어 있음.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대표농가 수 4,801,332 4,639,797 4,643,177 4,586,135 4,035,682

참여 농가 수 82,738 82,411 83,653 84,327 83,258

최소 경영 규모(유로) 2,000 2,000 2,000 2,000 4,000

<표 3-8> FADN 참여 농가 수 및 기준

자료: https://agridata.ec.europa.eu/extensions/DashboardFarmEconomyFocus/DashboardFarmEconomyFocus. 

html(접속일. 2020.11.15.)

19) 표준 산출물(Standard output)로 계측된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회원국의 농업 여건을 고려하여 표준 산출

물 기준을 회원국에 따라 달라짐. 여기서 표준 산출물은 농가수취가격과 판매량을 곱한 것을 의미함.  

20)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 웹페이지를 참조 바람. 

https://agridata.ec.europa.eu/extensions/DashboardFarmEconomyFocus/DashboardFarmEconomy 

Focus.html (접속일.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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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DN의 1000개 이상의 변수들에 관한 자료 제공함. FADN자료는 회계자료와 관련 

물량 정보 그리고 소득과 재정적 지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략적인 구성은 아래 표

와 같음.

목록 정보 목록 정보

A 일반적인 정보(general information) I 부가가치세(VAT)

B 농가 구조 및 단수(structure and yields) J 보조금(Grants and Subsidies)

C 구체적인 노동력(labour detail) K 생산(Production)

D
가축 두수 및 가치(Livestock numbers and valu-
ation)

L 쿼터 혹은 기타 권리(Quotas and other rights)

E
가축의 구입 및 판매(Livestock sales and pur-
chases)

M 보상금(compensatory payments)

F 비용(Costs) N
구체적인 가축 구입 및 판매(Details of Livestock 
sales and purchases)

G 자본(Capital)
SE

기타 소득 및 재정관련 지표(Income and financial 
indicators not mentioned elsewhere)H 구체적인 부채(Debt detail)

<표 3-9> FADN 자료 개괄

자료: Neuenfeldt &  Gocht(2014)의 자료를 번역함. 

7.3. 미국의 농업자원관리조사(The Agricultural Resource Management 

Survey, 이하 ARMS)

❍ 미국의 ARMS는 미국 농가들의 경작 방법, 자원 활용, 경제적 웰빙에 관한 미국 농무부

의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또한 실제 농업 관련 가격 지수, 방제 전략, 위험 

관리, 유제품 비용 추정에 관한 정책에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공식적인 지

표들(농가의 재정, 생산비용, 생산성, 화학 투입재 사용)을 계측하는 데에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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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dity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Apples                      
Corn           2,3         2,3

Soybeans   2,3           2,3      
Cotton         2,3       2,3    

Winter wheat             2,3        
Spring wheat             2,3        
Durum wheat             2,3        

Potatoes                      
Rice     2,3               2,3

Sorghum (milo) 2,3               2,3    
Tobacco                      

Sugar beets                      
Peanuts     2,3                

Sunflowers                      
Oats                      

Barley 2,3               2,3    
Cow-calf               3      

Hogs          3          3  
Dairy           3         3

Broilers 3                    
Landlords 
(TOTAL)

      4              

<표 3-10> 최근 10년간 ARMS 조사 품목

주1: 2는 Phase II, 2,3은 Phase II와 Phase II를, 3 은 Phase III를 의미함. 마지막으로 4는 임 , 소유, 농지 전환에 관한 

조사(Tenure, Ownership, and Transition of Agricultural Land Survey, TOTAL).

주2: *는 예정된 조사를 의미함. 

자료: https://www.ers.usda.gov/data-products/arms-farm-financial-and-crop-production-practices/documentation/ 

(접속일 2020.11.15.)

❍ ARMS 자료는 Phase II와 Phase III로 구성되어 있으며, Phase II는 우리나라의 농산

물생산비조사, Phase III는 우리나라의 농가경제조사와 유사하지만, 우리나라 농가경

제조사나 농축산물생산비 조사에 비해 유동적이며 폭넓은 정보를 제공함.

- 조사 상의 모집단은 미국의 농업총조사(The Census of Agriculture)이며, 전 연

도의 농업 생산물이 최소한 1,000달러 이상인 농가만을 상으로 하며, 농가의 특징

과 지역을 고려하여 매년 30,000 농가 혹은 경영체를 상으로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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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ARMS 자료는 반복횡단면자료, 즉 같은 질문은 매년 다른 농가에게 질문하여 

얻은 자료이며 매년 다른 품목을 조사하고 품목별 조사 상 주(state)도 상이하여, 

품목별·농가별 자료의 연속성은 상 적으로 떨어짐. 

❍ 우선 ARMS Phase III는 농가 경영과 관련된 비용-편익 보고서(Costs and Returns 

Report)의 형식으로 되어 있음. 2012년부터 일반적인 비용-편익보고서와 더불어 특정 

품목에 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확장된 비용-편익 보고서를 추가로 제공함. ARMS 

Phase III의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농경지 면적: 농장/목장 면적, 임차형태, 임차지 및 자작지 면적, 임  소득 및 임

료, 농경지의 특징(관개여부, 보전관리, 해충 발생 여부, 보험가입 여부 등)

- 수확 면적 및 수확량: 수확면적, 총 생산량 및 투입재로 사용된 비중, 현금 판매량, 소

득 등

- 축산물 재고 및 판매: 총 사육 두수, 판매 수량, 소득, 가축의 계약 사육 여부 등 

- 미수금계정 및 후지급결제, 정부 보조금, 기타 농장 관련 소득

- 운영과 자본 비용: 중간재비, 세금, 자본 비용 등

- 농장 자산 및 부채

- 농가 및 경영주의 특징(나이, 교육 수준, 농업외 소득 등), 농가 운영의 방식(소유권, 

농장 개수, 가구원의 노동 투입시간) 등

❍ ARMS Phase II는 우리나라의 농가경제조사와 농산물생산비조사의 관계와 같이 

ARMS Phase III에 속한 농가들의 표 필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생산에 사용된 자산, 

중간재 그리고 기술 등을 조사함.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경작지의 특성: 경작지 면적, 소유 관련 정보, 토지 이용 금 지급 방식, 종자의 특성

(종자 처리, GMO, 방제 관련 특성 등), 파종 도, 경사도, 과거 5년 동안 경작된 품

목, 수확 여부 등의 내용

- 영양소 및 비료 사용: 영양소 및 비료의 종류, 사용량, 사용방법, 비용을 포함하여 토

지의 유기물 함량 실험 유무 및 결과 등을 포함한 양분관리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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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학적 방제 및 농약: 제품 명 및 형태, 면적, 살포시기 및 횟수, 그리고 비용 등 방

제관련 내용 포함. 

- 병해충 관리: 방제 관련 활동 내역과 효과에 한 상세 내용, GMO 사용 여부 등 앞서 

언급한 생물학적 방제 및 농약 사용에 한 구체적인 정황 및 방제 활동에 해 설문

- 농작업 및 농업 서비스: 농작업에 투입된 기계 및 노동 투입량, 생산에 사용된 농업관

련 서비스(농작업 행, 컨설팅, 농업 관련 데이터 사용 등)의 종류·양·비용의 등

- 관개 용수: 관개 면적 및 관개 시스템의 특징, 연료비, 물 구입량 및 사용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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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가치 평가 및
소비 트렌드 분석4

1. 유기농업의 환경 및 자원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을 제외한 부분의 국가에서는 친환경인증 정책이 ‘유기농’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유기농업의 기능과 가치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룸.

❍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의 법적 정의는 여전히 투입재 중심의 생산방식만을 반영하고 

있어, 친환경적 생산방식을 제한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99호)에

서는 “친환경농업”21)을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

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

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함.

21) 실제 법령에서는 농어업을 다루고 있으나, 이해의 편이성을 위해 여기서는 농업만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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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정의에서는 생물 다양성 증진, 토양의 생물적 순환 촉진, 농업생태계 보전과 같은 

생태적 기능을 친환경농업의 ‘목적’으로 두되,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화학자재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하여 실체 친환경농업 생산방식에 해서는 저투입 농법

만을 반영하고 있음. ‘건강화 환경’이라는 용어가 먹거리 및 정서적·사회적 건강성을 

반영하는 용어일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건강한 환경도 결국 저투입 농법의 결과로 나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생산 방식을 제한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EU의 경우에는 “유기농 생산(organic production)”에 해서 “최상의 환경 영농

법, 높은 생물다양성, 천연자원 보전, 높은 동물복지 기준 적용, 천연 물질과 공정 생

산물에 관한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한 생산법을 고려한 농가 관리 및 식품 생산 종합 

시스템(Organic production is an overall system of farm management and 

food production that combines best environmental practices, a high level 

of biodiversity, the pre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the application of 

high animal welfare standards and a production method in line with the 

preference of certain consumers for products produced using natural 

substances and processes)”로 정의하고 있어 유기농 생산을 투입재 사용뿐만 아

니라 환경 영농법의 적용, 생물다양성 및 천연자원 보전, 천연물질과 공정을 거친 식품

에 관한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농법을 적용한 생산 방식으로 이해함을 보임(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2007).

-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서도 “유기농업(organic agriculture)”을 “토양, 

생태계,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는 생산체계로, 투입재 이용의 부작용보다 지역 조건에 

부합하는 생태학적 과정, 생물다양성과 순환에 기반(Organic Agriculture is a 

production system that sustains the health of soils, ecosystems, and 

people. It relies on ecological processes, biodiversity and cycles adapted 

to local conditions, rather than the use of inputs with adverse effects.)”하

며 “전통, 혁신, 과학을 결합하여 공유되는 환경 편익을 높이고, 모두를 위한 공정한 

관계와 좋은 삶의 질을 증진한다(Organic Agriculture combines tradition, in-

novation, and science to benefit the shared environment and promote fair 

relationships and good quality of life for all involved.)”고 정의하여(IF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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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페이지 2008), 국내 친환경농업의 법적 정의인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을 생산하

는 산업”보다 광의적으로 유기농업을 정의하고 있음.

❍ 관행농과 비교하여 유기농업이 환경 및 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표 4-1>로 요약됨.

- <표 4-1>은 생태계, 토양, 지하수 및 지표수 오염, 지구온난화 및 공기 질, 농장 자원

이용, 동물복지 및 건강, 농축산물 품질에 관한 27개 지표를 제시하고 관행농 비 유

기농업이 우수한 부분을 분류하여 제시함.

- 유기농업은 생태계 식물다양성과 동물다양성, 토양생물다양성과 토양 유실, 지표수 

및 지하수 농약오염, 농약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및 공기 질, 농축산물 잔류농약과 항

생물질 면에서 매우 우수하다고 분류됨.

- 또한 정도는 낮으나 생태계 서식지 다양성과 경관, 토양유기물, 이산화탄소·아산화

질소·메탄·암모니아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 농장 양분 및 에너지 이용, 농장관리 및 

동물 건강, 농축산물 내 질산태 질소·바람직한 물질과 광우병 위험 면에서 우수하다

고 분류됨.

- 그러나 지표의 범위에 따라서는 토양유실, 수체로의 질소용탈 면에서 관행농보다 불

리할 수 있음도 함께 제시되어, 실제 친환경농업 실행에 있어서 주의해야 함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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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 - 0 + ++

생태계

  식물다양성

  동물다양성

  서식지 다양성

  경관

토양

  토양유기물

  토양생물다양성

  토양구조

  토양유실

지하수 및 지표수 오염

  질소용량

  농약오염

지구온난화 및 공기 질

  이산화탄소(CO2)

  아산화질소(N2O)

  메탄(CH4)

  암모니아(NH3)

  농약

농장 자원이용

  양분이용

  물 이용

  에너지 이용

동물복지 및 건강

  농장관리

  건강

농축산물 품질

  잔류농약

  질산태 질소

  곰팡이 독

  중금속

  바람직한 물질

  광우병위험

  항생물질

<표 4-1> 관행농 대비 유기농업이 환경과 자원에 미치는 영향

주: 관행농업 비 -- 매우 불리함, - 불리함, 0 같음, + 우수함, ++ 매우 우수함을 의미.

자료: Stolze et al. 2000,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연구원(2017: 11-1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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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농업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및 한계점

❍ 국내 친환경농업의 가치에 관한 연구는 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 연구와 큰 차이 없

이 진행되었으며 부분 긍정적 의미의 다원적 기능을 다루고 있음(유진채 외 2010; 허승

욱 외 2011; 정학균 외 2015; 김창길 외 2016). 그러므로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선행연구에서의 ‘다원적 기능’과 동일한 용어로 해석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유진채 외(2010)은 유기농업 실천에 따른 공익적 기능(지표)으로 환경오

염 감소(녹조주의보 발생 일수), 생물다양성 증진 기능(제비 마릿수), 문화의 다양성 

증진 및 지역사회유지 기능(농촌 체험 마을 수), 경관개선기능(농촌경관 훼손 수준)으

로 정의함. 

- 허승욱 외(2011)과 정학균 외(2015)는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적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며, 김창길 외(2016)는 유기농업의 환경보전적 기능화 치유기능의 가치를 

분석함.  

-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연구한 국내 연구에서 사용한 친환경농업 기능은 아래 <표 5-2>

과 같음.

❍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친환경농업 혹은 유기농업만의 차별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현재 

활발히 논의 중인 친환경농업 가치와 역할 재정립과 친환경농업에 한 인식 전환과 관련

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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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대상
분석 
방법

가치

유진채 외 
(2010)

환경오염감소
기능

비료·농약 사용량에 따른
오염으로 인한

댐과 호수의 녹조주의보 발생일수

선택
실험법

0~30% 개선:
15,906~22,288원/가구/년

생물다양성 증진 기능
100ha 당 조류 서식 밀도

(제비 마릿수)
13,691~15,123원/가구/년

문화의 다양성 증진 및 지역
사회유지 기능

축제, 체험, 교류활동 증가로 인한
농촌활력 증진

9,599~17,420원/가구/년

온실 가스 감소와 에너지
절약 기능

농업부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5,099~18,987원/가구/년

경관개선 기능
농촌경관의 다양성과 훼손 수준

(연간 15천ha 전용)
9,512~15,355원/가구/년

허승욱 외 
(2011)

친환경농업의 환경개선 효과
가상

가치법
16,385.6원/가구/년

정학균 외 
(2015)

토양·물 관련
토양 비옥도 증진, 토양 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기능, 토양 유실 방지,
효과적인 물이용 선택

실험법

73,853원/가구/년

생물다양성 생물종 보존 등 생물 다양성 유지 62,697원/가구/년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 59,587원/가구/년

김창길 외 
(2016) 

생물다양성

해당 지표 1% 개선
선택

실험법

67.04원/가구/년

토양오염도 -

토양비옥도 105.64원/가구/년

토양유실율 82.56원/가구/년

온실가스 배출량 397.97원/가구/년

수질 258.84원/가구/년

치유기능 514.74원/가구/년

논벼
기준

생물종 보존 등
생물다양성 유지

제비의 해충방제비

대체
비용법

51천 원/10a

진딧물과 해충알의 생물학적 방제비 23천 원/10a

수질개선 질산성 질소 처리 절감비 72천 원/10a

토양의 질 개선

토양 개량 절감비 4.4천 원/10a

무기화비율 가치 48천 원/10a

물순환 121천 원/10a

효과적 물 이용 물 사용량 절감비 106천 원/10a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비 2.3천 원/10a

<표 4-2> 친환경농업의 가치 평가에 대한 주요 국내 연구

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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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환경농업의 구성요소

❍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업의 원칙인 환경성, 건강성, 관계성을 친환경농업을 구성하는 요

소로 정의하고, 각 요소에 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를 계측함22). 

❍ 환경성은 “토양, 물, 기, 생태계 등 농업환경 자원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생물다양성과 

농촌 경관, 전통문화유산 등의 보호가 이루어져, 국토의 생태·환경이 지속가능한 상태”를 

의미함(친환경농업 2030 비전 TF, 2018). 이러한 환경성은 앞서 언급한 연구들에서 주

요하게 논의 및 분석된 내용이며, 지속가능한 농업의 중요 지향점 중 하나임.

❍ 건강성은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섭취하면서 충족되는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모든 과정에서 파생되는 생태·환경적 건강, 정서적(정신적) 건강, 사

회적(공동체) 건강이 충족되는 상태”를 의미함(친환경농업 2030 비전 TF, 2018). 

- 건강성은 친환경농축산물의 안전성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며 앞서 언급한 

환경성과도 매우 접히 연관되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업의 건강성 중 안전한 농식품 공급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

함. 건강성의 정의에 포함된 소비자와 생태계의 건강은 친환경농업 이외 요소에 큰 

영향을 받으며 앞선 환경성과 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임.

❍ 마지막으로 관계성은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주체들 간의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

계”를 의미함(친환경농업 2030 비전 TF, 2018). 

- 현재 친환경농업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아닌 친환경농산물 인증 제도를 중심

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 3자 인증제도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소통할 기회를 제공

하지 못함. 또한 지금까지의 친환경농업 정책 역시 농가의 소득안정과 경영안정화에 

보다 큰 중점을 두고 있음. 

22) 친환경농업의 구성요소는 「2030 친환경농업 혁신 비전: 필요성과 방향」 (친환경농업 2030 비전 TF, 2018)을 

바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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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성의 회복은 소비자와 생산자와 소통의 기회를 확보한다는 의미이며,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우선 친환경농업의 관계성 회복은 농업인들이 소비자들에 한 책임감과 농민으로서

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며, 농업·농촌의 경제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향상 시킴. 그리

고 관계성 회복은 믿을 수 있는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농업·농촌의 중요성

을 인식하게 하며, 소비자들의 윤리적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

능성 향상시킴.

4. 진술 선호를 통한 친환경농업의 가치 평가23)

4.1. 연구 방법

❍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계측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택실험법을 적용하였음. 이는 우

선 친환경농업의 세 가지 구성 요소 각각에 한 가치를 계측하고 이들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임. 또한 세 구성요소를 각각 가상가치법 적용하여 계측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분-전체 편향(part-whole bias)을 극복하기 위해서임(Bateman et al. 1997).  

 

❍ 친환경농업의 세 구성요소(혹은 속성)에 응하는 지표는 연구진 협의를 통해 결정함. 

구체적으로 환경성의 지표는 저투입·생태농업 확산, 건강성의 지표는 친환경 인증기준

에 따른 먹거리 생산, 마지막으로 관계성의 지표는 신뢰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 이해당사

자의 인증 참여 확산으로 설정함. 

❍ 친환경농업 속성의 수준은 제공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함. 그 이유는 다음과 같

음: 1) 우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지표의 수준 변화에 해 응답자들이 잘 인지하지 못 할 

23) 분석 방법은 성재훈 외(2020)를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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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임(성재훈 외 2020). 예를 들어 저투입·생태농업의 비중이 1% 증가한 것과 

5% 증가한 것의 차이를 인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지표의 수준 변화

와 관련된 범위 효과(scope effect)와 합산의 문제(adding-up problem)를 사전적으

로 통제하기 위한 것임. 

속성 지표 수준

환경성 저투입·생태농법 고투입·집약식 농법, 저투입·생태 농법

건강성
친환경인증 기준에
따른 먹거리 생산

현행 먹거리 생산 방식, 친환경인증 기준에 따른 먹거리 생산 

관계성 참여 인증 체계
현행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체계,

참여 인증 체계를 통한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정책 집행 비용 추가적인 세금 0원, 10,000원, 30,000원, 50,000원, 70,000원

<표 4-3> 선택실험법에 사용된 친환경농업의 속성, 지표, 그리고 지표의 수준

자료: 저자 작성.

❍ 사전 조사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 집행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세금은 연간 

10,000원, 30,000원, 50,000원, 그리고 70,000원으로 설정함. 지불 방식을 연간 세금

으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우선, 친환경농업 관련 정책은 중장기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지불하는 세금으로 사업

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짐. 

- 일시불로 세금을 지불할 경우, 응답자가 친환경농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을 (때로

는 비합리적인) 자신의 개인적인 할인율을 바탕으로 현재가치화 시켜야 하며, 자신의 

예산 제약을 잘 인지하지 못함(Egan et al. 2015).

❍  설문 응답자에게 제공되는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음. 

- “본 설문의 목적은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 설계를 위해 친환경농업을 구성하는 세 요

소(환경성, 건강성, 관계성)에 한 소비자의 선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

은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의 목표와 예산 등을 수립 등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예정입

니다. 아래 내용은 친환경 농업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에 관한 설명입니다. 내용이 

많은 편이지만 자세히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내용 생략).…정부의 친환경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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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위의 세 가지 요소들에 한 사회적 수요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만약 친

환경농업 정책을 추진한다면,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매년 추가

적인 세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반 로 친환경농업에 한 사회적 수요가 없을 경우 

추가적인 세금부담은 없습니다.” 

❍ 선택형 질문 구성은 전체  ×의 조합 중 16개 최적 조합을 D-efficiency를 기준으

로 선택하였으며, 실제 설문에서는 16개 선택형 질문을 4개의 블록(block)으로 나누어 

4개의 선택형 질문만을 응답자에게 무작위로 제공함.24)

<그림 4-1> 선택형 질문 예시

자료: 저자 작성.

24) 선택형 질문 구성에는 STATA의 dcreate(Hole, 2015)를 이용하였음. 선택형 질문의 구성과 관련된 이슈는 성

재훈 외(2020)를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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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업에 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응답자의 진정한 

선호를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이용하였다. 

- 수요효과(demand effect)25)를 통제하기 위해 도덕적 기준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아

닌 실제 선호를 바탕으로 선택형 질문에 응답해 달라는 내용의 글상자를 선택형 질문 

앞에 제시하였음(Carlsson et al. 2018)  

- 실효성(consequentiality)을 증가시키기 위해 설문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였음(Czajkowski et al, 2017). 유인일치성(incentive 

compatibility) 향상을 위해 각 선택형 질문을 독립적으로 응답해 달라는 문구 역시 

선택형 질문 앞에 제시하였음(Collins & Vossler 2009; Johnston et al. 2017).26)

4.2 분석 자료

❍ 설문조사 상은 전국 만 19세~69세 남녀로 주민등록인구통계(2020년 11월 말 기준)

를 반영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 할당하였으며, (주)마크로 엠브레인의 온라

인 패널을 이용함. 응답자 수는 800명이며, 조사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9일까지임. 

- 단, 설문형 질문에 한 응답 중 비합리적이라 생각되는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예

를 들어, 선택지의 수준이 낮음에도 더 높은 수준의 세금을 지불하고자 하는 선택(<그

림 4-1>에서 안 2)을 보이는 응답자의 응답 결과는 분석에서 제외함. 

- <표 4-4>는 설문조사 응답자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냄.

25) 수요 효과(demand effect)는 자신의 도덕적인 기준이나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간접적으로 드러난 설문자의 의

도 등을 기준으로 선택형 질문에 응답하는 것을 의미함. 

26) 실효성은 응답자의 진정한 선호를 드러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 또한 분석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전략적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정책이 시행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예상 응

답이나 이전 설문형 질문에 대한 자신의 응답을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대안으로 변경할 수도 있음. 본 설문에서는 

전략적 선택과 설문의 실효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선택형 질문 뒤에 이들과 관련된 질문을 추가적으로 설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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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변수 설명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1,  여성=0 0.487 0.500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1, 중학교 졸업=2, 고등학교 졸업=3, 대학(전
문대 포함) 재학 또는 졸업=4, 대학원 재학 또는 그 이상=5

3.890 0.581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1, 200-299만원=2,  300-399만원=3, 
400-499만원=4, 500-599만원=5, 600-699만원=6, 
700-799만원=7, 800-899만원=8, 900-999만원=9, 

1,000만원 이상=10

4.803 2.487

생협 회원 여부 회원이면 1, 아니면 0 0.121 0.326

환경단체 가입 여부 가입했으면 1, 아니면 0 0.031 0.173

식자재 주 구매자 축산물  주 구매자이면 1, 아니면 0 0.790 0.407

농업에 대한 인식
설문지의 내용이 평소의 인식보다 매우 부정적이면 1, 부정적이

면 2, 일치하면 3, 긍정적이면 4, 매우 긍정적이면 5
3.235 0.804

유효 응답자 수 711

<표 4-4> 설문 응답자 기초통계량

주: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 총 711명 중, 생협 회원은 86명, 환경단체 가입자는 22명으로 조사됨.

자료: 저자 작성.

❍ 설문 결과 친환경농업의 환경적 기능과 친환경농업 인증에 한 응답자들의 인지 정도

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됨.

응답

질문

친환경농업의 환경적 기능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 인증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다 81(11.4) 61(8.6)

대충 알고 있다 448(63.0) 444(62.4)

들어본 적 있다 160(22.5) 174(24.5)

잘 모른다 22(3.1) 32(4.5)

총계 711(100.00)

<표 4-5> 친환경농업의 환경적 기능과 인증에 관한 인지도

단위: 명, %

자료: 저자 작성.

❍ 설문지 구성의 실효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됨. 구체적으로 실효성에 한 질문에 응

답자의 87% 이상이 설문의 결과가 일정부분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응답함(<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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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결과, 선택의 질문의 비독립성과 응답자의 전략적 행위 역시 크게 나타난 것으

로 조사됨. 구체적으로 다른 응답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자신의 응답을 수정한 응답자는 

약 17%이며, 이전 선택형 질문을 고려하여 특정 선택형 질문을 수정한 응답자는 약 

31%인 것으로 조사됨. 

질문 응답자 수(비율)

설문 결과의 일정 부분 이상이 정책에 반영 될 것 같다. 622(87.48)

다른 응답자의 응답결과를 고려하여 자신의 응답을 수정하였다. 124(17.44)

이전 선택형 질문에 대한 귀하의 응답을 고려하여 특정 선택형 질문에 대한 응답을 수정하였다. 223(31.36)

<표 4-6> 유인일치성과 실효성 관련 설문 결과

단위: 명, %

자료: 저자 작성.

❍ 설문의 중립성과 지표 설정은 적절히 잘 응된 것으로 조사됨. 구체적으로 약 85%의 

응답자가 설문지의 자료와 질문의 중립성, 그리고 정책 목표와 지표의 응에 긍정적으

로 응답함. 

❍ 설문지나 선택형 질문이 조금 어렵거나 어렵다고 응답한 비중은 33% 이상인 것으로 나

타나 설문지의 난이도가 조금 높았던 것으로 생각됨. 이는 앞서 언급한 전략적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질문 응답자 수(비율)

친환경농업 관련 설명 자료는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237(33.33)

선택형 질문은 응답하기가 어려웠다 274(38.54)

친환경농업에 관한 자료와 질문이 중립적으로 제시되었다 604(84.95)

설문에서 제시한 친환경농업의 정책 목표와 지표가 잘 대응된다. 611(85.94)

본 설문에서 제시한 추가적인 세금부담액은 적절하다 413(58.08)

<표 4-7> 설문지 내용 관련 설문 결과

단위: 명, %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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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분석 모형

❍ 본 연구에서는 혼합 로짓 모형(mixed logit model)을 이용하여 친환경농업에 한 응

답자들의 지불의사를 분석함27). 구체적으로 K개로 구성된 N개의 설택형 질문에 M명

의 소비자가 응답하였을 경우, m번째 응답자가 k번째 선택형 질문 포함된 n 번째 안

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은 아래와 같은 임의효용함수로 가정하였음(식 1). 

식(1)     

- 은 설문을 통해 연구자가 획득할 수 있는 응답자의 정보를 의미하며, 은 연

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응답자의 정보를 나타냄. 본 연구에서는 이 분포를 가지

는 극단값 분포(extreme value distribution)를 가지는 확률변수이며, 응답자, 선택

형 질문, 그리고 안에 상관없이 독립적이며 동일한 분포를 가진다고 가정함. 

❍ 응답자 m 은 과 에 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을 가정함. 따라서 k번째 선택형 

질문 포함된 n 번째 안이 자신에게 가장 많은 효용을 가져다 줄 경우에만 n번째 안

을 선택함. 즉,    ≠일 경우에만 안 n을 선택함.  

❍ 만약   이며 이 분포를 가지는 임의파라미터( ∼)라 가정하

면, 응답자 m이 k번째 선택형 질문에서 안 n를 선택할 확률은 아래 식(2)과 같음.

27) 여기서 혼합 로짓 모형은 선택 확률이 



  




 


 

로 나타나는 모든 모형 구성

    (specification)을 지칭함(Train 2009,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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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   


  



′

′

❍ 결과적으로 응답자 m의 우도함수는 식(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여기서의 적분은  

의 분포를 통제해 주기 위한 것임28).  

식(3)   

  
  




  





❍ 추정에는 적분을 고려하기 위해 식(4)와 같이 시뮬레이션 최우추정치(the maximum 

simulated likelihood estimator, 이하 MSLE)를 이용함(Train 2009, pp.144). 구체

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의 분포로부터 의 값을 R번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3)의 

두 번째 식을 평균하는 방법으로 적분을 근사하였음29). 

식(4)    
  



ln 
  



 

❍ 본 연구에서는 세금()을 제외한 친환경농업 속성()을 나타내는 모든 변수가 임

의파라미터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임의파라미터()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함(식 5). 

식(5)     ′ 

28) 의 분포가 독립적이며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논의에서는 하첨자 m을 생략함. 

29) 분석을 위해 STATA의 mixlogit(Hole, 2007)패키지를 이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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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업 각 속성에 한 지불의사는 식(6)을 통해 계측하였으며, 그 통계적 유의성은 

Krinsky & Robb(1986)의 모수적 부트스트랩핑(parametric bootstrapping)을 적

용하였음. 여기서 는 친환경농업의 k 번째 속성과 응되는 추정계수를 의미함.  

식(6)    




4.4 분석 결과

❍ <표 4-9>는 분석 결과를 나타냄. 우선 세금의 추정 계수는 모형과 상관없이 0보다 작은 

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세금 부담액이 증가할수록 친

환경농업관련 정책 안에 부정적으로 응답할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함. 

❍ 또한 환경성을 나타내는 저투입·생태농업의 추정계수는 모형과 상관없이 친환경농업의 

속성에 응하는 추정계수들 중 가장 큰 값을 가지며,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관계성의 경우, 비록 0보다 큰 값을 가지지만 부분의 모형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마지막으로 건강성을 나타내는 친환경

인증 농축산물은 모형 3을 제외한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지불의사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모형 2는 모형1의 임의파라미터 간의 독립성 가정을 완화함. 분석 결과, 추정계수와 관

련된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모형의 적합도(AIC 혹은 BIC)가 모형 1에 비해 향상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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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연간세금 -0.0001 (0.0000)*** -0.0001 (0.0000)*** -0.0001 (0.0000)***

저투입·생태농업 평균 1.6819 (0.1875)*** 1.5317 (0.1879)*** 1.4482 (0.4442)***

친환경농축산물 평균 1.3303 (0.1740)*** 1.3440 (0.1757)*** 0.4651 (0.4188) 

생산자-소비자 관계성 평균 0.1676 (0.1266) 0.1932 (0.1134)* 0.1732 (0.2942) 

저투입·생태농업 표준편차 3.4453 (0.2360)*** 3.3457 (0.2602)*** 3.3928 (0.2610)***

친환경농산물 표준편차 3.1061 (0.2205)*** 2.3753 (0.2185)*** 2.2499 (0.2114)***

생산자-소비자 관계성 표준편차 1.8985 (0.1747)*** 1.4580 (0.1718)*** 1.4292 (0.1764)***

교차항

저투입·생태농업×소득 -0.0234 (0.0668)

저투입·생태농업×
식자재 주구매자

0.1304 (0.3857) 

저투입·생태농업×
생협회원

0.3492 (0.5072) 

저투입·생태농업×
환경단체 회원 여부

0.9471 (0.8739) 

친환경농축산물×소득 0.0472 (0.0608)

친환경농축산물×
식자재 주구매자

0.7831 (0.3684)** 

친환경농축산물×
생협회원

-0.0287 (0.4630) 

친환경농축산물×
환경단체 회원 여부

2.6554 (0.7889)*** 

관계성×소득 0.0110 (0.0422) 

관계성×식자재 주구매자 -0.0194 (0.2547) 

관계성×생협회원 -0.2017 (0.3271) 

관계성×생협회원 0.5562 (0.6137) 

관계성×
환경단체 회원 여부

없음 있음 있음

임의파라미터간의 상관관계 4232.1/4281.5 4163.5/4234.0 4174.0/4329.2

AIC/BIC 4232.1/4281.5 4163.5/4234.0 4174.0/4329.2

<표 4-8> 혼합로짓모형 분석 결과

주: (   ) 표준 편차를 뜻함.  모형 2은 모형 1과는 달리 임의파라미터 간의 상관관계가 허용하였음.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 모형 3은 모형2에 응답자의 특징과 친환경농업을 구성하는 속성 간의 교차항을 추가하

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응답자의 특징이 친환경농업을 구성하는 속성들에 한 지불의

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분석 결과,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공급과 식자재 주구입자 

간의 교차항과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공급과 환경단체 회원 여부의 교차항만이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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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하며 지불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이는 식품의 주구매자

이거나 환경단체 회원일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공급

에 관한 지불의사가 높음을 의미함. 

❍ <표 4-10>은 친환경농업 각 속성에 한 모형별 지불의사 추정액을 나타냄. 분석 결과, 

관계성을 제외한 환경성과 건강성은 모형에 관계없이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계측됨. 관계성을 제외한 친환경농업에 한 총 지불의사는 47,470~ 

53,963원으로 계측됨. 

❍ 흥미로운 점은 친환경농업의 환경성에 한 지불의사(27,064~29,275원)가 건강성에 

한 지불의사(21,406~25,688원)보다 크게 나왔다는 점임. 

- 이러한 결과는 기존 문헌의 친환경농업에 한 인식조사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며.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에 한 일반 중의 정책 수요가 친환경농업인증 농축산

물 생산 공급을 위한 정책 수요보다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는 상 적으로 비싼 친환경농축산물의 가격으로 인해 친환경농업의 건강성을 위한 

추가적인 공공부문의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음.    

모형
환경성:

저투입·생태농업 확산
건강성:

친환경농축산물 공급
관계성:

생산자-소비자 관계성 확대
총합

모형 1
27,064

(21,747~32,277)  
21,406

(16,413~26,815) 
2,696

(-1,243~6,691)
47,470

모형 2 
29,275

(22,854~35,648)
25,688

(19,991~32,111)
3,691

(-571~8,039)
53,963

모형 3
28,757

(22,526~34,987)
23,632

(16,647~30,617)
1,756

(-3,243~6,755)
52,388

<표 4-9> 지불의사 분석 결과

단위: 원

주: (   ) 는 95% 신뢰구간을 뜻함. 단 모형3의 추정치와 추정치의 신뢰구간은 250번의 비모수적 부트스트랩핑을 통해 계측

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관계성은 총합에서 제외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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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큰 모형 2를 바탕으로 실효성과 전략적 행위가 응답

자의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표 4-11>. 

- 분석결과, 실효성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상으로 평균 지불의사를 계측한 결

과 친환경농업의 속성 모두 평균지불의사가 <표 4-10>의 결과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관계성에 한 지불의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계측됨. 이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응답자들이 친환경농업 각 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함. 

- 하지만 전략적 행위의 영향은 실효성과는 다르게 나타남. 구체적으로 전략적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응답자를 제외할 경우, 환경성에 한 평균 지불의사는 조

금 증가하였으나, 건강성이나 관계성에 한 지불의사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이

는 응답자들의 전략적 행위가 환경성과 나머지 속성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함. 

구분
환경성:

저투입·생태농업 확산
건강성:

친환경농축산물 공급
관계성:

생산자-소비자 관계성 확대
총합

실효성
30,749

(27,689~37,523)  
27,689

(21,614~34,597) 
4,655

(127~9,294)
63,093

전략적 행위
29,590

(20,700~38,440)
22,064

(13,965~31,077)
93

(-5,224~5,510)
51,654

실효성+전략적행위
30,462

(20,618~40,228)
23,551

(14,621~33,535)
1,094

(-4,586~6,870)
54,013

<표 4-10> 강건성 검정

단위: 원

주: (   ) 는 95% 신뢰구간을 뜻함. 모형2를 바탕으로 함.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관계성은 총합에서 제외함.  

자료: 저자 작성.

4.5 시사점 

❍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에 한 연간 총 지불의사는 <표 4-12>와 같음. <표 4-12>는 앞

서 제시한 <표 4-10>의 지불의사에 설문조사 모집단인 만 19~69세 인구수(2020년 11

월 기준 37,327,797명)를 곱하여 계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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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업 환경성에 한 국민들의 연간 총 지불의사는 약  1조 1천억 원이며, 건강

성에 한 국민들의 연간 총 지불의사는 8,7~9.5천억 원인 것으로 계측됨.    

- 환경성과 건강성을 합친 친환경농업에 한 총 지불의사는 약 2조 원 정도인 것으로 

계측됨.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친환경농업 관련 연간 정책비용 보다 큰 금액이며, 향후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 또한 환경성에 한 총 지불의사가 건강성에 한 총 지불의사보다 크게 계측됨. 이

는 향후 친환경농업육성 정책이 지금까지의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이 추구한 인증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 등이 아니라 친환경농업 원래의 목적

인 환경성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모형
환경성:

저투입·생태농업 확산
건강성:

친환경농축산물 공급
관계성:

생산자-소비자 관계성 확대
총합

모형 2 1,092,771 958,876 137,777  2,051,648 

실효성+전략적 행위 1,137,079  879,107 40,837 2,016,186 

<표 4-11> 친환경농업 특성별 국민 총 지불의사 분석 결과

단위: 백만 원

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관계성은 총합에서 제외함.

자료: 저자 작성.

5. 국내 소비 트렌드 변화와 시사점

❍ 본 절에서는 최근 5년간 소비 트렌드를 확인하고 이러한 트렌드 변화가 친환경농식품 

소비 정책에 주는 시사점에 해 고민함.

- 전반적인 소비 트렌드 변화는 주로 김난도 외(2019), 최인수 외(2018, 2017, 2016, 

2015)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전술한 친환경농산물 관련 정책과의 연계를 통

해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덧붙여, 한국리서치의 2020년 6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비자의 인식 및 구매 형태 변화와 시사점을 함께 고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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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코로나 19 시대, 친환경식품 관련 소비자 생활 및 인식 변화30)

❍ 코로나 19 발생 이후 식생활에서는 가정간편식 및 일반 가정식 식사 구입 및 빈도가 증

가하였음. 그리고 코로나 19 이후 증가 지속 여부에 해서는 건강기능 식품 구입 부문

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두드러짐(<그림 4-2>).

<그림 4-2> 코로나 19 발생 이후 식생활 관련 변화와 지속 여부에 관한 의견

자료: 한국리서치(2020: 10).

❍ 가치관 측면에서는 건강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다는 답변이 71%였으며, 영양가 있는 음

직·건강한 음식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는 답변이 41%로 조사됨. 또한 작음 즐거움

과 소소한 재미의 중요성, 가족의 소중함이 증가하였다는 답변이 약 과반수(51%)를 차

지함(<그림 4-3>).

❍ 덧붙여, 환경 및 사회 관련 가치관 변화에서는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응답

이 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적 협력·공동체 중요성을 인식하였다는 것이 50%

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개인·가족과 관련해서는 나와 가족의 미래에 한 진지한 고

민을 하였다는 응답이 53%를 차지함(<그림 4-4>).

30) 한국리서치(2020)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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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코로나 19 발생 이후 건강·개인 및 관계 관련 가치관 변화

자료: 한국리서치(2020: 18).

<그림 4-4> 코로나 19 발생 이후 개인/가족의 미래·환경 및 사회 관련 가치관 변화

자료: 한국리서치(2020: 19).

❍ 소비 태도 및 양식에서는, 수입이 줄어듦으로써 소비도 함께 줄어들고, 이로 인해 소비

의 우선 순위를 더욱 명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함(<그림 

4-5>).

- 또한 가정 내 생활 시간이 증가하여 식음료 부분 소비욕구는 증가하였다는 응답(음료 

11%, 가공식품 30%, 신석식품 33%)이 소비욕구가 감소하였다는 응답(음료 7%, 가

공식품 6%, 신선식품 7%)보다 높게 나타남(한국리서치 202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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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코로나 19 발생 이후 소비 태도 및 양식의 변화

자료: 한국리서치(2020: 22).

❍ 그러나 이러한 소비욕구는 코로나 19 극복 이후에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코로나 19 극

복 이후 소비 축소 의향 품목의 1, 2순위가 음식배달(26%), 가공식품(23%)으로 나타났

고 7위가 음료(8%)로 나타나 현재 코로나로 인한 음식 소비욕구가 코로나 사태 극복 이

후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함(<그림 4-6>).

- 이것은 친환경농식품 소비 트렌드 예측과 응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고려한 여러 가

지 수준의 시나리오(예, 코로나 19와 같은 팬데믹 재발생, 전염성 질병 단계별 응, 

팬데믹 이후 전환기 응, 코로나 19 이후 안정 사회 등)를 고려하고 이에 따른 소비

자 상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함.

<그림 4-6> 코로나 19 극복 이후 소비 축소 의향 품목

자료: 한국리서치(202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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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의향에 있어서는 코로나 19 전후로 편리한 집밥을 위한 음식배달과 가공식품 수요

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한 쇼핑 및 구매 활동 변화에 해서는 

6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42%는 코로나 19 이후에도 변화의 많은 부분이 유지될 

것으로 응답하여 코로나 19 후의 소비 패턴은 코로나 19로 인해 변화된 양상이 일부 유

지될 것을 예측할 수 있음(<그림 4-7>).

<그림 4-7> 코로나 19로 인한 쇼핑 및 구매 활동 변화 동의 및 변화 지속 동의 비율

자료: 한국리서치(2020: 28).

❍ 코로나 19 발생 이후 소비 채널별 이용 증감에 해서는,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소비는 

부분 감소하였고,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홈쇼핑몰을 통한 소비가 늘어났다고 조사

됨(<그림 4-8>).

- 세부적으로 온라인 채널 이용 증가가 늘어난 품목에 한 응답 비율을 높은 순서로 살

펴보면, 가공식품 46%, 신선식품 41%, 생활용품 32%, 음식배달 30%, 음료 19%로 

나타나 음식 및 배달에 관련한 부분의 온라인 소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식품 관련 온라인 이용 추세는 신선식품을 제외하고 코로나 19 극복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그림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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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코로나 19 발생 이후 상세 채널별 이용 증감

자료: 한국리서치(2020: 33).

<그림 4-9> 품목별 온라인 채널 이용 증가자 중 코로나 19 극복 이후 온/오프라인 채널 이용 의향

주: <그림 4-8>에 있는 온라인 이용 증가자를 base로 하여 계산하여, 해석에 주의 필요.

자료: 한국리서치(2020: 35).

❍ 코로나 19 발생 이후 온라인몰 선택의 민감성 증  요인으로는 ‘배송이 빠르고 저렴함’, 

‘사이트 이용이 편리함(상품 탐색, 결제, 취소 등)’, ‘믿을 만한 사이트임’이 높은 응답을 

받았으며, 오프라인몰 선택의 민감성 증  요인으로는 ‘집에서 가까움’, ‘매장 분위기가 

깔끔하고 청결함’, ‘상품의 품질이 좋음’이 높은 응답을 받음.

- 온라인몰 선택의 민감성 증  요인을 보면 ‘편리성’과 ‘신뢰성’에 소비자가 반응함을 

알 수 있음.



124   ❙

- 오프라인몰 선택의 민감성 증  요인을 보면 소비자가 편리함보다 ‘거리적 접근성’과 

‘매장 분위기 및 상품 품질’에 더 민감함을 알 수 있음.

- 그 외 ‘항상 가격이 저렴함’은 온라인몰 관련 5위, 오프라인몰 관련 4위의 응답을 보

여 여전히 낮은 가격은 소비자에게 주요한 선택 요인임을 보임.

❍ 코로나 19 발생 이후 상품 선택에서의 민감성 증  요인 중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한 것

은 ‘제품의 안전성’, ‘품질’, ‘브랜드(신선식품의 경우 원산지 등)’로 나타나 신뢰성을 확

보한 친환경농식품이 코로나 19 발생 이전보다 소비자에게 더 선호될 것을 예측할 수 

있음(<그림 4-10>).

<그림 4-10> 코로나 19 발생 이후 상품 선택 시 민감성 증대 요인

자료: 한국리서치(2020: 38).

4.2. 2020년 소비 트렌드 키워드31)

❍ 2020년 소비 트렌드로는 멀티 페르소나, 라스트핏 이코노미(Last Fit Economy), 페어 

플레이어, 스트리밍 라이프, 초개인화 기술, 팬슈머(Fansumer), 특화생존, 오팔세

(OPAL, Old People with Active Lives), 편리미엄, 업글인간의 키워드가 제시되었으

31) 「트렌드 코리아 2020」(2019)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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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중 [편리성] 라스트핏 이코노미, 편리미엄, [공정성] 페어 플레이어, [맞춤형 서비

스] 초개인화 기술, 오팔세 , 특화생존, [소비자 참여 및 경험] 팬슈머는 친환경농식품 

소비 트렌드와 연결되는 키워드로 사료됨.

❍ [편리성] 라스트핏 이코노미(Last Fit Economy)는 가격비교 중심의 의사결정이 변화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가격 비 효용에서 노력 비 효용으로 변화를 반영함.

- 소비자는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꺼리며, 필요성을 인식하면 즉시 구매로 이어짐.

- 가격이 더 싼 채널을 탐색하기 위해 투입하는 노력보다 다음 날 새벽 문 앞에 물건

이 도착해 있는 편리성에 더 매력을 느낌.

- 라스트핏은 (1) 편리한 배송으로 쇼핑의 번거로움을 해소해주는 배송의 라스트핏, 

(2)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까지 최 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동의 라

스트핏, (3) 구매나 경험의 모든 여정의 미를 만족스럽게 장식하는 구매 여정의 라

스트핏으로 구분됨.

❍ [편리성] 편리미엄은 소비자가 느끼는 프리미엄의 기준이 하고 싶은 일은 많고 시간은 

부족한 현 인에게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으로 최 한의 성과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

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함.

- 프리미엄 전략은 (1) 해야 할 일에 한 절 적 시간을 줄여주거나, (2) 귀찮은 일에 

들어가는 노력을 덜어주거나, (3) 얻고자 하는 성과를 극 화하는 것으로 구분됨.

❍  [공정성] 페어 플레이어는 공정함에 한 열망이 사회 전반에서 새로운 생활양식을 창

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소비할 때도 상품 자체뿐만 아니라 그 브랜드의 올바른 ‘선한 영향력’이 구매의 중요

한 기준이 됨.

❍ [맞춤형 서비스] 초개인화 기술은 실시간으로 소비자의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하

여, 고객의 니즈를 예측해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기술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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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술의 특징은 모든 개인을 구체화하고 더 자세히 접근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회

사가 개별 소비자에게 얼마나 세심하게 맞출 수 있는지가 핵심임.

- 초개인화 기술의 추구 가치는 (1) 사용자 인지, (2) 사용자 지원, (3) 사용자 예측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사용자 인지는 소비자가 현재 어떤 맥락에서 무엇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읽어내고 

인지하는 것을 의미함. 사용자 지원은 소비자의 상황 속에서 함께하며 도움을 주는 

기술 가치를 나타냄. 사용자 예측은 개인별 상황 인지나 도움을 넘어 예측하는 것을 

의미함. 

❍ [맞춤형 서비스] 오팔세 (OPAL, Old People with Active Lives)는 고령화 사회의 주

축으로 떠오른 액티브 시니어를 지칭함.

- 오팔세 의 가장 큰 관심사는 시간 활용으로 젊은 시절 포기했던 다양한 경험을 체험

하고자 하며, 특히 여행에 한 욕구가 높음.

- 2040세 에 비하여 변화의 속도는 느리지만 그럴 가치가 있다면 시간과 공을 들여서 

변화를 따라가고자 함. 실버서퍼, 웹버족(web+silver)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쇼핑 업

계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 소비자로서 오팔세 는 복잡하고 까다로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상품과 서비스로 접

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의 삶과 동일한 욕구의 연장선상에서 배려하는 방향으

로 나아가야 함.

❍ [맞춤형 서비스] 특화생존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괜찮은 것보다 선택된 소수의 확실

한 만족이 더 중요해지는 것을 의미함.

- 소비자의 니즈가 극도로 개인화되면서 표준화된 중시장적 접근으로는 소비자의 선

택을 받기 어려움.

- 이를 위해서는 타겟팅 그룹을 세 하게 관찰하고 각 그룹을 다시 세분하는 초타겟팅

을 실시한 후 각 그룹을 만족시킬 수 있는 특화 전략을 수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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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참여 및 경험] 팬슈머(Fansumer)는 한 상에 일방적으로 애정을 쏟고 구매하

는 겄에 그치지 않고, 기획하고 투자하고 견제하는 상호작용에 방점을 두는, 매우 적극

적인 팬으로서의 소비자를 지칭함.

- 소비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경험으로, 다시 경험에서 관여로 발전하고 있음을 나타냄. 

4.3. 2019년 소비 트렌드 키워드32)

❍ 2019년 소비 트렌드로는 1인체제 공고화, 가정간편식, 스테이케이션, 개성의 극 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소비, 점점 커지는 소비자 목소리, 환경의 중요성이 키워드로 제시

되었으며, 이 중 [맞춤형 서비스] 1인체제 공고화, [편리성] 가정간편식, [저 도 경제성

장] 스테이케이션, [가치소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소비, [소비자 참여 및 경험] 점점 커

지는 소비자 목소리, [환경성] 환경의 중요성은 친환경농식품 소비 트렌드와 연결되는 

키워드로 사료됨.

❍ [맞춤형 서비스] 1인체제 공고화는 혼밥, 혼술, 혼행 등 나홀로 활동의 비중이 커진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인간관계에 한 피로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 [편리성] 가정간편식 제품이 성장한 것은 간편함에 더하여 메뉴가 다양해지고 충분히 맛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품질이 좋아졌기 때문으로 보임

❍ [저 도 경제성장] 스테이케이션은 여행과 휴가의 목적이 ‘휴식과 여유로운 시간을 갖

는 것’이란 인식이 늘어나면서 집이나 근교에 머물면서 온전히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내

는 소비자가 하는 것을 의미함.

-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호캉스에 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임.

32) 「2019 대한민국 트렌드」(2018)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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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소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소비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쪽으로 소비 방향을 정립하는 것을 의미함.

-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어느 때보다 강하지만, 부분 실제 부자가 될 가능

성은 낮다고 생각하고 있음.

- 소비자는 돈을 모으기 어렵다면 투자보다는 돈을 잘 쓰는 데 집중하고 싶어하고, 미

래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현재의 삶도 넉넉하지 않은 현실에서 지금 당장 자신이 만족

할 수 있는 쪽으로 소비 방향을 정함.

❍ [소비자 참여 및 경험] 점점 커지는 소비자 목소리는 직접 소통 기회 증 로 소비자의 영

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함.

- 최근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와 직접적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자신의 피해 사례, 기업의 불합리한 행동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며, 이에 따

라 소비자의 영향력이 조금씩 커지고 있음.

-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이 보고된 분야는 ‘의료 서비스’, ‘자동차’, ‘식품’ 등의 분야임.

❍ [환경성] 환경의 중요성

- 봄철 황사, 미세먼지 등 기오염은 사람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심각한 환경오염의 실

상을 체험한 사례임.

- 또한 중국의 폐자재 수입 중단 결정으로 쓰레기 란 문제가 발생하면서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 가 형성됨.

4.4. 2018년 소비 트렌드 키워드33)

❍ 2018년 소비 트렌드로는 욜로족, 홧김비용, 나만의 시간 확보, 렌탈, 결혼은 선택, 신

뢰, 균일가 생활용품점, 국내 입점 해외맛집, ‘나’, 내 집, 1인 가구·나홀로족·혼밥, 온라

33) 「2018 대한민국 트렌드」(2018)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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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커뮤니티, 반려식물, 공정성, 공유경제, 인구절벽, 미세먼지, 혁신기술이 키워드로 

제시되었으며, 이 중 [소비자 참여 및 경험] 욜로족, 신뢰, [저 도 경제성장] 나만의 시

간 확보, [맞춤형 서비스] 1인 가구·나홀로족·혼밥, [공정성] 공정성, [환경성] 미세먼지

는 친환경농식품 소비 트렌드와 연결되는 키워드로 판단됨.

❍ [소비자 참여 및 경험] 욜로족(You Only Live Once)은 물건을 소유하려는 욕구가 아

니라 경험하려는 욕구를 가진 사람을 의미함.

- 먼 미래의 막연함보다는 지금 현재의 감정에 충실하려는 욕망

- 소비도 경험을 사는 방향으로 확 , 나아가 뭔가를 재미있게 배우려는 욕구로 진화

- 이러한 흐름은 개인 소비자들이 겪어 온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어두운 전망에 한 반

작용일 수 있음.

- 풍족한 구성으로 오랜기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에 매력을 덜 느끼고, 구매의 효과나 

경험 자체를 즉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상품에 만족을 느낌

- 그러나 욜로라이프를 꿈꾸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상 적 박탈감

을 느끼는 비율도 높게 나타남

- 이에 한 안으로 ‘가치 소비’가 확 됨.

❍ [저 도 경제성장] 나만의 시간 확보는 나만의 시간을 통해 여행, 취미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반영함.

- 취미활동을 제 로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늘면서 원데이 클래스가 주목 받음

- 가장 배워보고 싶은 원데이 클래스는 요리/음식/디저트 강좌였으며, 문화/예술, 스

포츠 등 순으로 나타남

❍ [소비자 참여 및 경험] 신뢰는 인간관계의 신뢰, 전문가에 한 신뢰가 낮아지고, 소비에 

있어서 미디어나 전문가 의견보다 실제 사용 경험,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

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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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서비스] 1인 가구, 나홀로족, 혼밥은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라이프스타일 전

반에서 개인화된 패턴 유지가 되고 혼밥의 증가에 따라 1인 식당도 함께 증가한 것을 의

미함.

❍ [공정성] 공정성은 한민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로 꼽힘.

- 이해와 배려, 정의, 안전, 평등, 정직의 순으로 조사됨.

❍ [환경성] 미세먼지는 기오염이 최근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환경보호 활동

을 생활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함.

4.5. 2017년 소비 트렌드 키워드34) 

❍ 2017년 소비 트렌드로는 지금 당장의 행복 추구, 나홀로족, 가성비, 도시락, B급 제품, 

프리미엄 라면, 일반인 참여 프로그램의 인기, 덕후 신드롬, 집순이, 불안, 사회의 극장

화, 공정성과 안전, 저출산, 외모가 스펙이 된 시 가 키워드로 제시되었으며, 이 중 [맞

춤형 서비스] 지금 당장의 행복 추구, 나홀로족, 가성비, 프리미엄 라면, 집순이, [편리

성] 도시락, [소비자 참여 및 경험] 일반인 참여 프로그램의 인기, [공정성] 공정성과 안

전은 친환경농식품 소비 트렌드와 연결되는 키워드로 생각됨.

❍  [맞춤형 서비스] 지금 당장의 행복 추구는 식습관이 더 자극적이고 더 기름진 즉석식품

을 선호하게 바뀌었지만, 건강식품에 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의미함.

 

❍ [맞춤형 서비스] 나홀로에 해서, 많은은 사람들은 나홀로 활동을 쓸쓸하거나 외롭다

고 보지 않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함.

- ‘나홀로 활동’ 이면에는 공동체에 한 갈망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

34) 「2017 대한민국 트렌드」(2017)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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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밥 열풍의 경우, ‘집에서 밥을 먹고 싶어서’ 열광하기보다 ‘집에서 먹는 따뜻한 밥’, 

즉 ‘따뜻함에 한 정서’와 ‘모성애’에 한 결핍의 의미에 더 가까움.

❍ [맞춤형 서비스] 가성비는 소비자들은 브랜드보다 품질, 가격, 디자인 등 다른 요소를 중

요하게 고려하는 것을 의미함.

- 소비자는 주어진 정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기보다 주관적 기준을 갖고 적극적 탐색 

과정을 통해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함.

- 소비자의 정보 습득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광고와 브랜드의 영향력 감소, 전문가들의 

권위 약화가 관찰됨.

- PB 브랜드의 약진, 노브랜드 현상이 나타남.

- 그러나 제품별로 브랜드의 중요성은 차이가 남(예, 가방, 지갑, IT제품 등).

❍ [편리성] 도시락과 관련하여 젊은층 및 1인 가구의 도시락(편의점 도시락, 도시락전문업

체 도시락)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음.

- 도시락 이용의 주된 이유는 시간을 아끼기 위함임.

- 편의점 도시락 구매 시 ‘맛’과 ‘가격’을 가장 많이 고려하며, ‘위생 및 안전성’도 중요

하게 고려하였음.

❍ 프리미엄 라면은 좀 더 좋은 성분이 들어간 라면에 한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것으

로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음을 의미함.

❍ [소비자 참여 및 경험] 일반인 참여 프로그램의 인기는 최근 1인가구 등 혼자(특히 자발

적으로) 활동하는 소비자가 증가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반

영함. 이러한 일상적인 인간관계의 결핍은 연출되지 않고 세련되지 않은 일반인들의 모

습에 공감하면서 해소하는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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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서비스] 집순이는 소비자가 주로 ‘쉬고 싶어서’, ‘지출을 줄이고 싶어서’ 등의 이

유로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성향을 반영하며, 먹방, 쿡방의 지속적 인기와

도 연결됨.

❍ [공정성] 한민국이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로 ‘공정성’과 ‘안전’이 꼽힘.

4.6. 2016년 소비 트렌드 키워드35)

❍ 2016년 소비 트렌드로는 포미 큐레이션, 불안감, 시간 없는 현 인, 가치 소비, 큐레이

션, 착한 소비, 식도략여행, 집밥, 먹방·쿡방, 반찬가게 증가, 용량 선택, 수제 맥주, 저도

주 과일 소주, 복고(응사, 응팔), 1인 가구의 증가, 불신이 키워드로 제시되었으며, 이 중 

[가치 소비] 포미 큐레이션, 가치 소비, 착한 소비, [맞춤형 서비스] 집밥, 용량 선택, 1인 

가구의 증가, [편리성] 시간 없는 현 인, 반찬가게 증가, [저 도 경제성장] 식도락여행, 

[소비자 참여 및 경험] 먹방·쿡방, 불신은 친환경농식품 소비 트렌드와 연결되는 키워드

로 생각됨.

❍ [가치 소비] 포미(for me), 큐레이션은 불확실한 미래를 ‘버티는’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

자들은 자기자신을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만드는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이 가치를 두는 제품에는 다소 비싸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을 의미함.

- 여행, 음식·먹거리, 의류, 화장품, 공연 관람, 운동 관련 등 직접적인 경험을 수반하는 

방향의 소비가 중심이 되고 있음.

- 자연스럽게 쇼핑 시간을 줄여주고 알맞은 상품을 추천해주는 큐레이션에 한 관심

이 높아짐.

35) 「2016 대한민국 트렌드」(2018)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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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성] 시간 없는 현 인과 관련하여, 현 인들은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

이 하고 있음.

- 특히 심리적 시간의 부족을 원인으로 꼽은 비율이 높아 절 적 시간보다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과 압박 등에 따른 불안감이 큰 것으로 해석되며, 이것

은 식품 소비에서도 검색 시간을 줄이는 편리성을 선호할 것으로 기 됨.

❍ [가치 소비] 가치 소비는 자신이 가치를 두는 제품이면 다소 비싸더라도 과감히 투자하

는 것을 의미함.

- 가장 많이 한 가치 소비는 여행이며, 자신을 위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활동은 건

강 관리임. 나만을 위한 쇼핑, 맛있는 먹을거리를 찾는 사람도 많았음.

❍ [맞춤형 서비스] 큐레이션은 개개인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여행, 생활 정보, 패션 및 뷰티 분야가 가장 필요한 분야로 꼽힘.

- 식품분야도 이러한 큐레이션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중요해질 것을 예측할 수 있음.

❍ [가치 소비] 착한 소비의 가장 큰 의미는 가난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소비, 사회적 약자

를 보호할 수 있는 소비, 친환경적 소비인 것으로 조사됨.

-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동참해봤다고 생각하는 ‘착한 소비’ 활동은 전통시장 이용과 

친환경 제품 구매임.

- 그러나 ‘착한 소비’이 실제 도움이 되었는지에 한 의구심이 있으며 진정성이 중요

한 요소가 될 것으로 조사됨.

❍ [저 도 경제성장] 식도락여행과 관련하여, 20 의 젊은 세 는 ‘각 지역의 맛있는 음식

을 먹기 위한 여행’을 많이 선호하였음.

❍ [맞춤형 서비스] 집밥은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며, ‘정성’, 따

뜻함‘의 이미지를 연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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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밥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집에서 밥을 해먹는 비율은 낮음.

- 집밥에 한 결핍은 한식에 한 열광, 나아가 한식 뷔페에 한 수요로 이어짐.

- 집밥은 또한 건강에 도움되는 식사라고 인식됨.

❍ [소비자 참여 및 경험] 먹방, 쿡방과 관련한 요리 프로그램의 인기는 주로 생활과 접한 

관련이 있고,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임.

- 실제로 방송에 나온 요리를 해보는 사람도 다수로, 이러한 요기 패턴은 농식품 소비

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 [편리성] 반찬가게 증가는 고령층은 주로 반찬을 소량으로 먹으려는 사람이 많다는 점, 

젊은 층은 요리를 해먹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반찬가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맞춤형 서비스] 용량 선택은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고 식생활이 변하면서 식품의 포장 

크기도 다양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 유제품, 면류, 냉동·냉장 식품, 과자 등은 용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채소·야채류, 

과일류, 쌀 등 곡류, 김치·반찬 등은 소용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함.

- 소용량 구입 이유는 남기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다는 것,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 

휴 나 보관이 편리하다는 것이었음.

❍ [맞춤형 서비스] 1인 가구는 결혼에 한 가치관 변화, 개인주의 확산, 청년 세 의 경제

적 어려움 등으로 증가 중이며, 1인 가구는 주로 하루 2끼 식사를 하며, 직접 만들어 먹

는 비율이 낮게 나타남.

 

❍ [소비자 참여 및 경험] 불신과 관련하여, 타인에 한 전반적인 신뢰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일상적 소비작 이뤄지는 유통채널에 한 신뢰도도 낮게 나타나.A 특히 재래시장, 인

터넷 쇼핑몰, 소셜 커머스 등의 신뢰도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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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사회에 한 신뢰도가 더욱 낮아짐. 

- 부분 사람들은 경제성장보다 안전을 더 중요하게 인식

4.7. 시사점

❍ 최근 5년 간 소비 트렌드 변화를 살펴보면 친환경농축산물 소비와 관련한 몇 가지 시사

점을 도출할 수 있음.

- 라스트핏 이코노미, 편리미엄, 큐레이션, 시간없는 현 인과 관련한 소비 추세는 친

환경농축산물 소비에 있어 ‘편리함’이 중요함을 의미함. 예를 들어, 큐레이터의 맞춤

형 메뉴 제안이나 식재료 제안, 키트 형식의 조리법과 신선재료의 배달, 오프라인 

외 온라인 상점에서 접근성 향상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페어 플레이어, 공정성, 공정성과 안전은 ‘공정함’의 중요함을 보여줌. 이것은 유럽 

그린딜에서 ‘공정한 전환(just transformation)’이 주요하게 다루어지면 국내 그린 

뉴딜에서도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므로, 친환경농업 정책에도 이러한 공정함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임.

- 팬슈머, 점점 커지는 소비자 목소리, 신뢰, 일반인 참여 프로그램의 인기, 불신과 관

련한 용어는 ‘신뢰’임. 특히 소비자와 생산자 간 신뢰를 높인다는 점에서 이것은 관계

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관계성을 확 하는 방향으로 반영할 수 있음.

- 오팔세 , 1인체제 공고화, 가정간편식, 개성의 극 화, 1인가구·나홀로족·혼밥, 도

시락, 집순이와 같은 키워드는 다양해지는 소비자 연령층과 가족 구성원을 보여주어, 

앞서 ‘편리함’과 유사하게 소비자 유형 ‘맞춤형’ 소비품에 관한 소비 선호가 높음을 

시사함. 그러나 이러한 ‘맞춤형’ 소비가 가능하려면 다양한 품목에 관한 친환경농축

산물 생산이 선행되어야 함.

- 스테이케이션, 나만의 시간 확보와 같은 키워드는 ‘농촌다움자원’과 연계한 여가 관

련 용어로 해석 가능함. 체험형 민박이나 농촌관광은 여전히 지역의 주요한 소득원이 

될 수 있는데, 이때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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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저 도 경제성장’의 한 모습으로도 이해 가능함. 농촌의 잠재력을 활용한 저

도 경제(low-density economy)의 모습이 국내에서도 농림어업, 농촌융복합산업

(농식품 가공, 체험) 관련 산업의 발달과 지역산업 육성이 연계되면서 나타나고 있음

(프레시안 2020). 특히 코로나 19 이후 비 면, 저 도 사회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면

서 농촌의 저 도 경제성장의 가능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친환경 농업’을 

중심으로 한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산업 육성도 함께 커질 수 있다고 판단됨.

-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의 중요성, 미세먼지, 가치소비, 착한소비는 ‘가치소

비’로 통합되는 용어임. 환경성에 관한 상 적으로 높은 소비자의 지불의사금액에서

도 나타나듯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가치소비 혹은 착한소비가 최근 소비 추

세임을 알 수 있음. 그러므로 친환경농축산물 시장 규모 확 를 위해서는 이러한 가

치소비를 자극할 수 있는 국민 홍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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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긍정 부정

2020

 라스트핏 이코노미
 페어 플레이어
 스트리밍 라이프
 초개인화 기술
 팬슈머(Fansumer)
 오팔세대
 편리미엄
 업글인간

 멀티 페르소나
 특화생존

2019

 가정간편식
 스테이케이션
 개성의 극대화
 점점 커지는 소비자 목소리
 환경의 중요성

 1인체제 공고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소비


2018

 욜로족 확대(경험에 대한 욕구)
 충동적 지출 증가
 원데이 클래스 수요 증가(요리 등)
 효율 중시
 ‘나’에 대한 관심 증가
 홈인테리어(홈카페, 바) 관심 증가
 1인 식당 증가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 증가
 미세먼지로 인해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 실천의지 강

하게 나타남
 기술 발전으로 인한 편의성 기대

 인간관계, 전문가에 대한 신뢰 감소
 국내 입점 해외맛집에 대한 만족도 낮음
 타인의 시선을 여전히 의식
 공동체 의식, 사회적 신뢰 낮음
 혁신기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

2017

 자극적, 기름진 즉석식품 선호
 건강식품
 집밥
 가성비 중시, PB 브랜드, 노브랜드
 편의점 도시락 이용률
 B급 제품
 혼자 활동하는 소비자 증가
 덕후, 키덜트 문화 확산
 집돌이, 집순이 증가
 대한민국 최우선 가치: 공정성, 안전
 운동, 수면, 건강기능식품, 청결 등을 통한 몸매 관리

에 대한 관심 증가

 브랜드 영향력 및 전문가 권위 약화
 혼자 활동을 즐기면서도 외로움 느낌
 일상적 불안감으로 소비 위축
 문제에 대한 인식과 실제 행동에서의 괴리 발생(예: 환

경문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

2016

 자기계발에 대한 투자 증가
 가치소비 확대
 큐레이션에 대한 관심 증가
 착한 소비에 대한 관심 증가
 20대의 식도락 여행 관심
 집밥에 대한 결핍이 한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짐
 집밥은 건강에 도움되는 식사
 먹방, 쿡방의 인기
 식품 포장 크기의 다양화

(채소류, 과일류는 소용량 수요 증가)
 차별화된 맛, 다양성 찾는 고객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저도주 과일소주 인기
 현재에 대한 불만으로 복고문화 인기

 일상적 불안감으로 소비 위축
 불안감은 외식, 패션, 여가활동에 대한 소비 축소
 불안감으로 심리적 시간 부족
 착한 소비의 실질적 기여도에 대한 의구심 있음
 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낮음
 경제성장보다 안전을 더 중요하게 인식

<표 4-12> 2016~2020 소비 트렌드 변화 키워드

주: 가치소비 – 자신이 가치를 두는 제품에는 다소 비싸더라도 과감하게 투자
자료: 김난도 외(2019), 최인수 외(2018, 2017, 20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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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 보전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업 확대 방향5

1. 농업환경 보전 강화를 위한 관점의 전환

❍ 농업환경(천연자원 중 농업활동에 사용되는 농업자원과 자연조건) 보전은 생산주의적 

관점에서의 농업이라는 산업 육성정책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우며, 농업의 환경적·사회

적 역할을 고려한 다기능농업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농업인’의 역할은 환경적·사회적 요구와 부합하여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 농업인의 법률적 정의는 농업이라는 산업에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자로서

의 의미가 강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7618호) 제3조에서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 시행령( 통령령 제30112호)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

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으로 정의함.

- 이러한 정의는 다기능농업으로의 전환을 꾀하려는 다양한 변화(예, 농발계획의 패러

다임 전환 방향, 한국판 뉴딜의 제시 등)에서 요구되거나 기 되는 농업인의 역할이

나 사회적 위상을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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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농업인의 정의를 환경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정해야 한다는 필

요성에 한 부분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적어도 법률상 농업인의 정의 개

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농업계와 비농업계에서 법률의 한계와 재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개정하기 위한 사회적 운동(movement)이 필요한 부분임.

❍ 2020년 공익형직불제 개편 등에서 농업 부문에서는 농업을 통한 ‘공익기능’ 증 를 중

요하게 다루고 있으나, 실제 국민이 이러한 농업의 역할과 공익기능에 관하여 인식하는 

4ㅏ에 관한 검토도 필요함. 농업인을 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공공재정으로 이

루어지는 만큼 납세자인 국민의 공감  형성 및 지불의사를 확인하는 것과 농업인의 요

구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것은 사회적 합의 도출에서 중요한 부분임.

- 일례로, 이정민 외(2019)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하여 도시민 64%가 ‘가치가 

많다’고 답변하였으나, 10점 만점에 응답한 점수는 2011년과 2015년에 비해 근소하

게 낮아졌음을 보임. 2011년, 2015년에 비하여 점수 척도가 변화하였다고 보더라도 

2011년에 비해 2015년 다소 높아진 점수를 고려할 때, 이것은 국민이 공감하는 공익

기능 지수는 다소 떨어졌다고 해석됨.

<그림 5-1> 도시민이 생각하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기능(10점 만점)

주 1: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주 2: 2011년 및 2015년은 5점 척도 조사결과를 환산하였으며, 2019년은 10점 척도로 조사됨.

자료: 각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 이정민 외(2019: 3) 재인용.

❍ 그러므로 농업환경 보전, 즉 농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위해서는 환경

적·사회적 요구에 응한 농업 및 농업인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중

장기 농업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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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환경 보전 관점에서의 농업인의 역할은 생산자(producer)에서 관리자(steward)

로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해외에서는 농업환경지불 정책에서 관리자 기능

(stewardship)을 강조해오고 있음.

2.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농업환경 보전 강화

❍ 본 절에서는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중 ’농업환경 보전 강화‘ 목표와 관련

한 성과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앞서 제시한 4가지 세부목표와 관련한 기존 농

업환경 정책의 한계를 분석하여, 다음 절에서 농업환경 보전 강화를 위한 단기, 중기, 장

기 세부 과제 제안에 반영함.

2.1.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농업환경 보전 강화 내용

❍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하 제4차 육성계획)은 ‘친환경 인증 농식품 산업 

육성’과 ’농업환경 보전 강화‘ 두 가지의 큰 과제로 구분됨. 이 중 ‘농업환경 보전 강화’에

는 ‘농림업의 환경보전 기능 강화’와 ‘농업환경조사 시스템 구축’이 포함됨(농림축산식품

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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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목표

◇ 인증제도 개선 및 생산-가공-유통-소비단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친환경인증 농식품산업 육성

 ◦ 친환경인증 재배면적 비율 : (’15p) 4.5% → (’20) 8(연간 15% 확대)
 ◦ 인증 부적합률 : (’15) 4.6% → (’20) 1(연간 25% 감소)

◇ 농림업의 환경보전 기능 강화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 (’16~’19) 시범사업, 모델 정립 → (’20 이후) 확산
 ◦ 화학자재 사용량 : (’14) 화학농약 9.3kg/ha/화학비료 258 → (’20) 8.5/235

추진

과제

및

주요

내용 

친환경 인증 

농식품 산업 

육성

 인증제도 개선

민간 인증체계 확립 / 역량 강화
인증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국내여건 고려한 인증기준 재정비
비식용 유기가공품 제도 마련

 유통체계 확립 및 

소비확대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
소비자 판매채널 다양화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 제고
(의무자조금 활성화)
가공·외식·수출산업 활성화
유통정보 제공 강화

 생산기반 확충

생산단지·지구 내실화
경영비 절감 영농시스템 구축
친환경농업 직불제 개선
농가 교육 및 기술 지원

 유기 농업자재의

안정적 공급

허용물질 및 자재 관리제도 정비
유기자재 지원사업 개선
유기종자 공급시스템 구축

농업환경

보전 강화

농림업의 환경보전 기능 
강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
적정시비 및 방제시스템 구축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관리 강화
산림의 환경보전기능 제고

농업환경조사 
시스템 구축 

농업환경조사 시스템 구축

<그림 5-2>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비전·목표·과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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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육성계획에서는 농업환경 보전과 관련한 부분에서 현행 “우리 농업여건에 맞

는 환경보전형 영농방식 미구축” & “농업환경 변화상 확인이 어려운 조사시스템”에

서 “한국형 농업환경보전모델 정립·확산(시범사업)” & “지역단위 평가가 가능토록 

지표 및 조사주기·지점 확 ”를 추진 전략으로 내세움(농림축산식품부 2016: 36).

- 중점과제 ‘농림업의 환경보전 기능 강화’의 세부 과제로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

련, 적정시비 및 방제시스템 구축,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관리 강화, 산림의 환경보

전기능 제고를 포함하였으며, 중점과제 ‘농업환경조사 시스템 구축’의 세부 과제로는 

농업환경조사 시스템 구축을 포함.

2.2. 제4차 육성계획의 농업환경 보전 과제의 성과와 한계

2.2.1.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 및 확산의 성과와 한계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자발적으로 협약에 참여한 농업인·농촌

주민을 상으로 경제적 인센티브(활동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손실된 소득 

보전분을 고려하여 단가 결정)를 부여하는 농업환경지불 정책임. 2018년 실증연구를 

거쳐 2019년 본격 도입되어 짧은 기간이지만 매년 참여지역이 늘어난 것은 성과로 평

가 가능함.

- 2017년 추진계획 수립 → 2018년 연구용역 3개소(보령, 함평, 문경) → 2019년 본사

업 5개소(기존 3개소에 홍성, 상주 추가) → 2020년 25개소(기존 5개소에 세종 1곳, 

강원 2곳, 충북 4곳, 전북 3곳, 전남 4곳, 경북 3곳, 경남 3곳 추가)로 확

- 관련 예산은 2019년 5개소 상 7억 5천만 원에서 2020년 25개소 8억 7,500만 원

으로 다소 증가함. 개소 수와 비교하여 예산 증가액이 적은 것은 2020년부터 신규 

상이 된 지역의 경우 농업환경 보전활동 이행의 의무를 사업 상인 5년 기간 중 2차 

년부터 적용하도록 바꾸고 1차 년에 실태진단, 교육 및 계획 수립에 집중하도록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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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환경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음. 환경적으

로는 생물다양성 증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존재하며, 사회적으로는 농촌공동체 

활성화의 효과가 있었음. 다음은 2018년도 실증연구 결과 내용임(임영아·정학균·이정

화 2020: 107-110).

- 참여 주민 마을환경 평가점수는 (전) 80.3점 → (후) 82.5점으로 상승함.

- 협약활동 참여자 전체 87.9%(95명)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활동 시행으로 작년에 

비해 마을환경이 좋아졌다’고 응답, 96.3%(104명) ‘우리 마을에서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 개인활동 중요도 점수는 (전) 3.94 → (후) 4.19로, 개인활동 시행가능성 점수는 (전) 

3.43 → (후) 3.40으로 중요도에 관한 인지도는 증가하였지만 실제로 활동에 참여한 

이후 난이도를 느껴서 시행가능성에 관해서는 점수가 다소 낮아짐.

- 공동활동 중요도 점수는 (전) 4.14 → (후) 4.44로, 공동활동 시행가능성 점수는 (전) 

4.02 → (후) 4.14로 변화하여 활동의 중요성에 관한 인지도 증가화 실제 활동 참여 

가능성에 관한 긍정적 의견이 늘어남. 이것은 개인활동에 비해 공동체활동은 마을 주

민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었고, 서로 보전활동을 독려할 수 있었

기 때문으로 판단됨.

❍ 2018년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실시 지역의 생태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됨.

- 2018년 생태환경 변화 조사 결과는 <표 3-1>과 같음. 조필지에 비해 보전필지에

서 관측되는 조류, 양서류, 포유류의 종류가 더 많았음.

- 식물과 수서생물의 경우 충남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유사한 활동은 3

년째 이어온 보령 장현마을의 경우 신규 활동을 시작한 다른 두 마을에 비하여 개체수

와 출현종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개인활동 중 ‘제초제 없이 잡초 제거하기’의 경우, 전체 식물 

상 출현종수가 비실천지역에 비해 1.6배, 다년생 식물은 2.4배 높았음(농촌진흥청 보도

자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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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령 장현마을 함평 백년마을 문경 희양산마을

보전필지 대조필지 보전필지 대조필지 보전필지 대조필지

조류
(물새류)

11종 77개체
물총새 등

4종 5개체
9종 47개체

꼬마물떼새 등
2종 8개체

유의미한 차이 없음
(통합) 31종 207개체 원앙 등

양서류
4종 135개체

금개구리(115)
2종 20개체
금개구리(1)

2종 6개체
참개구리 등

1종 3개체
2종 56개체
참개구리 등

1종 4개체

포유류 황룡천인근 수달, 고라니 발견 목교저수지인근 삵 관찰 양산천인근 수달 발견

식물
53.0(±9.4)

개체 수
26.6(±13.1) 

개체 수
유의미한 차이 없음 유의미한 차이 없음

수서생물
10.4(±2.9)

출현종수
6.8(±3.0) 출현

종수
유의미한 차이 없음 유의미한 차이 없음

<표 5-1>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실증연구 지역 생태환경의 변화

자료: 임영아 외(2020: 109).

❍ 그러나 농업환경 정책 설계에서 환경적 목표 수준, 상 농업인 유형 및 특성 반영, 지역 

환경 조건을 고려한 정책 설계 등 정확한 목표화(targeting)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예를 들어, 환경 민감도를 고려한 참여지역 설정이나 참여 활동의 제한, 농가 형태에 

따른 목표화(경종/축산, 노지재배/시설재배, 귀농인/원주민 등)가 고려되지 못함.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별(마을별) 혹은 국가 전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환경목표를 정량화하여 제시하지 못함.

- 성과지표가 환경성과(environmental performance)나 결과(result)에 근거하지 

않고 활동(activity)에 근거하고 있어 목표로 하는 특정 수준의 환경질 개선을 비용효

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음.

❍ 덧붙여, 현행 프로그램에서는 고령화 및 문맹률 등 지역특이성을 반영한 이행활동 증빙

을 고려해야 하며,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농가의 활동 범위의 명확화, 참여 경작지 면적

에 따른 빈익빈부익부 현상의 완화, 농가 수용성 차이에 관한 분석 및 수용성 제고 방안, 

성과와 연동한(tailoring) 합리적 단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참여지역 농업인 면담 결과,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위상 정

립 필요성에 해서 공감하였으며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우선순위를 환경개선에 둘 

것인지, 유럽과 마찬가지로 지역개발 정책의 하위 범주로 고려할 것인지에 해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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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이 나뉘었음. 특히 공익형직불제와 연계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위상 정립에 

해서는 전문가 면담에서도 의문을 제기함.

❍ 특히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중간지원조직(마을별 민간 위탁조직 혹은 마을 자체

조직) 상 교육과 농업인 상 교육의 어려움을 겪어, 면과 비 면을 아우르는 교육 

프로그램 및 가이드 개발이 시급한 실정임.

❍ 프로그램의 외적 문제로는 2020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신규 참여자를 상으로 하

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임. 이것은 비농업계에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과 공익형

직불제를 혼돈하면서 생긴 사안으로 판단되어, 공익형직불제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의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를 보여줌.

2.2.2. 적정시비 시스템 구축의 성과와 한계

❍ OECD 농업환경지표에서 보았듯이 국내 질소, 인수지는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과

잉양분이 오염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양분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함. 

양분관리는 크게 양분 투입(input)을 관리하는 것과 양분 산출(output)을 관리하는 것

으로 나눌 수 있음.

- 양분 투입 관리는 지역(land budget) 혹은 농경지 필지(soil budget)를 중심으로 투

입되는 모든 종류의 비료와 녹비작물, 작물잔사, 생물학적 질소고정, 질소의 기침

전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함.

- 적정시비 시스템 구축은 양분 투입 관리를 ‘토양검정 → 비종별 사용량 및 성분 계측 

→ N년차를 고려한 적절 투입량 산정 → 투입량 산정 가이드라인 이행 모니터링 및 평

가토양검정’의 흐름으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함.

- 양분 산출 관리는 작물이 흡수하는 양분의 양을 관리하는 것으로 기작 확 , 다비작

물 활용, 작부체계 변환, 그 외 비농업계로의 이동(예, 가축분뇨의 고체연료화)을 관

리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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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은 양분 투입 관리, 즉 저투입농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

계되었으며 양분 산출 관리에 관한 부분은 상 적으로 다루지 않았다고 보임.

❍ 해외에서는 적정시비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농가의 영농일지 관리를 중요시하는데, 국

내에서는 친환경인증 이외에 영농일지 작성과 비료사용처방 발급이 동시에 의무화된 

사업은 존재하지 않음. 농산물우수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의 

경우에는 시비처방서 발급을 ‘권장’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

- 덴마크의 경우, 비료 활용 계획과 영농일지 작성은 의무로 온라인으로 보고하도록 규

정함. 이러한 의무사항을 통해 1990년 이후 약 50%의 화학비료 사용을 감축함

(Bonnis 2020: 19).

- 참고로, 유럽에서는 질산관리에 힘을 쏟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질산염지침을 1999년 

제정하여 질소취약지역(NVS: Nitrate Vulnerable Zones)을 지정할 수 있으며 

NVZ 농업인은 GAP가 의무사항임. 또한 발트해협력관리프로그램은 질산염지침보

다 보다 강한 기준을 적용하여 가축사육 도를 관리하고 있음.

- 즉, 양분관리에 있어서 규제와 지원이 함께 적용되고 있어 농가 영농일지 관리 의무

도 규제의 한 부분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해외와 비교할 때 국내에서 시도되는 적정시비 시스템 구축은 매우 느슨한 제도인데, 인

증농가 및 액비유통센터 살포를 제외하면 비료사용처방 발급에 강제력이 전혀 없기 때

문임. 또한 인증농가라 하더라도 비료사용처방 발급 이후, 실제 시비가 처방을 준수하여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이행평가나 모니터링 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함.

❍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볼 때, 질소질비료는 농경지에서 아산화질소로 변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더 넓은 관점에서는 각종 비료의 생산과 수송에서 온실

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전과정평가(life cycle analysis)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발생량  

검토가 필요하며, 적정시비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도 이러한 온실가스 저감 편익을 함께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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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검정과 관련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비료사용처방 발급 서비스(흙토람)는 지

속하여 발급 상 작물 및 비료 종류를 확 하여 연구개발 성과로 볼 수 있음.

-  보통비료 이외 ‘화학비료 체 가축분 퇴비량 추천’ 시스템이 추가됨(농촌진흥청 

2017).

* (계산식) 퇴구비량 ×

우분 
 퇴구비량 ×

돈분
×퇴구비량×

계분
×

- 2019년부터 2월부터 적합비료(복합비료 추천순위와 사용량 제공) 및 관비처방서도 

함께 발급 가능함(농촌진흥청 보도자료 2019).

- 2019년 10개 작물이 추가되어 총 143개 작물에 한 시비처방이 가능함<표 3-2>.

작물 계 작  물  명

곡류 11 벼, 보리, 밀, 맥주보리, 콩, 옥수수, 팥, 메밀, 조, 기장, 수수

유지류 4 참깨, 땅콩, 유채, 들깨(종실용)

서류 2 감자, 고구마

과채류 12 고추, 피망, 꽈리고추, 토마토, 방울토마토, 오이, 딸기, 참외, 멜론, 수박, 호박, 가지

근채류 9 생강, 당근, 무, 열무, 비트, 토란, 연근, 우엉, 야콘

인경채류 2 양파, 마늘

경엽채류 25
상추, 양상추, 배추, 시금치, 쑥갓, 대파, 쪽파, 잎들깨, 양배추, 부추, 셀러리, 치커리, 케일,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삼엽채, 신선초, 밭미나리, 엔다이브, 오너멘탈케일, 스위트펜넬, 서양냉이, 갓, 
아욱, 청경채

산채류 14
참취, 미역취, 곰취, 머위, 곤달비, 누룩치, 참나물, 모시대, 영아자, 산마늘, 고사리, 
고려엉겅퀴, 눈개승마, 민들레

과수 15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매실, 감, 감귤, 유자, 대추, 참다래, 자두, 무화과, 살구, 밤, 블루베리

약용작물 31
구기자, 황기, 황금, 맥문동, 작약, 홍화, 당귀, 일천궁, 복분자, 마, 오미자, 산수유, 백하수오, 
적하수오, 지황, 길경, 반하, 구약감자, 백지, 황련, 스테비아, 박하, 율무, 향부자, 더덕, 삼백초, 
더위지기, 어성초, 엉겅퀴, 결명자, 식방풍

화훼류 5 국화, 카네이션, 구근류, 장미, 1년초

기타 13
차나무, 뽕나무, 목초(화본과), 청예옥수수, 연초, 잔디*, 목초(두과), 수수류,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청보리, 호밀, 귀리, 유채(사료용)

합    계 143

<표 5-2>  2019년 흙토람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작물

주1: 밑줄 친 작물은 비료 표준 사용량만 설정됨.

주2: 잔디는 액비처방만 가능함, 파란색 글씨(새롭게 추가된 10작물).

자료: 농촌진흥청 보도자료(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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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에 제출된 양분수지의 경우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제3차 육성계획 기간과 가용

자료가 존재하는 제4차 육성계획 기간 사이 평균값을 비교하면 질소와 인수지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질소(kg/ha) (’11-’15 평균) 228.90 → (’16-’18 평균) 215.35

- 인(kg/ha) (’11-’15 평균) 47.68 → (’16-’18 평균) 43.55

2.2.3.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관리 강화 성과와 한계

❍ 기존 국내 가축분뇨 자원화는 양분관리와도 연계되어 진행되었으나, 가축분뇨 유래 퇴·

액비의 자원화 및 활용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실제 최적 양분량 투입을 위한 

화학비료 사용 감축이 제 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검토는 미흡하였음.

❍ 축산환경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가축분뇨 관리는 자원화 지원 및 퇴·액비 활용도 제고

를 위한 정책지원과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으로 적극 추진되었음.

-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보급: (’19 누적) 6개소(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020a)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보급: (’19 누적) 86개소(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020a)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20 누적) 23개소(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020b)

❍ 가축분뇨 발생량 중 미처리 비율은 감소하였음.

- 가축분뇨 발생량 미처리 비율(%): (’11-’15 평균) 1.4 → (’16-’18 평균) 0.7 (환경부 

각 연도, 「가축분뇨 처리통계」)

❍ 축산 악취 관련 민원은 증가하는 추세로 여전히 지속적인 응이 필요함.

- (’13) 2,604건 → (’15) 4,323건 → (’17) 6,112건 → (’18) 6,718건(경향신문 2020)

❍ 가축분뇨는 분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퇴·액비화되어 농경지에 살포되었을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원으로 작용함. 그러므로 장기적인 탄소중립에서는 역시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와 적정시비과 연계한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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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농업환경조사 시스템 구축 성과와 한계

❍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환경 변동조사를 매년 시행하며, 국가계획 관련 지표로 활용되

고 있음. 더 나아가 농업정책 설계에서도 반영됨.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방법론의 지속적인 개발과 국가 인벤토리 산정에서의 반영

이 이루어지고 있음. 현행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은 농촌진흥청 기후변화평가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새롭게 개정된 배출계수가 있을 경우 국가 인벤토리 

산정식에 이를 반영하여, 과거 배출량 산정에도 소급 적용하고 있음.

* 예를 들어, 2016년 농축산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도 국가 온실가스 인

벤토리 보고서 에서 2,120만톤CO2eq, 2019년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

고서 에서 2,050만톤CO2eq, 2020년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에서 

2,080만톤CO2eq로 다르게 산정되었는데 이것은 각 연도 산정법이 변화하였음

을 의미함(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각 연도).

- 또한 국가 저탄소 목표 설정 및 이행평가에서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방법론 및 관련 자

료는 활용됨.

* 예를 들어, 2018년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작업 시 베이스

라인 산정, 2019년도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안) 수립에서 온실가스 배출

량 BAU(business as usual) 산정에 활용되었음.

- 토양개량지원사업 석회 공급량 산정 근거 제공, 사업 이행효과 평가 시 농경지의 적

정 산도 및 유기물 분포 제시에 사용됨.

-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지표 평가에서는 농경지 토양 유기물 함량 지표

와 밭토양 산도 지표가 포함되어 목표치를 제시하여 성과를 평가하는 것에 활용되고 

있음<표 2-2>.

❍ OECD 보고 지표와 관련한 연구 성과도 농업환경정책 수립을 위해 활용되었음.

- 2019년 환경부 및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분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에 합의하고, 양 부

처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양분수지 전문가 작업반‘을 운영하였으며, 양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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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산정식의 실례로 농촌진흥청에서 2년마다 OECD에 보고하는 양분수지 산정방법

론에 한 산정식 내용을 공유하였음.

- 전문가 작업반 결과, 정책 목적에 맞추어 지역 양분수지(land budget)와 농경지 양

분수지(soil budget)를 구분하여 활용할 것이 제안됨. 참고로, 현재 OECD에 보고되

는 지표는 지역 양분수지 형태임.

❍ 농업환경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역 

상 생물다양성 지표가 개발되어 환경조사의 일부로 반영될 필요가 있음.

- (’18)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에서 국가농업환경정보 통합연계 플랫폼 활용 연구

개발이 진행됨(손연규 외 2018). 농업환경공간정보가 해당 과별로 분산되어 구축하

여 데이터를 통합하여 표준화를 시도하였고 다음 사례를 분석함(농촌진흥사업 종합

관리시스템 2020).

* ① 기후·토양·정주여건 통합 작물 재배적지분석, ② 농업가뭄 평가·예경보 체계 

구축 및 정보서비스, ③ 벼 직파재배 확 를 위한 토양조건별 적지 분석, ④ 농경

지 이용형태별 필지별 토양특성 분석, ⑤ 퇴적암 지 에서의 토양카테나에 한 

연구

- (’20)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진청 공동, 지표생물을 활용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농업분야 

생태환경 조사평가 기준 및 매뉴얼을 개발함.

* 논(벼), 밭(고추), 과수(사과)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을 먹이로 하거나 서식지로 활용

하는 해충의 천적을 지표생물로 선정하여, 거미류, 양서·파충류, 수서무척추류, 어

류, 식물류, 벌류, 기타로 나누어서 제시함.

* 지표생물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생물다양성 양호도를 5단계로 등급화하여, 2021년 

이후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하는 마을을 상으로 지표 조사를 시행할 것을 계획함.

❍ 여전히 농촌진흥청 이외 기관에서 생성되는 자료와의 정합성 문제, 향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및 직불제 상 지역에 관한 농업생태환경 조사 인력 및 재원 확보 문제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함. 또한 탄소저장 및 온실가스 절감 측면에서의 다양한 환경

친화적 영농법의 효과에 관한 방법론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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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환경 보전 강화를 위한 단기, 중기, 장기 과제

❍ 본 장에서는 농업환경 관리자로서의 농업인의 역할 강화와 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서 제안하고자 함.

- 농업환경 보전 강화를 위한 단기(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기간 이내 개선 

가능), 중기(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기간 이후 개선 가능), 장기(구체적 시

점을 특정할 수 없으나 장기적으로 해결 필요) 과제로 나누어서 제안함.

❍  ‘농업환경 보전 강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① (주로 비인증 농가 상) 환

경친화영농 확 , ② 친환경인증농업 확 , ③ 증거기반 정책설계 및 평가를 위한 농업

환경 통계시스템 구축으로 제시함(<그림 5-3>).

- ‘(주로 비인증 농가 상) 환경친화영농 확 ’는 인증 농가 이외 비인증 농가의 환경

친화적 영농 관행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함. 이것은 ‘친환경인증농업 확 ’와 함께 농

업 전반에서 환경친화적 영농법을 실행하는 농가가 확 되어 농업환경보전 기능이 

강화되는 것을 뜻함.

- ‘친환경인증농업 확 ’는 기존 인증 농가 상 인증기준 강화와 인증농업의 양적 확

를 함께 의미함.

- ‘증거기반 정책설계 및 평가를 위한 농업환경통계 구축’은 앞서 제시한 농가의 농업

환경 보전활동을 지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규제, 시장기반 정책, 자발적 참여 

등)에 관한 모니터링, 이행평가, 환류의 체계를 갖추고, 이러한 정과정에서 증거

(evidence)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임. 정책적 의사결정을 뒷

받침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증거가 수집·관리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제

4차 육성계획에서 농업환경조사 시스템 구축이 제시되었듯이 강건성 있는 ‘농업환경 

통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또한 농업환경 통계시스템 구축은 사용자 친화적인 통계

자료의 제공을 통해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하며, 이것은 정 농

업 확 와 같이 최적화된 투입을 통한 환경보전 개선 효과와 연계될 수 있으며 나아가 

디지털농업 확 와 연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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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영농 확 ’를 ‘친환경인증농업 확 ’와 구분하여 제시하지만, 친환경인증농업

은 환경친화영농과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 관계임. 본고에서는 정책 실행의 

편의상 ‘환경친화영농 확 ’ 세부 과제를 환경매체를 중심으로, ‘친환경인증농업 확 ’ 

세부 과제는 기존 ‘친환경인증체계’의 개선점을 중심으로 제안함.

<그림 5-3> 농업환경 보전 강화를 위한 세부목표 설정

자료: 저자 작성.

❍ ‘환경친화영농 확 ’는 농업활동을 둘러싼 농업자원과 자연조건을 아우르는 ‘농업환경’ 

전반의 환경질을 개선하는 영농방법의 확 를 의미함. 이것은 기존의 친환경인증을 중

심으로 이루어진 친환경농업의 외연을 인증과 관계없이 모든 농가로 확 하는 것임.

❍ ‘환경친화영농 확 ’는 지역 단위 농업환경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함. 지역 단위 농업환

경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특이성을 반영한 정책설계 및 환경관리가 중요함.

- 지역의 자연적 특성은 농업 활동이 이루어질 때 토지 피복, 토양 영양 상태, 수질 등 

변화 결과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생물의 서식지 형성에도 영향을 미침. 또한 지역의 

자연적 특성은 특정 오염부하에 관한 취약성을 결정하는 요인이므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취약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관련한 차등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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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역별 농업인의 재배작목, 연령, 성별,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위험회피 수준, 

정책 이해도, 농업환경 이해도, 지역 내 이해관계 등에 따라서 정책 수용도 및 자발적 

이행 정도가 달라지므로 정책설계에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변수임.

- 특히 농업환경지불 정책에 있어서 성과와 연동한(tailoring) 비용효과적 단가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 및 지역 농업인의 특성을 정책설계에서 반영해야 함. 

- 농업환경지불정책의 단가는 관리 행위 전과 비교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소득 손

실분을 최소 단가 수준으로 하여서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편익을 포함한 부분을 최  

단가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음(DEFRA 2013). 그러나 토지 이질성(land hetero-

geneity)에 따라서 최적화된 환경 재화 및 서비스가 과도 혹은 과소하게 제공되기 때

문에 지불의 경제적 유인은 사회적 지불의사에 기반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함

(Fraser 2008). 이런 점에서 성과연동 지불 단가는 지역 및 농업인의 특성을 반영한 

최소 단가 수준 설정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도출된 최  단가 수준 사이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음.

❍ 목적화(targeting)의 관점에서, 비용효과적 농업환경 정책설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점

은 다음과 같음(OECD 2010: 27).

- 정책 상: 환경적 외부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 중 정책수단이 적용되는 상을 누

구로, 어느 범위까지 지정하는가를 의미함.

- 환경 상: 환경 목적 달성을 위해 농가단위 이행을 정의하고 측정하기 위한 최적화된 

목적변수(target variable)이나 측정량(metric)을 의미함.

- 정책수단: 지불, 환경기준, 환경세, 거래가능한 배출권리 등 어떠한 경제적 유인을 사

용하는가를 의미함.

❍ ‘환경친화영농 확 ’의 환경 상은 정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환경보전 효과에 따라

서 구분할 수 있음. 정책 이행에 관한 행정비용은 ‘지역’의 범주에 따른 별도 정량화가 

필요하겠으나, 행정비용에 관한 고려 없이 목적화(targeting)의 관점만 적용하자면 지

역별로 보전하고자 하는 환경 상을 특정하는 것이 농업환경보전 정책 목표를 비용효

과적으로 달성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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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상 목적화는 환경매체별로 토양환경 개선, 용수환경 개선, 기환경 개선을 중

심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생물다양성의 경우, 다양한 환경매체의 개선의 복합적 결과로 이루어지므로 구분에

서는 제외함. 또한 농촌경관 관리의 경우, 농업이라는 산업적 관점을 벗어나 농촌이

라는 공간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므로 본 목표에서는 제외함.

❍ 덧붙여, 선택형 공익직불(이하 선택공익직불) 확 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선행되었음에

도 불구하고(강마야 2017, 김태연 외 2017, 김태훈 외 2018, 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

회 2018), 공익형직불제 도입 이후 선택공익직불의 주요 범위가 논활용직불을 제외하

면 기존 경관보전직불과 친환경농업(축산)직불로 제시되어 인증농업 이외 농가를 상

으로 한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그 활용 방향에 관한 논의가 지속

되어야 함. 이 과정에서 농업환경 보전 측면에서 현행 인증농가 상 직불제의 개선점이 

없는지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환경친화영농 확 ’가 농업 전반의 농업환경 보전활동을 아우르는 목표라면, ‘친환경

인증농업 확 ’는 현행 인증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반영하는 목표임. 즉, 한국판 그린 뉴

딜의 장기적 방향성을 반영하기 위한 기존 친환경인증농업의 개선 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 농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서 농업환경보전에 있어서 친환경인증농업의 중추적 

역할에 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인증농업의 위상 재정립과 농업환경보전 관점에

서의 인증농업 확 에 관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함.

- 선택공익직불에서도 현행 체제의 유지나 확 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

며, 친환경농업(축산)직불제 이외 선택공익직불 유형에 관한 인증농가의 추가 수령 

가능성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정의해야 함.

❍ 농업환경 보전활동은 다양한 농업활동 및 조치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환경적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책효과 및 정책 이행평가의 정량화 및 모니터링이 중요함. 또한 정

농업과 같이 농업인이 자원효율성을 최 로 하는 최적화된 투입을 하여서 환경오염 부

하를 줄이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영농의 효과와 방법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농

가 적용을 위한 기술적 도움이 추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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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목표 세부 과제
단기

(제5차 육성계획 기간 이내)
중기

(제5차 육성계획 기간 이후)
장기

환경친화

영농

확대

지역 단위 

농업환경관리 강화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개선

• 선택공익직불 범위 확대
• 선택공익직불 적용지역 

확대

환경매체별

관리 강화

• (토양환경) 양분관리제도 

연계 활동 도입

• (용수환경) 통합물관리 

연계 활동 도입

• (대기환경)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연계 

활동 도입

순환농업 활성화
• 폐기물 절감 및 재활용도 

제고

친환경인증

농업

확대

저탄소인증농업 확대 • 저탄소인증과 관계 정립
• 저탄소인증 조건 충족 

지원
• 저탄소인증농가 확대

친환경인증농업 위상 

정립

• 소비자‧생산자 관계성 

회복

• 소비자-생산자 관계성 

강화

• 소비자-생산자 관계성 

지속

친환경직불금 개선 • 선택공익직불 외연 확장

• 무농약인증의 

선택공익직불 통합

• 선택공익직불 가산형 

구조 확립

• 유기전환직불 신설

• 유기농업 지원 강화

<표 5-3> 농업환경 보전 강화를 위한 단기, 중기, 장기 과제

❍ ‘증거기반 정책설계 및 평가를 위한 농업환경통계 구축’은 이런 점에서 농업환경 보전의 

인과관계를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와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농업

인, 정책담당자, 연구자 등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통계자료 및 농

업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또한 농업환경 정책설계 및 평가, 모니터링에 있

어서 가능한 정량적 지표를 활용하되, 자료 가용성에 따라서 활동(activity)에 근거한 

지표에서 환경결과(environmental result)에 근거한 지표를 활용하도록 점차 전환하

는 것을 포함함.

❍ 농업환경 보전 강화를 위한 단기, 중기, 장기 세부 과제를 <표 5-3>과 같이 정리하여 제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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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목표 세부 과제
단기

(제5차 육성계획 기간 이내)
중기

(제5차 육성계획 기간 이후)
장기

증거기반

정책설계 및

평가를 위한

농업환경

통계구축

정량적 통계자료 확보

• 영농일지 등 농가 의무 

강화

• 농업환경 평가지표 관리 

주체 설정

• 영농일지 등 농가 의무 

이행 자료 디지털화

• 농업환경지표 통계자료 

디지털화

• 통계자료 디지털화 

지속

농업환경 평가지표 

개선

• 정책목적별 평가지표 

선정(활동지표, 결과지표 

구분)

• 신규 통계자료 필요지표 

구분

• 신규 통계자료 수집 

• 국민공감지표(예, 

생물다양성, 온실가스 

감축량) 설정

• 결과에 근거한 

평가지표 활용

• 국민공감지표의 지속 

수집‧생산‧관리

농업환경통계시스템 

구축

• 농업환경 통계시스템 

구축 로드맵 정립

• 농업환경 통계시스템 

플랫폼 구축

• 농업환경 통계시스템 

플랫폼 안정화

사용자친화적 

통계자료 제공

• 가용통계의 

사용자친화적 자료 생산

• (농업인 대상) 노지 

스마트농업 지원

• 신규통계의 

사용자친화적 자료 생산

• (농업인 대상)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한 관련 정보 

활용

• 사용자친화적 자료 

수집‧생산 관리 지속

• (농업인) 디지털농업을 

통한 정밀농업 확산

자료: 저자 작성.

3.1. 환경친화영농 확대의 한계와 세부 과제

3.1.1. 환경친화영농 확대의 한계

❍ 인증농업을 넘어선 비인증농가(관행농가)를 상으로 한 농업환경 정책은 다양하게 있

으나, 농업 정책이 통합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농업환경 보전 수준이나 이를 위한 각 

정책수단의 구체적 활용 방안에 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표 1-1>.

- 농업환경 보전 관점에서 중앙-지방,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내 

부서 간 연계가 미흡한 부분이 존재함. 예를 들어, 2021년 환경부에서 도입하려는 

‘양분관리제’의 경우 각종 비료 사용,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작부체계 전환 등과 

긴 하게 연결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에서 주로 응하고 있어 양분

관리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 응이 어려운 실정임.

- 다양한 농업환경정책이 가지는 상충효과(trade-off)나 동반편익(co-benefit)이 제

로 계측되지 못하고 정책적 의사결정에도 이러한 정책효과 간 관계가 반영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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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 예를 들어, 면세유 지원 및 농업용 전기의 공급은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며, 녹비종자 및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보통비료(화학비료)를 체하여 총 양분을 관리할 경우에 환경적 편익이 높은 사업이

지만 농가에서 보통비료 사용을 줄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양분과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제4차 육성계획에서는 지역 단위 농업환경을 보다 통합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 ‘농

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다양한 개선사항이 존재함.

- 2020년 25개 마을 상 사업 규모는 실제 전국적 환경개선 효과를 보기에 매우 부족

한 규모이며, 사업지역 선정에서 궁극적인 환경개선 효과 목표, 농업인 유형 및 작목 

특성, 지역 환경조건, 국가적 환경문제 응 우선순위 등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지 못함.

- 환경개선 효과 목표와 관련하여 농업환경의 개선 결과에 관한 성과지표는 현재 성과

평가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성과연동 단가 설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나 농가 상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내 활

동에 관한 매뉴얼 자료가 부족함.

- 지역별 목적화(targeting)하는 환경보전 효과와 관련 활동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

며, 농업인 및 농촌주민이 비교적 난이도가 쉬운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환경효과를 낼 수 있는 환경친화 영농 보급에는 소극적일 수 있음.

- 현장에서 지자체 담당자의 이해도의 차이에 따라서 사업 상자와 지자체 담당자 사

이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2020년 기준으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중간지원조직 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

화정보원에서 위탁을 받은 업체가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하였으나, 위탁업

체 자체의 프로그램 이해도가 떨어져, 교육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농업환경보전 프

로그램의 취지와 목표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지역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성과 평가와 평가 결과를 환류한 중장기 농업환경 보

전 계획의 수정 부분이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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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형 직불제에서 ‘선택형’ 공익직불제를 자발적 협약 활동으로 분류한다면,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은 선택공익직불 도입을 위한 사전 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2020년 

현재 선택공익직불의 범위가 모호함.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농업환경보전 활동의 효과성, 이행평가 필요 

정보 및 인프라, 현장 적용에서의 애로사항 발굴과 개선사항 마련, 행정비용 소요액 

등을 미리 진단해볼 수 있음.

- 현재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농업·농촌 공

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8호)」 제4조, 2020년 5월 

기본형직불제를 중심으로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기본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임.

- 그리고 기본공익직불과 선택공익직불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교차준수(cross-com-

pliance) 사항에 마을공동체 참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공익증진 교육 이수, 경영

체 등록·변경 신고 등이 신규 의무로 추가되었으나(농림축산식품부 2020d), 농지 혹

은 농가 상 기본공익직불의 의무사항으로 마을공동체 참여를 포함하는 것에 관한 

정합성 문제나, 실제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모니터링 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아 그 범위와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임.

- 그러므로 이러한 교차준수 기준의 적절성이나 선택공익직불의 범위를 정립하는 것에 

있어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경험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됨.

❍ 또한 농업환경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하

는 환경친화적 영농법을 구분할 수 있음. 그러나 많은 영농기술이 농촌진흥청 등에서 개

발된 뒤 실제 정책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다양한 부서와 연계하여 세분화된 영농

법 보급에만 중점을 두고 정책사업이 추진되거나, 환경친화 영농법의 필요성과 효과에 

관한 홍보 부족, 개발된 영농법의 실증효과 검증의 부족으로 농가 설득에 실패하는 등 

한계점을 보이고 있음.

- 예를 들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 포함된 양분관리 활동이나 토양침식 방지 활동

의 경우에는 동 프로그램 도입 이전 관련 지원정책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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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분관리의 관점에서 볼 때, 보통비료의 투입과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

부 농기자재팀이 담당하고 있으며, 보통비료를 적게 혹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농법을 

확 한다는 점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가 연계되어 있음. 부숙유기질비

료의 생산과 관련해서는 가축분뇨 처리 부분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가 담

당하고 있어, 양분관리라는 하나의 주제에 3개 이상 부서가 협력해야 하는 상황임.

- 저탄소영농기술의 경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

업,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 등을 통하여 다양한 저탄

소 방법론이 개발되어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관한 농가의 인지도는 낮다고 판

단됨.

* 2019년 기준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신규 등록과 인증은 각 82 농

가와 131 농가로 전체 농가 수에 비하여 매우 낮은 비율임. 2019년 인증된 감축

량은 1만 1,425천톤CO2eq인데, 이것은 에너지 부문 기술도 포함된 수치로 보통 

농축산 비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0만~2,100만톤CO2eq 수준인 것

을 고려할 때 높은 수치로 보기는 어려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자료(2020)36)에서는 2020년 12월 진행된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현장리포터 벼재배 160 농가 상 설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가 

계획인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포함된 ‘간단관개’와 ‘논물얕게 기’와 

관련하여 각 54.4%와 48.8%가 기술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온실가스 감

축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는 농가 비율은 31.3%와 28.1%로 더 낮게 나타남.

36) 농촌진흥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이행평가(4의 1차년도)」 과제에서 수

행한 설문조사로, 해당 프로젝트 완료일이 본 과제보다 늦어서 내부자료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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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환경친화영농 확대 세부 과제 설정37)

가) 지역 단위 농업환경 관리 강화

□ [단기]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개선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친환경인증 농가 외 농가를 주요 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농

업환경 보전 활동에 관한 ‘넓고 얕은(broad and shallow)’ 활동의 확산을 목표로 함. 

그러므로 동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확 를 통해 친환경적 영농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

는 것은 농업인의 관리 역할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기존 친환경인증농가의 성장세가 둔화된 만큼, 기존 정책의 지속으로는 관행농가에

서 친환경인증 농가로 전환하는 성과를 크게 기 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은 관행농가의 환경친화적 영농을 촉진하고 향후 친환경인증농가로 전

환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음.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통한 넓고 얕은 농업환경 보전 활동의 확 를 인증농업을 

통한 ‘좁고 깊은(narrow and deep)’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한 추가 지원을 하

여 농업환경 보전 활동을 고도화해야 함.

* 유기전환직불금 신설과 연계하여 고려할 수 있음.

❍ 앞서 지적하였듯이, 농업환경 보전 혹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 상을 정확히 설정

하는 것은 중요함. 그러므로 지역별 농업환경 이슈를 파악하고 참여지역에서 이에 응

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활동을 계획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선행연구의 설문조사에서 농업인이 공간관리와 관련한 공동체 활동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토양양분관리, 침식 방지, 농업용수 절감, 수질 개선, 생물다양

성 확  등과 같은 구체적인 농업환경 개선 목표에 필요한 영농법을 자발적으로 채택

할 확률이 상 적으로 낮음(임영아 외 2018b: 277-280).

37) 제시된 세부 과제(지역 단위 농업환경 관리 강화, 환경매체별 관리 강화, 순환농업 활성화)를 중·장기적으로 ‘선택

공익직불’로 통합하여 그 범위 및 적용 확대를 제안함. 그러므로 각 세부 과제별 중·장기 과제를 구분하여 제안하

지 않고, 본 절의 마지막에 중·장기 과제를 통합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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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효과적인 정책 도입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문제가 되

는 농업환경 문제를 파악하고, 해당 농업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targeting)

으로 한 환경보전 수단의 선택이 중요함.

* 수질 개선을 위한 비점오염 관리를 위해 최적관리기법(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38)을 도입하는 것이 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논과 밭 지역에 따라서 밭에서는 우회수로, 등고선 재배 등을 적용 가

능하며, 논의 경우에 둠벙 조성, 계단식 논 재배 등이 적용 가능하며, 수계와 인접

한 농경지에서는 식생완충 (buffer strips)를 설치하는 것이 BMP로 적용 가능

한 방법임.

- 이런 점에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역 내 활동계획 수립 단계에서 목적하는

(targeting) 농업환경 문제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응한 환경친화 영농활동 

확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미국 EQIP에서의 자원위협요소 제공과 2020년부터 각 주가 우선순위가 높은 활

동에 관한 지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허용된 점은 이러한 지역에 필요한 특정 환

경보전 목적에 맞도록 농업환경보전 활동 확 를 지지하는 것임.

* 영국 CS에서 NCA를 도입하여 전국 8개 지역별 중요활동과 기타활동을 나누어

서 제공하고, 이에 따른 농업인 선정에서의 점수를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선정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한 점 또한 지역특이성을 반영한 농업환경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 농업환경 문제의 경우, 실제 환경질을 중심으로 절 적 기준(예, 수질 T-P # ppm 이

상인 지역)이나 상 적 기준(예, 전국 T-P의 150%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

한 기준 설정은 전국 단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역할로 볼 수 있음.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활동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개선하고자 하는 환경친화 영농법과 

이에 응한 베이스라인(관행영농)을 명확히 제시하고, 베이스라인 비 환경친화 영농

법 확산을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를 설정해야 함.

38) 미국 법에서 BMP는 수질 개선을 위해서, 경제 및 기술적 사항을 고려했을 때, 연구, 실증 테스트, 전문가 검토를 

통하여 협력 부처에서 정의한 가장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현장(on-location) 수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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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활동의 정량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 영농법이 

적용되지 않는 베이스라인(관행영농)을 명시하고 이러한 베이스라인 비 해당 영농

활동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 효과를 기준으로 농업환경보전 활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

- 잠재적 환경개선 효과에 관해서는 저료 확보가 가능한 영역 내에서는 환경보전 결과

를 나타내는 지표를 활용(예, 수질 지표, 온실가스 감축량)하되, 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활동성과(예, 양분수지) 혹은 이행지표(예, 토양양분관리 참여 농지 면적)를 

활용하도록 함.

* 농업환경 통계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고려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은 특히 농업인 상 가이드라인에서 명확히 밝혀, 참여 농업인이 관행 영

농 비 환경친화 영농의 차이점과 그 효과에 관해서 이해하도록 이끌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활동 단가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엇갈린 만큼, 

주기적으로 성과와 연동한(tailoring) 단가를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단가 재

평가의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성과연동에 근거한 단가 설정을 위해서는, 지역의 자연적 특성과 수혜 상의 사회경

제적 특성을 고려한 단가 산정 체계가 필요함.

* 오스트리아의 조건불리지역 지불금의 경우, 해발 700m  이상 고도에 위치하거

나 경사도 20% 이상, 해발 500m 이상 위치하면서 경사도 15% 이상인 산간지역

을 상으로, 최소 2ha 농지를 소유하고, 5년 이상 농사 경력을 가진, GAP 적용 

농가를 상으로 적용됨. 2001년부터 농가가 가진 자연적 어려움의 상이함

(heterogeneity)을 반영하여서 농지 면적, 농가 유형(축산 유무), 토지 유형(초

지 여부), 지속적인 자연 애로사항에 차등 점수를 적용하여 차등 단가를 적용하고 

있음(van Tongeren 2008: 16). 

- 단, 세부적인 단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행정비용이 정책효과에 비하여 높다고 판단할 

경우 지역별 동일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비용효

과성은 향후 객관적으로 연구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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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단위 농업환경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농가 상으로 기존의 복잡한 가

이드라인의 간소화 작업이 필요함. 농진청에서 개발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존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 등의 통일 작업이 필요함.

- 2020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참여 지역 표와의 면담, 2018년, 2019년 진행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장토론회에서 현장의 언어로 제시되는 기술 가이드라인의 필

요성이 지속하여 제기됨.

- 2020년 2월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농촌 환경보전을 위한 농가실천 매뉴얼 을 제

작하고 이것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활동 안내서로 보급한다는 취지를 밝혔으나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2020), 실제 면담에서 현장 참여 농업인과 중간지원조직에서

는 부분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 그러므로 기존의 산재한 가이드라인을 통합하여 농업인 및 중간지원조직을 상으로 

한 쉬운 용어의 가이드라인과 행정담당자를 위한 보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나누

어서 작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 2020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지역에서 발굴한 보전 활동의 심사를 프로그램 

참여 3차 년도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지정하고 있어 현장의 혼란을 더하므로, 지역 내 

발굴 활동도 이행의무가 주어지는 2차 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 환경매체별 관리 강화

□ [단기] (환경부) 양분관리제도와 연계한 토양환경 개선 프로그램 실시

❍ 2021년 도입 예정인 환경부의 ‘양분관리제도’와 연계한 보다 통합적인 농경지 양분관

리 프로그램이 필요함.

- 양분관리는 단순한 비료투입 관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분투입과 산출 두 측면

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또한 경종과 축산이 상 적으로 분리된 국내 농업 현실을 반

영할 때 축산 및 경종농가 사이 협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서일환 외(2020)에서는 양분관리제도의 기본원칙으로 올바른 사육환경(축산농가의 역

할), 올바른 가축분뇨 관리(축산농가 및 자원화 주체의 역할), 올바른 양분 이용(경종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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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역할), 올바른 영농법(경종농가의 비점오염저감 역할), 올바른 정보(국가 통계자료 

구축)를 제시함.

- 양분관리의 주체는 단순하게 축산농가 혹은 경종농가만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

원화와 관련한 다양한 업체 및 통계자료를 생성하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도 포함함.

- 이 중 축산 및 경종농가 주축이 되어서 활동해야 하는 부분은 기존 농업환경보전 프로

그램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음.

기본원칙 세부목표 중점과제

올바른 사육환경
• 환경영향을 동시 고려한 환경친화적 

사육환경 조성

• 양분조절 사료급여 활성화
• 수입 사료원료 대체
• 환경친화적 가축사육법 보급

올바른 가축분뇨 관리 •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 가축분뇨 배출 관리
• 가축분뇨 퇴·액비 품질 제고

올바른 양분 이용
• 올바른 양분원을 특성에 따라 적정 

용량으로 사용

• 지역단위 양분관리 체계 구축
• 지역단위 양분투입 관리
• 지역단위 양분산출 관리
• 지역 양분순환 활성화

올바른 영농법
• 올바른 시기와 장소에 농경지 양분 이용
• 농경지 비점오염관리 강화

• 비점오염 저감 영농법
• 비점오염 저감 농가기술 지원

올바른 정보
• 정책 설계, 모니터링, 이행평가 필요 

통계자료 구축·관리
• 양분관리 통합 DB 구축

기타 • 그 외 국가단위 양분관리 이행
•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통한 가축분뇨 양분관리
• 양분 수출입 관리

<표 5-4> 양분관리제도 기본원칙, 세부목표 및 중점과제

자료: 서일환 외(2020: 353).

❍ 양분관리제도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서 축산환경보전 활동을 

포함하고 공간적으로 마을 단위 이상의 지구 단위에서 경종 및 축산농가의 협력을 통한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패키지 형태도 구축하도록 유도하거나, 별도의 축산환경보전 프

로그램을 구성하여 현행 작물재배 활동 중심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과 연계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기준 현행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서는 축산농가의 이행의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장기적으로는 축산농가의 환경보전 활동에 관한 부분을 추가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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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논쟁거리가 되는 가축분뇨 관리나 경축순환 활용에 있어서는 경종농가와 축산

농가의 상호 협의로 상생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별 행위에 관해 지원을 

하는 기존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유형과는 다르게, ‘경축순환 활성화’와 같은 

패키지형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농업환경 보전 측면에서는 단순한 경축순환 활성화가 아닌 ‘경축순환 활성화

를 통한 균형 있는 양분관리’를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포함

할 필요가 있음.

□ [단기] 통합물관리와 연계한 용수환경 개선 프로그램 실시

❍ 통합물관리가 진행됨에 따라서 농업용수39)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고 있으나

(수리권 재정립 및 허가수리권의 적용 여부, 균형 있는 공급 및 수요관리, 비농업 수요에 

따른 농업용수의 활용 가능성, 수리시설 이용료 분담체계 등), 여기서는 농업용수의 환

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용수의 수량 및 수질 관리에 관해서 논의하고자 함.

❍ 현행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서는 ‘농업용수 수질개선: 오염된 하천·저수지 청소 및 

수생식물 식재’와 ‘양분유출 방지 등: 논 배수물꼬 설치 및 물관리’ 두 가지 활동만이 포

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농업용수 수량·수질 관리 활동을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움.

- 단, 토양침식 및 양분유출 방지 활동이나 농약 사용 저감 활동이 토양에서 유래한 비

점오염물질의 유입을 줄인다는 점에서 넓게는 수질 관리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음.

❍ 농업용수의 실질적인 이용료가 없는 만큼, 농업인의 농업용수 절감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농업용수 절감 활동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세부 활동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현행 활동의 경우 논 경작만을 상으로 하여 용수보전 활동을 공동활동에만 포함하

고 있으나, 밭이나 시설 경작의 경우에도 용수보전 활동을 포함할 수 있음.

39) 「농어촌정비법」에서는 공간개념을 강조한 ‘농촌용수’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영농활동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농업환경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므로, 농업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농업용수에 관한 환경친화 

영농법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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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농업용수 공급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실제 수요

관리와 관련한 지휘부가 부재한 상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임.

- 농업용수의 실사용량과 관련한 공신력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지만, 농업

용수 절감 영농법에 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

어 옴(예, 피복을 통한 토양 수분 보전 방법, 담수 기간 조정, 내습성 밭작물 재배, 물

꼬관리 등).

- 장기적으로는 농업용수 실사용량 계측 자료화와 이에 근거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농업

용수 사용량 절감 영농법에 관한 보급을 먼저 이루고 농업용수 절약에 관한 농업인 공

감  형성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함.

❍ 농업용수 수요관리에 있어서 교육 기제의 도입이 우선 되어야 하며, 이것은 앞서 언급한 

현장 중심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교육 컨텐츠 및 가이드라인 마련과도 연계되는 부

분임.

❍ 또한 기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 포함된 수질 개선 활동과 관련하여서, 환경전문가

의 자문을 반영하여 ‘비점오염관리’ 측면에서의 활동 목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전체 ‘비점오염관리’는 환경부가 총괄하고 있으므로, 부처 간 농업계 환경보전 

노력에 관한 홍보와 공감  형성이 필요함.

❍ 용수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향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상 지역을 수계를 중심으로 

다수의 마을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앞서 토양환경과 마찬가지

로 농업환경변동조사 혹은 환경부 수질 통계를 바탕으로 수질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선

별하고 이러한 지역에서는 수계를 중심으로 지구 단위의 신청이 있을 때 선별에 가산점

을 부여할 수 있음.

- 2020년 현재 홍성 지역이 수계를 바탕으로 2개 마을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

으나, 두 마을 사이의 연계된 활동이나 협력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연계 활동에 관해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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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수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마을 단위 이상의 지구 단위에서의 활동 협약을 맺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시행지침에서의 연계활동에 관한 의무를 두되 

추가 의무 이행에 상응하는 보상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목적화 및 성과연동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그리고 용수환경 개선 활동의 모니터링과 결과지표 활용을 위한 수질 자료를 장기적으

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농업환경 변동조사를 통하여 수질을 측정 중이며, 농업용 저수

지를 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수질 관리를 시행 중임. 그러나 농업환경지표

로서의 수질 통계의 통합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러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과 데이터 정합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계획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

- 그러므로 제5차 육성계획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정합성 확보를 위한 계획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제 자료 수집의 개선을 시도하여,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의 통

합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기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농업환경 통계시스템 구축과 연계됨.

□ [단기]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연계한 대기환경 개선 프로그램 실시

❍ 기환경과 관련한 환경문제는 크게 ‘축산 악취’와 ‘온실가스 감축’으로 나눌 수 있으나, 

농업환경지불 정책의 상은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임.

- 축산 악취의 경우, 「악취방지법」에서와 같이 이미 악취와 관련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

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과 같은 농업환경지불 정책의 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 온실가스 감축의 경우,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줄여서 공공의 편익을 증

시킨다는 점에서 공익기능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농업환경지불 정책의 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서 이미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제시되고 있으며, 

중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연도별 감축량 목표가 이미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감



농업환경 보전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업 확  방향❙   169

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게다가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이 발표되면서 현행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농업계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현행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하여 농업·농촌 자발

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 활

용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참여실적은 저조한 편임.

- 또한 실제 참여 실적을 보면, 에너지 부문 기술 보급에 더 치우쳐 있는데 이것은 노력 

및 행정비용 비, 에너지 부문(신재생에너지 혹은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의 감축 잠재

량이 비에너지 부문(논물관리, 가축분뇨 관리, 사료 관리)의 잠재량보다 크기 때문임.

- 그러나 시설원예를 제외한 실제 농축산생산과 관련한 온실가스 감축은 비에너지 부

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비에너지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저감은 저탄소 영농법 

확 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임.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과 기존 실용화재단의 자발적 감축사업은 연계하여 실행 가능한

데, 이때 저탄소 영농법 보급 기술지도를 실용화재단이 중간지원조직이 되어서 실행하

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음.

- 농자재 및 에너지 절감 감축활동에 관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량에 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 자발적 감축사업 상 저탄소 영농기술에 관한 방법론은 이미 실용화재단에서 정리

하여 제공하고 있음<표 6-1>.

- 자발적 감축사업의 경우 탄소상쇄사업으로 현재 감축하는 온실가스 1톤CO2eq당 1

만 원의 보상이 주어지고 있어, 탄소상쇄가격만으로는 농업인에게 충분한 영농법 적

용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임.

- 그러므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과 같이 해당 기술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경

영비 혹은 손실된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더해질 때 그 보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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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 분야
정부구매형 감축사업

(농업·농촌 자발적 감축사업)
시장거래형 감축사업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미활용 에너지를 이용한 농업시설의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농촌지역에서 미활용 열에너지를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사업의 방법론

순환식 수막재배를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방법론

순환식 수막재배를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방법론

LED 조명기기 설치를 통한 농업시설의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방법론

농촌지역의 LED 조명기기 설치 사업의 방법론

고효율 보온자재를 이용한 농업시설의 난방용 
에너지 사용량 감축 방법론

고효율 보온자재를 이용한 원예시설의 난방용 
에너지 사용량 감축 방법론

-
농촌지역에서 히트펌프를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방법론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농업시설의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방법론

농촌지역에서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사업의 방법론

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소수력, 풍력) 방법론 농촌지역에서 태양열 이용 열 생산 방법론

-
농촌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이용 전력생산 및 자가 
사용 방법론

질소질비료 절감사업

녹비작물을 이용한 질조질비료 사용 저감 방법론 -

완효성 비료를 이용한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 
방법론

완효성 비료를 이용한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 
방법론

부산물 비료를 이용한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 
방법론

부산물 비료를 이용한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 
방법론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사업

목질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농업시설의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방법론

농촌지역에서 목재펠릿을 활용한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농촌지역에서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사업의 방법론

왕겨를 이용한 RPC 곡물 건조 열원대체 방법론
왕겨를 이용한 미곡종합처리장(RPC) 곡물 건조기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

- 커피박 펠릿을 활용한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

기타 감축사업

보존경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

논벼 재배 시 물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논벼 재배 시 물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토지의 이용방법 전환을 통한 메탄감축 방법론 -

<표 5-5> 농업부문 감축사업 방법론

자료: 이길재(2019: 8-9).

❍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의 경우, 자발적 감축사업 등을 통해 실증 자료가 확보된 

방법론을 국가에서 공인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그러므로 자발적 감축사

업 방법론의 보급 실적을 늘린 이후 확보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외부사업 방법론을 추

가 등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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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배출 가능한 용량을 부여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

출허용량(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국내에는 2015년부터 적용된 제

도임. ‘탄소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 이외 사업장에서 인정

받은 방법론으로 감축한 온실가스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참고) 2020년 10월 기준으로 톤당 거래가격은 2만 2,200원 ~ 2만 5,000원임.

- 자발적 감축사업과 연계한 외부사업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방법론 등록 근

거를 위해서는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연계한 연구개발이 필요함.

다) 순환농업 활성화

□ [단기] 폐기물 절감 및 재활용도 제고

❍ 순환경제의 일반적 원칙은 ‘폐기물 발생량의 감소’,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을 포함한 자원생산성 최 화’로 정리되며, 이것은 농업인이 1차 생산을 하는 농

업활동뿐만 아니라 농업인이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가 최종 소비하기까지의 다양

한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음(정학균 외 2020: 발간예정).

❍ 농업환경 보전 관점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농축산물 생산에 투입되는 자원을 체

하여 부존자원 투입을 절감하여 자원 사용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영농폐기물이나 음

식물류 폐기물 등의 오염원을 줄이는 점, 과잉되거나 처리되지 못한 양분의 활용도를 높

여 양분으로 인한 환경오염부하를 낮추는 점 등에서 순환농업이 갖는 의미는 중요함.

<그림 5-4> 농축산물 생산에서 식품 소비까지 순환경제 활성화 예시

자료: 정학균 외(2020: 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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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물 공급과 관련한 폐기물은 크게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농약병이나 폐비닐과 

같은 영농폐기물,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포장재, 가공 및 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음식

물류폐기물로 나눌 수 있음.

- 가공 및 소비단계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거나 재활용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바람

직한 방안이지만, 본고는 농업인이 관여하는 생산단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영농폐기

물과 포장재 절감 및 재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제안함.

❍ 영농폐기물과 관련하여,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서는 공동체 활동의 하나로 ‘생활환

경 개선’을 포함하여 영농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의 공동수거 및 분리배출을 포함하고 있

으나(농림축산식품부 2020b: 44), 영농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처리

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근본적인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관한 접근은 아님.

❍ 영농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약과 제초제와 같은 과잉 투입재를 줄이는 것

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것은 현행 농업환경 정책에서도 달성 가능한 부분임.

- 단, 정 농업과 같이 생산성과 자원이용 효율성을 함께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친화적 

영농정보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은 농업환경 통계시스템 부분에

서 구체적으로 논의함.

❍ 서 석 외(2016)는 영농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함.

- 제도적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

어업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폐농어업자재 투기 방지 등 시책 추진에서 영농폐

기물 응을 적극적으로 포함하고, GAP의 환경오염 방지 및 농업생태계 보전 항목에

서 명시한 농약병, 폐비닐 분리수거 관련 내용을 강화. 「농촌경관법(가칭)」을 신규 제

정하여 영농폐기물 문제를 폐기물 발생과 처리보다 농촌경관 관점에서 종합 관리.

- 기술적으로, 생분해성 및 생붕괴성 필름과 같은 체재 활용, 내구성 있는 재질 필름 

활용, 멀칭비닐 경감 영농기술을 적용. 단, 연구개발된 영농기술이 일부 작물에 한정

되고 현장보급이 미미한 한계가 존재함<표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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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내용 적용 작물 기술 내용
개발기관

(개발시기)

종이멀칭이앙기 이용기술 벼
종이멀칭으로 잡초발생을 억제, 제초제 살포를 생략할 

수 있는 친환경 벼 재배기술

국립농업과학원

(2004)

녹비작물과 멀칭이앙 기술을 

이용한 친환경 쌀생산 기술
벼

녹비작물인 헤어리베치 이용 화학비료 대체, 종이 및 

비닐멀칭 이용으로 제초제 대체로 친환경 쌀생산 기술

국립작물과학원

(2007)

블루베리 식재 시 적정 유기물 

멀칭재 이용기술
블루베리

블루베리 식재 후 톱밥으로 유기물 멀칭 시 무처리 대

비 80% 잡초가 적게 발생하였고 주당 수량이 13.7% 

증수

경남농업기술원

(2013)

밭작물 재배 시 벼 이앙용 종이

멀칭지 피복 기술

콩, 땅콩, 

참깨

벼 이앙용 멀칭지(습윤강화제로 폴리에스터(PET)를 

코팅한 멀칭지)를 밭작물의 비닐대체 피복재로 이용

국립작물과학원

(2007)

무멀칭 더덕 재배 시 퇴비피복 

기술
더덕

사양토에서 무멀칭으로 더덕 재배 시 퇴비피복을 통한 

수량 증대 기술

농촌진흥청 약초시험장

(2006)

노지 엽채류의 종이멀칭과 기

계제초에 의한 잡초방제 기술
쌈채류

무농약·유기재배 노지 엽채류 재배 시 종이멀칭 피복

으로 하여 작물을 재배하면 포장 확작률 향상

전남농업기술원

(2007)

얼치기완두 리빙멀칭에 의한 

잡초억제 효과
고추

추파한 나비나물속 월년생 자생잡초를 리빙멀칭 처리 

후 고추를 이식재배하는 잡초억제 기술

국립농업과학원

(2006)

<표 5-6> 멀칭비닐 발생 저감 농업기술 사례

자료: 서 석 외(2016: 50).

❍ 제도적인 부분은 서 석 외(2016)의 제안을 참고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농촌경관

법(가칭)」과 같은 새로운 법의 신설보다 기존 제도인 「친환경농어업법」과 GAP를 보완

하는 것을 고려 가능함.

❍ 기술적으로 영농폐기물을 줄이는 방안은 체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와 개발된 

영농기술의 현장 보급을 확 하는 방안을 나누어서 고려할 수 있음.

- 현장 보급에 있어서, 기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공동체 활동을 발생한 폐기

물 처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두도록 

개선하여 연계 가능함.

❍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포장재에서도 포장재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량을 절감

하는 방안과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로 포장재를 구성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을 고려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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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인증 농업인 면담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소비자의 구매에 포장 디자인과 이

중포장으로 인한 고급 제품 이미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친환경성과 실

용성을 강조한 포장재 사용한 제품을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과 관련한 전국적 캠페인

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19년 녹색소비자연 전국협의회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의 전국 성인남녀 1

천 명을 상으로 한 ‘ 형마트 플라스틱 사용에 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7.4%가 ‘제품 구매 시 플라스틱 포장이 과도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과 ‘과도한 플라스틱 포장으로 제품 구매 선택을 변경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48.6%, ‘제품 선택 시 개인에게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을 선택권이 없

다’는 응답이 53.3%로 조사되어(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보도자료 2019), 소비자 

홍보를 통한 친환경 포장재 제품 선택이 가능함을 시사함.

- 코로나19 이후 친환경 소비에 관한 인식이 늘어나면서, 식품산업에서도 다양한 친환

경 포장에 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 중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포장에 

적용 가능한 방안은 벤치마킹하여 농산물 특성(곡류, 육류, 과일류, 채소류, 세트상

품, 가공식품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지원사업화할 필요가 

있음. 가용 예산이 상 적으로 적게 확보된다면, 친환경 포장재 전환의 시작은 친환

경인증 농산물부터 시작하여 점차 관련 예산 및 범위를 확 하기를 제안함.

* 식품·유통업계 친환경 포장 예시(식품외식경제 2020, 머니투데이 2020): 아이

스팩과 스티로폼 박스 회수 서비스, 물 100% 보냉제 사용, 재활용 가능 종이로 

포장재 전환 ‘올페이퍼 챌린지’(마켓컬리), 종이 포장지에 물 보냉재(배민상회), 

일회용 수저 줄이기(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포장 크기 축소, 파우치 간소화, 단

순 디자인으로 잉크 절약(오리온), 햇반 플라스틱 포장 두께 감량, 제품 박스 규격 

최적화(CJ제일제당), 톨루엔 비사용 포장재 개발(SPC그룹), 무색 페트병 교체의 

안전성 테스트 및 경량화 연구(롯데칠성음료), 친환경 포장재 선물세트 판매, 물 

100% 보냉재 종이 아이스팩(롯데마트)

- 만약 친환경 포장재 사용에 관한 규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자원의 절

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서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고려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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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 24일 「자원재활용법」 개정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재질·구

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제조·수입되는 포장재에 

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

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겉면에 표

시”(국가법령정보센터 2020)하도록 하여, 포장재의 재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법

을 강화하였음.

* 동 개정을 통하여 포장재를 4단계 등급화하여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최하 등급의 경우 최  30% 환경부담금을 가산하는 구조임(그린포스트코리아 

2020).

라) 환경친화영농 확대: [중기·장기] 선택공익직불 범위 확대 및 적용지역 확대

❍ 2020년 5월 도입된 공익형직불제의 경우, 기본공익직불과 선택공익직불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 직불의 목표 또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음.

- 기본공익직불은 개별 농가 상, 의무적 참여, 부정적 외부효과 감축 목적을 특성으

로 함.

- 선택공익직불은 농업인 및 농촌주민, 자발적 참여, 긍정적 외부효과 확  목적을 특

성으로 함.

<그림 5-5> 공익형직불금 내 기본직불과 선택직불의 차이

자료: 김태훈 외(2020: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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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익직불의 경우 교차준수로 제시된 준수의무를 이행할 때, 자격요건과 상 농지

에 해당하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인 것에 반해, 선택공익직불은 기본공익직불

보다 강화된 의무를 이행하고 이에 관한 보상을 받는 구조임.

- 기본공익직불은 소득보전 보조금의 지급이 교차준수 이행이라는 규제와 혼합된 혼합

(hybrid) 지불수단으로 볼 수 있음.

- 선택공익직불은 자발적인 참가를 통해 이뤄지되 이행의무에 따라서 손실된 소득 및 

추가된 비용을 보상받는다는 점에서 자발적 협약으로 구분할 수 있음. 특히 농업인과 

농촌주민이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존 베이스라인 활동(영농활동 혹은 

농촌공간 관리 활동)에서 선택직불 활동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소득손

실)과 추가 비용 이상의 경제적 유인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농업·농촌을 통하여 공급하는 공익 중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 수준의 공익기능은 기본공

익직불의 준수의무를 통하여 달성된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 준수의무 중 일부는 포함 

여부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태임.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는 기존 법 및 타 법률상 의무를 포함함.

*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처리,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

준 준수,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지하수 이용

기준 준수,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교란 생물 반입·사육·재배 금지, 방제

상 병해충 발생 신고,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산물 출하제한 명

령 준수

- 또한 2020년 신규로 포함된 준수의무도 존재함.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 기본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사항, 혹은 규제로 볼 때 ‘마을공동체 공

동활동 실시’가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관한 의문이 존재하며, 농가 및 농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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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는 기본공익직불 구조를 볼 때 마을공동체를 상으로 한 준수의무는 정

합성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있음. 오히려 마을공동체 상 활동은 향후 확 외어야 

하는 선택공익직불의 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함.

- 또한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의 경우, 준수의무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영농기록 관리 

주체나 모니터링 주체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존재함.

- 화학비료 사용기준의 경우, 시행규칙에서 “작물과 토양의 성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정하는 비료량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토양검사의 

표본 추출 방법이나 검사 범위, 토양검정 비용의 분담, 작물과 토양의 성질의 범위 등

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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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12조) 시행령 시행규칙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제12조)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2.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논밭을 갈
고 김을 맴’)할 것
3. 이웃 농지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4.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은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
할 것

(제4조)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
법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행해야 하
는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의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제13조)
1. 농약: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안전사용기준과 농산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2. 화학비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과 비
료량 기준 

(제5조)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①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농약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다.
1. 농약안전사용기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
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촌진
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
2. 농약 잔류허용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
1항제1호가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
시하는 농산물 생산단계의 안전기준 및 「식품위생법」 제
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농산물 유통·판매단계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②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 농경지의 유기·무기물질 
및 화학성분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비료량 기준: 작물과 토양의 성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정하는 비료량 기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제14조)
1.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등의 역할
2.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준수사항 이행 기준
3. 농업인등의 세부 실천방법
4. 그 밖에 공익형직접지불제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6조) (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2시간 이상 실시한다.
②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기
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교육을 이수하고, 그 교육 
이수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
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력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교육 관리 시스템"이라 한
다)을 통해 교육 이수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
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
① 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실천사항, 점검시기 및 방법,적부판정 및 적용시기, 결
과 통보 등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이 정한다.
(별표3)
1. 농업경영정보 신고
2. 폐기물 관리
3. 영농기록
4.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5. 유해물질 잔류기준 준수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7. 「비료관리법」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
8. 「물환경보전법」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방치 금지
9. 「하천법」 하천수 이용 시 허가 및 적정 관리
10. 「지하수법」 지하수 개발 시 허가 및 적정 관리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합 퇴비·액비 사용 및 액비 살
포기준 준수
1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태계교란 생물 반입·사육·재
배 금지
13. 「식물방역법」에 따라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제8조)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영 제15조, 영 별표 3 제1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1. 14일 이내 경영정보 변경등록
2. 영농기록 신청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2년 보관
3.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가. 마을공동체 주변 영농·생활폐기물 공동 수거·처리
나. 마을공동공간 청소·정비·경관개선
다. 생태 교란식물 제거
라. 농경문화의 계승을 위한 공동체 활동
마. 그 밖에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4. 유해물질 잔류허용량 기준, 생산 시 「농수산물 품질관
리법」, 유통·판매 시 「식품위생법」 준수

<표 5-7> 공익형직불제 기본공익직불 준수의무 관련 조항

자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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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기본공익직불의 준수의무에 관한 재검토 및 실제 준수의무 모니터링 및 이행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

❍ 최소수준 이상, 즉 준수의무 이상의 이행 활동을 통한 공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선택공익직불의 확 가 필요함.

- 공익 증진 혹은 농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존 영농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소득 손실분과 추가 비용 이상의 경제적 유인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농업

인이 활동을 전환할 이유는 없음.

- 그러므로 농업인이 관행 영농법이 아닌 새로운 영농법으로 전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성 감소 등에 준하는 정당한 보상이 요구되며, 더 나아가 농업환경 개선과 같은 

공익기능 증진이 발생시키는 환경적 편익까지 보상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단, 환

경적 편익의 경우 계측이 까다로우며 개인의 주관적 가치평가에 근거하여 계측되므

로 정량적 계측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그러나 경제적 유인의 재원 마련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한다면 불특정 다수가 

누리는 농업·농촌의 공익 제공에 한 보상은 (농업인과 농촌주민을 포함한) 국민이 

함께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 김태훈 외(2020)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크게 농업환경보전을 통한 환경서비

스 제공과 농촌환경보전을 통한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으로 나누고 환경서비스 및 쾌적

한 농촌 조성을 위해 필요한 선택직불의 유형을 나누어서 제시함.

- 환경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선택공익직불 유형은 앞서 제시한 환경매체별 농업환경 

관리 활동의 연장선에 위치함.

-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환경매체별 보전 혹은 개선효과를 목적으로 한 정책사업을 

추진하되, 세부 활동의 동반편익 및 상충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지역 단위 농업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선택공익직불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여 추

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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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선택직불 범위 확대와 목적별 유형화

주: 옅은 색 사각형(검은 글자)은 기존 선택직불에 포함된 직불 유형, 짙은 색 사각형(흰 글자)은 신규 혹은 확 된 선택직불 

유형을 의미함.

자료: 김태훈 외(2020: 81).

❍ 현행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도 환경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과 쾌적한 농촌 

조성을 위한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러므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과 선택직불의 

통하 방향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음.

- (1안)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쾌적한 농촌 조성 관련 기능을 존치시키고, 선택직불

에서는 환경서비스 제공 목적 활동만을 포함

- (2안) 선택직불의 목적에 환경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농촌 조성을 모두 고려하여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과의 완전 통합

- 이것은 공익형직불에서 지향하는 공익기능 증진이 ‘농업(생산)의 공익기능’인가, 혹

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인가에 따라서 그 범주가 달라질 수 있음. 그러나 만약 다

원적 기능 중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부분을 공익기능이라고 정의한다면 공익기능은 

농업이라는 산업활동을 통해서 제공되므로 ‘농촌의 공익기능’이라는 용어에는 어폐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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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현재 법률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에 근거한다면 선택직불의 범주에는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한 활동도 포함이 

될 수 있음.

<그림 5-7>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과 선택직불의 관계

자료: 임영아 외(2020: 124).

❍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의 경우에는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선택직불의 영역에 포

함되어 있는 부분임. 선택공익 자체의 범위와 상이 넓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농업환경 

보전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위해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는 중요

한 문제임.

❍ 유기농업을 가장 최상위 수준의 선택직불 활동으로 둘 때, 기존 무농약농업은 환경서비

스 제공을 위한 농업활동의 한 범주로 포함될 수 있음. 또한 앞서 언급한 유기전환의 경

우에도 농업활동의 범주로 포함 가능함. 예를 들어, 관행농법 비 농약 및 화학비료 사

용 절감의 비율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설정할 경우 무농약농업은 이러한 범주의 직불제

에서 가장 높은 단가를 적용받는 농사방법이 됨.

- 모든 화학자재 사용을 금하는 유기농업은 화학비료를 관행 비 1/3 이하 사용이 가

능한 무농약농업보다 더 상위 개념의 친환경 생산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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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6>에서 예시로 든 다양한 환경서비스 부분에서 유기농업이 가지는 효과에 

관한 정량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유기농업은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농법에서도 

가장 상위 개념의 친환경 생산방식으로 고려 가능함.

- 유기농업을 지향하는 방향의 정책 설정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유기농업은 비점오염

물질관리, 토양침식 및 유실, 온실가스 저감, 악취 개선, 생물다양성 증진을 종합적으

로 고려한 생산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해야 하며, 이에 관한 유기농업의 환경개선 

효과에 관한 정량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함.

- 이러한 정량적 증거 확보 이후, 다양한 환경효과를 가지는 유기농업 이행에 관한 보

상 수준은 각각의 환경효과를 목적화(targeting)하는 행위들의 단순 합, 혹은 농가별 

수령제한액보다는 크게 설정되어야 관행농가 및 비유기농가지만 환경친화적 영농을 

실천 중인 농가가 유기농업으로 생산 체계를 전환하는 유인이 될 수 있음.

- 앞서 농가 면담에서 살펴보았듯이 인증농가의 영농일지 관리나 시비처방서 준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선택직불 수혜 농가를 상으로 한 영농일지 관리 및 토양

검정은 보다 의무화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 친환경직불의 내용을 강화하는 것도 공익형직불제 개선의 과제가 될 수 있음.

- EU 사례에서 보았듯이 유기전환과 유기지속 직불은 각국 사정과 농지 형태 및 운영 

방법에 따라서 그 단가가 다양해질 수 있음.

- 국내 친환경직불의 경우 논과 밭으로만 구분되면 단가가 더욱 세분화되어 제시되면

서 작물에 따른 세분화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다른 농업환경보전 정책과의 관계 설정에서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유기농

업을 최상위 수준의 농업환경보전 활동으로 규정하더라도 추가적인 농업환경보전 노

력에 해서는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으므로 친환경농업직불

제 수령인이 그 외 선택직불을 중복하려 수령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하는 부분임. 즉, 

선택공익직불의 친환경인증 농가 상 직불제를 제외한 직불제는 인증농가에게 ‘가

산형’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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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는 확 되는 선택직불의 유형과 활동에 따라서 유기농업과 중복되는 효과를 

가져 중복수령에서 제외해야 하는 부분과 유기농업에서도 더욱 노력하여 환경보전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예, 질소질 비료 사용 축소, 초지를 활용한 방목으로 가

축사육 도의 획기적 저감 등)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함.

❍ 선택공익직불과 관련한 정책 설계 방안이 정립된 이후, 장기적으로 기존 지원사업의 수

혜 상을 선택공익직불의 수혜 상으로 전환하고 전국적인 규모에서 농업의 환경서

비스 제공을 위해 선택공익직불을 확 하는 것이 필요함.

3.2. 친환경인증농업 확대의 한계와 세부 과제

3.2.1. 친환경인증농업 확대의 한계

❍ 제4차 육성계획에서의 친환경인증 재배면적 및 인증 부적합률 목표는 2020년 각 8%와 

1%였으나, 실제 2019년 기준 실적은 재배면적 4.9%, 인증 부적합률 4.2%로 나타나서 

정량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됨(팜앤마켓 2020).

- 실제 친환경인증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과 임산물을 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인증 농경지만을 상으로 한 지표는 인증농업 확  성과의 일부만을 반영하는 

한계도 존재함.

❍ 임영아 외(2018a: 294-310)는 기존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

하여 제시하였으며, 제4차 육성계획에서도 이러한 한계점이 극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

움. 다음은 임영아 외(2018a)에서 제시한 인증농업에서의 한계점을 정리한 것임.

❍ 친환경농업에 관한 산업 활성화적 접근과 친환경농업 개념에 관한 이행관계자별 간극 

발생과 관련하여 인증농업을 육성의 상으로 보는 정책 기조는 유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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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친환경농업의 정의를 2019년 8월 개정하였으나 EU의 사례와 비교할 때 여전

히 저투입 중심의 농법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을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의 지원 

범위가 인증농업에 맞추어져 있음.

* 개정 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

14305호)에서의 정의: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

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이하 “농어

업”이라 한다)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

업을 말한다.”

* 개정 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

16551호)에서의 정의: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

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

한 환경에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

는 산업을 말한다.

- 친환경농업의 외연 확 를 위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 2019년 도입되었으나, 인

증농업과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이의 명확한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으며, GAP나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와 인증농업과의 관계에 관한 검토도 부족함.

❍ 공익기능에 관해서는 인증농업을 상으로 정당한 보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주장이 

존재함.

- 2020년 5월부터 공익형직불제가 도입되었으나 친환경직불제를 포함한 선택공익직

불의 범위나 예산은 기존 정책과 차이가 나지 않아, 제도 도입 전후를 비교하여 인증

농업을 통한 농업의 공익기능 확 에 관한 농가 상 경제적 유인의 변화는 없는 상황임.

- 또한 환경보전에 관한 정당한 보상 차원의 직불제 개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친환

경농업을 통한 환경보전에 관한 정량적 근거가 필요하나 관련 연구 성과를 찾기 어려

움. 길청순 외(2019)는 쌀, 감자, 배추, 양파, 마늘, 딸기, 오기, 사과, 배, 느타리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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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관행 및 인증농가의 소득을 조사했을 때, 무농약 딸기와 유기농·무농약 

배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인증농가의 소득이 더 높게 나타나 인증농업의 공익기능

에 관해 시장에서 보상이 일정 수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보임. 그러므로 적정 

수준의 공익기능 보상 단가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임.

❍ 지속가능성 차원의 중앙-지방, 해당 부서 간 연계와 관련해서는, 인증농업은 농림축산

식품부 ‘친환경농업과’의 고유 업무로만 여겨지고 있으며 인증농업을 통한 다양한 농업

환경 문제에 관한 접근이나 현장 선도 농가로의 활용 등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과정이 아닌 결과 중심 인증체계 구조에 관해서는, 인증농업 기준에 관한 「친환경농축

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표 1] 인증기준의 세부사항과 관

련한 전면개정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최근 개정내용에서 과정 중심 인증체계로의 전환 

부분은 극히 일부만을 확인할 수 있어 여전히 결과 중심 인증체계가 유지됨을 알 수 있음.

- 2019년 6월 17일 일부개정에서 인증사업자의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의무화, 

위생·안전관리 마련 등 인증기준 보완이 이루어져, 일부 과정에 관한 기준이 강화됨.

- 2017년 6월 3일 일부개정 내용 중에서 유기가공식품 제품검사 시 적용되는 잔류허

용기준 및 유기가공식품 인증사업자 간 위·수탁 근거 명문화, 취급자 제품검사 시 적

용되는 잔류허용기준 기준 신설은 여전히 결과 중심 인증이 강화된 것을 반영함.

❍ 경축순환이나 양분관리와 같은 측면에서 지역 순환성 고려가 미흡하다는 부분은 제4차 

육성계획 동안 인증농업 상 지연 순환을 고려한 과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확

인할 수 있음.

- 순환농업은 폐기물의 최소화 및 재활용을 통한 자원 이용 효율성을 증 한다는 관점

에서 접근할 수 있음.

- 기존 정책의 경우 유기질비료나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한다는 개념이 강할 뿐 이러한 

투입재 활용이 지역 물질 순환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하거나 모니터링하는 

노력은 찾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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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조달 및 지역 내 소비체계 강화와 관련하여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나 

코로나 19 이후 학교 급식 신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가정으로 보내는 사업 등을 통

하여 공적 조달의 확 는 지속해서 이루어졌으나 전 생애를 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공

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가치소비 확 를 위한 소비자와의 파트너십 확보와 관련해서는, 기존 인증농업의 양적 

성장을 강조하는 정책은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단절시켜 신뢰 구축

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

- 2016년과 2018년 사이 국내 친환경인증 농가 수는 연평균 3.8% 감소한 것에 비해, 

친환경인증 호당 면적은 연평균 2.7%씩 증가하여(정학균 외 2019: 2), 양적 성장을 

강조한 정책이 농가 당 인증면적을 늘리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보임.

- 앞서 논의한 결과 중심의 인증체계는 친환경영농이라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생산자-

소비자 파트너십 형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

- 국가인증은 생산자와 소비자 이외 제3자가 인증하는 체계로, 장기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성을 강화하여 국가 역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국내 ‘무농약인증’의 경우, 비인증농가의 인증 장벽을 낮추어 유입을 높이기 위한 측면

과 인증농업 진입 이후 ‘유기인증’으로 단계적 전환을 하도록 제도를 유지 중이지만, 실

제 인증면적의 증감 추세를 보면 ‘무농약인증’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러한 단계적 전환의 어려움은 2015년 저농약인증이 폐지되고도 무농약 혹은 유기인증

이 증가하지 않은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친환경인증과는 다르지만, GAP나 친환경인증이 선행되어야 추가 인증 가능한 ‘저탄소

농축산물인증제도’ 운영에서도, 인증제도 간의 위상 정립이 부족하며,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도가 활성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규모이므로 이에 관한 확  방안을 고민해

야 함.



농업환경 보전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업 확  방향❙   187

3.2.2. 친환경인증농업 확대 세부 과제 설정

❍ 친환경인증농업 확 의 방향성은 농업환경 보전이라는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인증농가

의 경제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설정될 필요가 있음.

- 본 절에서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아래 농업환경 보전 강화를 위한 저탄소인증 

농업과의 관계 정립 및 저탄소 영농법 확 에 관해서 제안함.

- 덧붙여, 인증농가의 경제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소비자·생산자 관계성 회

복, 친환경직불금 개선 방향에 해서 제안함.

가) 저탄소인증농업 확대: [단기] 저탄소인증과 관계 정립 → [중기] 저탄소인증 조건 충족 지원 

→ [장기] 저탄소인증 농가 확대

❍ 최근 한국판 뉴딜(관계부처 합동 2020a)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관계부처 합동 

2020b)이 발표되면서 기후변화에 응한 2050 탄소중립 확보는 국가 전체 산업활동의  

주요 목표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따라, 친환경인증농업과 저탄소농축산물인증

제도 사이의 관계 정립이 중요함.

-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도’는 농업생산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농약, 농자재, 에너지 

등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술을 적용한 농축산물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로, 소비자가 그린카드로 구매할 때 최  9%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하여서 소비자가 

윤리적 소비를 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임.

- GAP는 안전과 위생 측면에서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친환경농업 인증과는 인

증의 맥락이 다르지만 동일 조건처럼 선행조건에 포함되어 있으며,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도가 추가 인증제도로 작용함으로써 친환경인증농업보다 저탄소농축산물인

증제도가 상위에 위치하는 인상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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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품목

품목

식량작물 • 벼, 보리, 옥수수, 고구마, 감자, 콩

채소
• 수박, 무, 배추, 파, 양배추, 생강, 당근, 부추, 시금치, 참외, 딸기,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상추

(쌈채류), 고추, 호박, 가지, 착색단고추(파프리카), 마늘, 양파, 들깻잎, 단고추(피망), 멜론

과수 • 사과, 배, 복숭아, 단감, 포도, 밀감, 참다래, 유자, 자두, 매실, 복분자, 만감

특용약용작물 • 인삼, 참깨, 느타리버섯, 오미자, 녹차, 더덕,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땅콩

기술

비료 및 작물 
보호제 절감

• 최적비료 사용
• 경축순환농법
• 자가제조 농자재 사용

• 풋거름(녹비) 작물
• 순환식 수경재배(폐양액 재활용)
• 생물적 자원 이용 제초 및 방제

농기계 에너지 
절감

• 직파재배
• 무경운 및 부분경운

난방 에너지 
절감

• 다겹보온커튼 및 보온터널 자동 개폐장치
• 축열물주머니 이용 보온장치
• 수막재배 시스템
• 농업용 열 회수형 환기장치

•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 목재펠릿 난방 장치
• 지열히트펌프
• 일사량 감등 전자동 변온관리 시스템

<표 5-8>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 적용 품목 및 기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술실용화재단(2018).

❍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GAP 및 친환경농업 인증 선행조건과 

관계없이 저탄소 영농법을 활용해 생산된 농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를 

전과정평가(life cycle analysis)를 통해 산정했을 때 동일 작물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

량보다 적게 배출한 농가에게 인증이 부여될 수 있음. 그러므로 GAP 및 친환경농업 인

증 선행조건의 폐지를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우, 저투입 농법에 근거하고 있어 저탄소인증을 자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그러므로 제5차 육성계획에서는 친환경인증 농법의 온실

가스 배출량에 관한 정량적 근거를 확보하고 기존 친환경인증농업과 저탄소인증농업과

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인증 농법이 저탄소 농법으로 자동 인증 가능하

다면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의 선행조건은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임.

- 만약 현행 친환경인증 농법이 저탄소 농법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인증 농법의 저탄

소화 전환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게 되며, 이것은 중기 과제에서 다룰 내용임.

- 이와 관련하여 친환경인증 농축산물의 전과정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의 정

량화 및 검증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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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는 그 명칭과는 다르게 축산물을 상으로 한 인증 방법

론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음. 축산물을 상으로 하는 전과정평가 방법과 현실성에 관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것은 나아가 친환경인증 축산물 생산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도 연계됨.

❍ 현행 친환경인증 농축산물이 저탄소인증제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중기 

과제로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생산에서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게 됨.

- 앞서 소개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나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에 이미 

등록된 방법론의 경우, 인증 농법과 연계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저탄소’ 측면에서

의 친환경인증의 추가 이행사항으로 고려 가능함.

- 또한 추가 이행사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상실분이나 추가 비용에 관해서는 친환

경직불제의 단가 설정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인 방향에서 저탄소인증 농가 확 는 (저탄소인증을 자동 취득하는) 친환경인증 

농가를 확 하는 것과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비인증 농가에서 저탄소인증을 취득하

는 것으로 나눌 수 있음.

- 앞서, 단기 과제에서 친환경인증 농가의 저탄소인증이 자동 취득되는 요건이 만족된

다면 중·장기적으로 친환경인증 농가 확산 정책 역시 자동적으로 저탄소영농 농가 확

산을 하는 방안이 됨.

- 친환경 비인증 농가 상 저탄소영농 확 는 선택공익직불을 활용하여서 함께 진행 

가능하며, 이것은 ‘환경친화영농 확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자발적 온

실가스 감축사업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환경매체별 관리를 선

택공익직불로 통합하는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음.

- 후자의 경우 ‘저탄소인증’이라는 용어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저탄소인증’보

다 선택공익직불의 환경서비스 제공 유형에서 ‘저탄소영농’과 같은 용어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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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친환경인증농업 위상 정립: [단기] 소비자·생산자 관계성 회복 → [중기] 소비자·생산자 

관계성 강화 → [장기] 소비자·생산자 관계성 지속

❍ 국내 농업정책은 농업인 소득 증가, 경영안정성 제고,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양

적 성장’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음. 그 결과, 농축산물 생산자와 소비자의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신뢰관계 구축에 상 적으로 소홀하였음.

- 기존 친환경인증제도의 경우, 국가 지정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주도하고 있는 형태로 

국가가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있는 형태임. 이것은 현행 인증 농축산물에 관

한 소비자의 인지도 및 신뢰도는 제고시켰음.

- 그러나 인증제도 밖의 영농활동 및 농축산물 생산에 관한 정보제공에는 상 적으로 

소홀하여, 인증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농축산물의 환경친화 영농에 관한 소비자의 불

신을 야기하거나, 관련 정보를 검토하기 어렵게 만들었음.

❍ 소비자·생산자의 관계성을 회복하여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관계성 회복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및 지식 축적의 기회를 지원하고, 이러한 네트워크 

및 지식 축적 이후 관계성을 강화 및 지속하는 접근이 필요함.

- 국가인증 체계를 벗어난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 자발적 관계성 회복을 위해서는 생산

자-소비자의 연  구성이나 지식 축적을 돕는 지원 정책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지원, 생산자-소비자 연 활동 활성화, 지역 내 소

비자의 인증농가 방문 지원 등 생산자-소비자 사이의 연 를 증진하고 지식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음.

다) 친환경직불금 개선: [단기] (선택공익직불 범위 확대 논의) → [중기] 무농약인증의 선택

공익직불 통합 & 선택공익직불 가산형 구조 확립 → [장기] 유기전환직불 신설 & 유기농업 

지원 강화

❍ 공익형직불제가 도입되었으나 소농에 한 배려나 기본준수사항이 강화된 기본공익직

불과는 다르게, 선택공익직불은 개편 이전의 직불제를 유지하는 수준으로만 운영되고 

있음. 보다 적극적인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서는 현행 선택공익직불의 상활동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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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범위, 관련 예산을 확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선택공익직불의 일부이므로, 선택공익직불의 확  형태가 

결정된 이후 친환경농업직불의 세부적인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선택공익직불이 확 된다는 전제 아래, 기존 친환경농산물인증 체계를 

‘유기농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부분 국가에서는 ‘유기농업’만을 인증 상으로 하고 농업환경보전을 위한 최상위

의 영농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 ‘무농약인증’이 ‘유기인증’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택공익

직불 도입으로 향후 농약 사용 저감 비율에 따른 직불금 차등 지급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무농약인증’은 선택공익직불의 비인증의 영역으로 남기고 ‘유기인증’

을 최상위 농업환경보전 영농법으로 인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유기인증’만을 남기는 것은 제3자 인증의 행정비용을 절약하고, ‘무농약인증’과 ‘유

기인증’ 사이 소비자의 인식 혼란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즉, 장기적으로 선택공익직불은 유기직불, 환경서비스 직불, 농촌공간 관련 직불40)

로 유형화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유기인증 농가를 확 하기 위해서는 관행 농가의 유기농가 전환을 일시에 

시도하기보다, 환경친화영농 확  정책과 연계하여 관행 농가의 유기인증 농가로의 단

계적 전환을 지향하는 것이 더 현실적임.

40) 기본공익직불의 준수사항을 통해 농업활동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고, 선택공익직불의 역할을 긍정적 외부효

과를 늘리는 역할고 볼 때, 선택공익직불은 생태계서비스지불(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PES) 혹

은 긍정외부효과보상(remuneration of positive externalities: RPE)으로 분류할 수 있음. RPE는 PES와 동

일하게 보기도 하지만, PSE에 농업부문의 시장 거래에서 반영되지 못하는 사회적 편익(농촌개발, 공동체 결속, 

이촌 방지 등)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기도 함(FAO 2012). 국내 선택공익직불 확대 범위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

회적 속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농촌 유지 및 공동체 형성 등)과 이러한 속성은 다른 추가적인 정책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환경서비스 제공과 농촌개발 분리 등)이 공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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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무농약인증 및 유기인증 농가의 인증 실적을 비교하면, 무농약인증 농가에서 유

기인증 농가로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무농약 및 유기인증 면적 비율: (’13) 각 5.73%, 1.23% → (’18) 3.38% 1.55%

- 현행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과 유사한 충청남도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 도입 이후, 

프로그램 참여 농업인에게 “막연하게 친환경농업은 안 된다는 인식이 점차 사라지고, 

부분적으로 환경친화적 농업을 도입할 수 있겠다는 의식이 확 되고 있다”고 평가되

어, 환경친화 영농 참여를 통해 친환경농업 진입 장벽에 관한 인식이 약해질 수 있음

을 보임(이관률 2017: 10).

❍ 또한 EU의 경우와 비교할 때, 유기전환 및 유기지속 지불금은 현재 국내 친환경농업직

불과는 그 구조가 다소 상이하며, 국내에서는 EU 유기전환에 해당하는 지불금이나 직

불금은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음.

- 국내 친환경농업직불의 경우 무농약 및 유기 인증을 취득한 이후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임.

- EU의 유기전환 지불금은 유기농법을 적용하는 기간이지만 실제 유기농축산물 판매

가 금지된 기간 동안 생산성은 낮지만 실제 유기농축산물에 관한 시장의 프리미엄 가

격을 수취하지 못하는 농가를 돕기 위한 목적임. 즉, 인증이 선행되어야 하는 국내 친

환경농업직불과는 수혜 상에서 차이가 있음.

* EU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기전환기간을 인정함: 다년생 연질 작물 피복과 포도

나무 3년, 돼지 및 가금류 방목 12개월, 반추동물 방목을 위한 단년생 작물 2년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2020).

- 그러므로 EU의 유기지속 지불금의 경우 국내 친환경농업직불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국내 유기지속직불금의 경우에는 EU 유기지속 지불금을 연차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과 같게 해석할 수 있음.

❍ 국내의 경우 이러한 유기전환기에 해당하는 농가에 관한 안전장치가 미흡한 상태로, 비

인증농가의 유기농 전환에 관한 지지 정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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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기농산물 인증의 경우 다년생 작물은 최초 수확 전 3년, 그 외 작물은 파종 재

식 전 2년의 전환기간을 가져야 함(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2020).

- 인증농업(혹은 유기농업)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 새로운 영농법을 도입하면서 발생하

는 생산량 손실분에 해 시장가격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기존 비인증 농가의 인

증농업 전환의 가장 큰 장애물로 볼 수 있음.

❍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의 경우 인증을 수혜 자격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유기전환직불 

혹은 지불은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친환경농업직불과는 다른 

유형의 지불금 정책으로 이행되어야 함.

- 단, 친환경인증 시장가격으로 보상받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유기전환 지불금의 단

가는 기존 유기직불 단가와 유사하거나 더 높을 필요가 있음.

3.3. 증거기반 정책설계 및 평가를 위한 농업환경 통계구축의 한계와 세부 과제

3.3.1. 증거기반 정책설계 및 평가를 위한 농업환경 통계구축의 한계

❍ 농업환경 정책의 정확한 목표화 및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정책 추진 및 의사결정 단계

에 따라 농업환경 정보 및 관련 의사결정을 지지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함(임영아 외 

2018b: 227).

- 여러 가지 목표화(targeting) 유형에 따른 상 농업인·농촌주민의 의사결정 메커니

즘 분석 자료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한 사회경제학 연구 필요

- 상 지역·지구 선정에 필요한 농업환경 및 농축산업 현황 자료 → 정기적으로 업데

이트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 정책 담당자(중앙정부 또는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및 상 지역·지구 주민의 농업환

경 목표 우선순위 → 기존 정책·사업 검토 및 상 지역·지구 내 주민과의 협의가 필요

- 농업환경보전 및 개선 활동과 농업환경 영향에 한 예측 자료 → 정량적 연구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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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점검에 관련한 농업환경 및 기타 지표 정보 → 보전 활동 횟수, 보전 활동 면적 등 

이행 활동 관련 정량적 지표

- 단기·중기·장기 농업환경지불 정책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농업환경 지표 및 현

황 자료 → 목표로 하는 농업환경보전 달성에 한 정량적 지표 또는 현황 자료

❍ 현재 농업 관련 통계는 농가소득과 경영 관련 자료에 편중되어 있음. 이는 지금까지의 

농정이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가의 소득안정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임. 그러나 이러

한 농업 관련 통계의 편향성은 현재 추진 중인 공익형 직불제 포함한 농업환경 관련 정

책의 수립과 집행, 그리고 모니터링과 평가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함.

❍ 또한 국내 농업환경 정책 의사결정(의제 설정 → 정책 형성 → 의사결정 및 진행 → 정책 

성과평가 → 의사결정 근거자료 확보)에서는 자연과학적 정보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적 

정보도 제 로 활용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 「친환경농어업법」(법률 제17099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11조 1항에서는 “농

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1. 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 농

어업 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3. 농약·비료·항생제 등 농어업투

입재의 사용 실태, 4. 수자원 함양(涵養), 토양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실태, 

5. 축산분뇨 퇴비화 등 해당 농어업 지역에서의 자체 자원 순환사용 실태, 5의2.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소비 등에 관한 실태, 6. 그 밖에 농어업 

자원 보전 및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관련 조사·평가는 농촌진흥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

사 및 평가 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2017-12호, 2017. 5. 11., 제정)에서 계획 수

립, 실태조사 및 평가, 정보체계 구축, 결과 보고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함. 제4조

에서는 「친환경농어업법」 제11조 1항의 각 목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할 것을 

지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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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고시 [별표5]에서 제시하는 농업환경조사·평가 DB 구축 항목기준은 <표 5-9>과 

같으나, 제6조 2항에서 “다만, 조사·평가 DB 및 정보체계 구축은 농업자원 및 농업

환경을 표하는 필수적인 상을 우선 시행하고,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

하여 점차 변경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실제 중이 접근 가능한 통계자료는 

<표 5-8>의 일부로 판단됨.

- 현재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제시되는 조사·평가 항목이 실제 농업환경 정책의 설계, 

모니터링, 이행평가에 활용되는 방안이 모호하여, 관련 통계자료 수집·가공이 실제 

정책적 의사결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예) OECD에 보고되는 국가 양분수지는 산정되고 있으나 기초지자체별 양분수

지는 별도로 산정되지 않고 있음.

- 그리고 조사 목록에 포함되는 농업환경지표 및 관련 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의 지속

성에도 의문이 있어 정책의사결정에서 시계열적 환경변화 정보를 반영하기에 어려움

이 존재.

* (예) 생물다양성의 경우 농업환경 변동조사의 조사 항목의 일부이나 2013~2016

년 밭, 과수원, 논 조사 이후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활동(activity), 성과(performance), 환경결과(environmental results) 정보에 관

한 구분이 모호하며 정책 담당자의 낮은 이해도로 인해 정책 성과지표로 활동지표를 

주로 이용하고 있음.

* (예)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성과지표로 참여 농경지 면적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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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품목

토양화학성
pH, 전기전도도,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양이온(K, Ca, Mg), 석회소요량(pH 6.5 미만의 밭, 
과수원, 시설재배지), 유효규산(논)

토양물리성 작토심, 용적밀도, 경도, 삼상, 토성, 유기물함량

토양미생물 미생물체량, 탈수소효소활성, 종풍부도, 다양성지수, 분류군별 분포

토양수분 토양 수분함량

토양
중금속

일반농경지 Cd, Cu, Pb, Zn, Ni, As, Hg, Cr, Cr6+(Cr 5mg/kg 초과시)

취약농경지 Cd, Cu, Pb, Zn, Ni, As, Hg, Cr, Cr6+(Cr 5mg/kg 초과시)

농업용수 
수질

하천수 pH, DO, BOD, CODMn, TOC, T-P, SS, EC, T-N, NH4-N, Ca, K, Mg, Na, 대장균군, 대장균

지하수 pH, NO3-N, Cl-, Cd, As, Hg, Pb, EC, Ca, K, Mg, Na, SO42-, T-N, T-P, 대장균군, 대장균

농약성분
농경지 Endosulfan 등 작물별 다사용 농약

농업용수 Endosulfan 등 수도용 농약 및 전작물 다사용 농약

비료사용 실태 비료(화학비료, 토양개량제, 부산물퇴비) 및 관련 농업자재(유기농업자재 등) 사용량, 사용방법, 횟수

농약사용 실태 농약 및 관련 농업자재(유기농업자재 등) 사용량, 살포방법, 횟수

농업의 공익적 기능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자원순환 사용 실태
단위면적당 가축분뇨 퇴·액비 시용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시된 
퇴비·액비화 기준 항목

농경지 양분 수지
농경지의 질소·인산 투입량(보통비료, 부산물비료 등)
농경지의 질소·인산 제거량(작물흡수·제거량 등)

토양조사 토성(속), 지형, 경사, 배수등급, 자갈함량

농경지 장기시험 pH, SOM, Av.P2O5, Ex. K, Ex. Ca, Ex, Mg, Av.SiO2

라이시미터 토양 양분·수분 
이동

지하침투수량, 증발산량, NO3-N, PO43-, K, Ca, Mg

<표 5-9> 농업환경조사·평가 DB 구축 항목기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준[시행 2017. 5. 11.][농촌진흥청고시 제2017-12호, 

2017. 5. 11., 제정) [별표5].” <https://www.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086890& 

admRulNm=%EB%86%8D%EC%97%85%EC%9E%90%EC%9B%90%EA%B3%BC%20%EB%86%8D%EC%97%

85%ED%99%98%EA%B2%BD%EC%9D%98%20%EC%8B%A4%ED%83%9C%EC%A1%B0%EC%82%AC%20%E

B%B0%8F%20%ED%8F%89%EA%B0%80%20%EA%B8%B0%EC%A4%80&bylNo=0005&bylBrNo=00&bylCls

=BE&bylClsCd=BE&joEfYd=&bylEfYd=>. 검색일: 2020. 12. 15.

3.3.2. 증거기반 정책설계 및 평가를 위한 농업환경 통계구축 세부 과제 설정

가) 정량적 통계자료 확보: [단기] 영농일지 등 농가 의무 강화 & 농업환경 평가지표 관리 주체 

설정 → [중기] 농가 의무 자료 & 농업환경지표 통계자료 디지털화 → [장기] 통계자료 

디지털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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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사례에서 보듯이 농업환경 통계자료 관리에 있어서 농가 단위 자료 수집은 중요하

지만, 농가 단위 자료 수집을 중앙 혹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지나친 인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그러므로 농가가 자발적으로 영농일지와 같은 영농활동을 기록

하도록 관련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공익형직불제 교차준수 사항에 영농기록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실제 영농기록

의 수집, 관리, 모니터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정해지지 않고 있음. 공익형직불제를 중

심으로 영농기록 준수사항과 관련한 실질적인 수집, 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예를 들어, 농가 경영체 단위 정보를 농가 스스로 입력한다는 점에서 농림정보시

스템(AGRIX)은 영농기록 관련 주요 사항(비료 살포량 및 시기, 농약 살포량 및 

시기, 파종 및 재식 시기 등)을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음.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파밍노트(영농일지, GAP, 친환경 인증)’는 2015년 

공공데이터경진 회 통령상 및 농림부장관상, 2016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

정보원장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20년 12월 현재 1만 회 이상 다운로드와 4.4의 

평점을 보여 향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영농기록 및 디지털화 가능성

을 보여줌. 친환경 인증 농업인 면담에서도 상 적으로 젊은 영농인을 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영농일지 작성 및 관리는 가능할 것으로 논의함.

❍ 농가에서 작성할 수 없는 농업환경 평가지표의 경우, 각 환경매체별 관리 목표와 연계한 

정량적 평가지표를 목록화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관리 주체를 명확히 설정해야 

함. 기존 업무의 연장선에서 본다면 「친환경농어법」에서 명시하는 ‘농업환경조사·평가’ 

항목과 관련한 지표 및 통계자료 수집, 관리는 농촌진흥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중·장기적으로, 영농일지 등 농가 의무 이행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기

반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스마트팜과 같은 디지털농업 체계 구축에서 이러한 영농활동 

자료의 자동 생성 및 저장, 구축, 패턴 분석, 환경친화 영농 관련 이행평가 등이 자동으

로 이루어지도록 알고리즘을 구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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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음.

나) 농업환경 평가지표 개선: [단기] 정책목적별 평가지표 선정 & 신규 통계자료 필요지표 구분 

→ [중기] 신규 통계자료 수집 & 국민공감지표 설정 → [장기] 결과 근거 평가지표 활용 & 

국민공감지표 수집·생산·관리

❍ 농업환경정책의 목적(target)에 따른 정량화된 이행평가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정책설

계 단계에서부터 우선시되어야 함.

❍ 단기적으로, 농업환경 통계시스템 구축이 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활

동자료를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활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그

러므로 현행 공익형직불제 준수의무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농일지 등 농가 기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환경친화 영농법 실행에 관한 

평가를 이행할 수 있을 것임.

❍ 중·장기적으로, 농업환경 통계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확보되

는 한도 내에서 평가지표 일부를 결과지표로 바꾸어 실제 농업환경 보전 정도를 정량적

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함. 장기적으로는 부분 평가지표를 결과지표로 바꾸어서 국민

이 공감할 수 있는 농업환경 보전 성과에 관한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도록 함.

❍ 또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통해 축적된 환경영향 자료는 농업의 공익기능에 관한 

국민의 공감 를 형성할 수 있는 지표 구축에도 활용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농림축산식

품부에서는 2020년 5월 “농업분야 생태환경 조사·평가 기준 및 매뉴얼(안)-농업환경보

전 프로그램사업 평가 관련”을 작성한 바 있음. 생물다양성은 다양한 환경보전 효과와 

연계되어서 결과로 나타나는 지표라는 점에서 농업환경 정책평가에서 활용 가능한 자

료로 볼 수 있음.

다) 농업환경 통계시스템 구축: [단기] 농업환경 통계시스템 구축 로드맵 정립 → [중기] 

농업환경 통계시스템 플랫폼 구축 → [장기] 농업환경 통계시스템 플랫폼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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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사례에서 보듯이, 농업환경 관련 정책의 수립-집행-모니터링-평가에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는 농업환경 통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것은 현행 농업환경 통계시스

템에 관한 평가 및 보완 방향 도출, 인프라 및 재원, 인력 구성 방안 등을 검토한 뒤 이루

어질 수 있음.

- 2017년에 시작한 네덜란드의 FLINT(Farm Level Indicators for New Topics in 

policy evaluation)프로젝트는 유럽의 FADN(Farm Accountancy Data Network)

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에 한 사회적 요구에 응하기 위해 농

가 수준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임. FLINT 프로젝트는 9개 EU 회원국에 위치한 

1,000개의 농가를 상으로 앞서 언급한 경제, 환경, 사회(적 지속가능성), 혁신 지표

를 선정하고 이를 구축함.

- 유럽의회는 그린딜의 농가에서 식탁까지 전략(A Farm to Folk Strategy)과 생물다

양성 전략에 효과적으로 응하기 위해 기존의 농가소득과 경영비 중심의 FADN 자

료를 FSDN(Farm Sustainability  Data Network)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제안함. 

FSDN은 기존의 FADN자료에 농업환경 및 사회적(social) 측면을 추가함으로써, 자

료의 정책적 및 학술적 활용도 향상뿐만 아니라 농업인에 한 교육, 혁신, 현장 지원, 

농업인들의 영농결정까지 자료의 활용 폭을 확장 시키고자 함.

- 마지막으로 MEF4CAP 프로젝트(Monitoring and Evaluation Frameworks for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Project)는 새로이 제안된 공동농업정책의 모

니터링 및 평가 틀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이며, Horizon 2020의 지원을 바탕으로 현

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농업환경 통계시스템 확충을 위한 로드맵 설립을 위한 연구개

발이 우선되어야 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플랫폼 구축과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판단됨.

❍ 또한 농업환경 관련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 수집과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

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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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기준 국가승인통계를 살펴보면, 농업생산 및 소비와 관련한 통계 다수가 

농가소득과 경영 관련 자료임(<표 5-10>).

- 기존 농가소득 및 경영 관련 자료 또한 농업환경정책설계 및 이행평가에 활용될 수 있

으나, 문제는 가용한 농업환경 조사·평가와 통계자료가 분절되어서 작성되므로 농업

환경 조사·평가 자료와 함께 정책 설계 및 분석에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임. 장기

적으로 이러한 농가소득 및 경영 자료와 농업환경 조사·평가 자료 간 지역적·시간적 

연계성을 높이도록 자료 수집을 설계해야 함.

소관기관 통계목록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보유현황, 기능성양잠산업현황, 과실류가공현황, 시설채소온실현황및생산실적, 특용작물생
산실적, 배합사료생산실적및원료사용실적, 도축검사보고, 우유및유제품생산소비상황, 농림업생산
지수, 화훼류재배현황, 여성농업인실태조사, 식품산업원료소비실태조사, 농업법인조사,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 말산업실태조사, 종자업실태조사,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농촌진흥청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 농산물소득조사, 농업인의업무상질병및손상조사, 농업기계이용실태조사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농가경제조사, 농축산물생산비조사, 농림어업조사, 양곡소비량조사, 산지쌀값조
사, 농작물생산조사, 가축동향조사, 농업면적조사,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귀농어·귀촌인통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
정보원

농업법인정보화수준및활용도조사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등급판정통계

<표 5-10> 농업생산 및 소비 관련 국가승인통계 목록

자료: 오세영 외(2017: 121-132) 자료를 저자 재구성하여 제시.

라) 사용자친화적 통계자료 제공: [단기] 가용통계의 사용자친화적 자료 생산 & 노지 스마트농업 

지원 → [중기] 신규통계의 사용자친화적 자료 생산 &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한 관련 정보 활용 

→ [장기] 사용자친화적 자료 수집·생산 관리 지속 & 디지털농업을 통한 정밀농업 확산

❍ ‘정 농업(precision agriculture: PA)’은 “중요한 농업 자원과 투입재인 농업용수와 

비교 및 농약 등을 필요한 때(적기)에, 필요한 곳(적소), 필요한 양(적량)만큼만 사용하는 

기술적이며 과학적인 영농방식”을 의미함(서 석 외 2020: 발간예정).

- 적절한 투입재 사용을 통하여 자원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적정한 시기와 장소에 적

절한 양을 사용하여 과잉투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안으로 볼 수 있음.



농업환경 보전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업 확  방향❙   201

- 앞서 언급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비점오염관리 활동이나, 적절한 에너지 투입

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양분관리 등도 정 농업과 연계 가능함.

❍ 기존 통계를 활용한 사용자(농업인) 친화적인 자료의 생성은 단순한 자료의 이해에서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영농작업에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원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사용되어야 함. 중·장기적으로 추가되거나 보완되는 농업환경 자료 및 정

보도 역시 이러한 영농작업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친화적인 형태도 제고되어야 함.

- 정 농업은 ‘관찰 → 처방 → 농작업 → 결과분석’의 주기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농

업환경 보전에서도 마찬가지로 활용이 될 수 있음(<표 5-11>).

- 즉, 농업환경 관련 정보를 이용한 현황 관찰과 이에 따른 환경친화 영농법의 정확한 

처방, 실제 처방에 따른 농작업과 농작업의 결과에 관한 분석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정 농업의 관찰 단계에서 수집되고 가공, 배포되는 정보의 경우, 실제 농업환경 

개선 정도를 함께 측정할 때 환경친화 영농법 활용의 성과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음.

단계 (1단계) 관찰 (2단계) 처방 (3단계) 농작업 (4단계) 결과분석

주요 기술

농경지·농작물·농기계 
센싱(수분함량, 수분 
스트레스, 온도, 전기 

전도도, 풍향, 풍속 등), 
무선 데이터 송수신, 

텔레메틱스, IoT

필드 매핑, 처방 지도 생성,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분석, AI, 기계학습

무선 데이터 송수신, 자율 
주행, 자율 작업, 무선 

제어, 파종·시비 변량 제어, 
관개 제어

필드 관리(수분, 비료, 
수확량 등),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분석, AI, 
기계학습,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및 보안

기자재

외부 기상 센서(습도, 온도, 
수분, 일조), 토양센서 

(습도, 온도, 수분, pH), 
카메라(RGB, 열화상 등), 
영상 분석 센서(NIR 등), 
GPS, 드론, 통신 모듈, 

전원공급장치

필드 매핑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서버(GPU, 

CPU, HDD 등),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GPS, GNSS 수신지, 
농기계, 각종 부착 작업기, 
드론, 분무 노즐, 컨트롤러, 
카메라, 라인 감지 센서, 

액추에이터, 모터, 로드셀, 
유량 센서, 음향 센서

빅데이터 서버(GPU, 
CPU, HDD 등),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표 5-11> 단계별 정밀농업 주요 기술 및 기자재

자료: 서 석 외(2020: 발간예정).

❍ 단기적으로, 정 농업의 활용에 필요한 사용친화적인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함. 이것은 산재한 가용자료를 농업환경보전 목적에 맞게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

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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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도 농업인이 주관적으로 환경친화적 영농법을 판단하고 실행하기에 앞서,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농업환경보전 관련 영농법에 관한 체계적 정보 구축과 

제공이 필요함. 실제 현장에서는 수십 년 경력의 영농인이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

센터의 정보 제공보다 본인의 현장 경험을 더 신뢰하는 경우가 나타나 농업환경보전 

영농법 보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존재함.

- 앞서 소개한 미국 NRCS의 국가 및 주별 보전영농법 기술 정보 제공은 참고할 만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그리고 정 농업의 고도화를 위해 정 농업을 디지털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면, 현재 

시설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스마트팜 기술을 노지재배에도 적용하도록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 단, 전 농지에 걸친 스마트 혹은 디지털기술의 적용은 디지털 정보의 수집, 가공, 공유

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야 가능함.

-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8-2019년 스마트농업을 노지로 확 하

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2020년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여 2개 지역 시범사

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2019: 2), 노지재배 분야 스마

트화라는 거시적 목표를 고려할 때 매우 작은 규모임.

❍ 시설재배뿐만 아니라 노지 부문에서도 디지털농업을 위한 기반이 갖추어진다면, 여기

서 생성되는 다양한 빅데이터는 신규 농업환경보전을 위한 통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정의하는 ‘1세  스마트팜 기술’의 적용으로 볼 수 있음41).

- ‘1세  스마트팜 기술’은 영농의 편의성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정보통신

기술(ICT) 활용 능력이 요구되었음.

41) 1세대 및 2세대 스마트팜 기술에 관한 설명은 농촌진흥청(2019)를 참조할 수 있음. 단, 농촌진흥청의 스마트팜 

기술 설명의 개념도는 시설재배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본고의 해석은 노지재배까지 포함한 보다 넓은 의미의 기술 

적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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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적으로,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면 농업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ICT 역량이 낮은 고령의 농업인에게도 최적 생산 방법을 제안할 수 있게 되는 ‘2세  스

마트팜 기술’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이때 ‘최적 생산 방법’에 있어서 환경영향을 함

께 고려하는 것이 농업환경보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임.

❍ 단기·중기 과제가 농업인의 정 농업 디지털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힘쓰는 단계라면 장

기적으로는 전 농지에 걸쳐서 이러한 디지털농업이 확산되도록 지원하여 농업환경보전 

목적에 맞는 보전영농법의 정확한 적용을 이끌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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