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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농업부문의 환경문제 심화는 생산력 증대의 경제적 문제와 농업생

태계의 물질순환간의 상충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현

행 농업시스템하의 생산 증대는 자연의 물질순환을 크게 파괴하지 않

는다고 암묵적으로 전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오늘에 이

르러 농업환경 악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

라 농업환경 문제는 생산시스템 속에서 구조화 되어 버렸기 때문에 해

결책에 대해서는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농업생태계의 환경친화적인 농업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생산측면

의 친환경농법 실천 확산도 중요하나 농업부문의 환경부하에 관한 

과학적인 분석을 기초로 정확한 진단과 처방 등 적절한 전략이 개발

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여건에 부응하여 우리 연구원과 농업과학

기술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세 기관이 참여하여 수행한 친환경

농업 시스템 구축에 관한 2년차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최종결과물이다. 

이 연구 수행에 도움을 주신 농업과학기술원과 환경정책평가연구

원의 연구진, 사례지역인 홍성군과 옥천군의 군청 및 농업기술센터의 

관계자, 선도 농업인 등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 연구 결과가 친환경

농업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실천계획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200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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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특정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

을 위한 농업생산 활동의 경제성․기술성․환경성 측면에서의 종합

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기초로 규제와 지원의 적절한 결합, 

관련 정책의 통합․조정 등 실제적인 전략 수립과 구체적인 추진 방

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농업과학기술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세 기관이 공동으

로 참여하는 2년차 연구과제를 수행하 다.

사례지역은 지역단위의 농업생태계 개념을 고려하여 수계가 위

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친환경농업 우수 사례지역인 홍

성군 홍동저수지 유역과 친환경농업이 확산되고 있는 옥천군 보청천 

유역으로 선정하 다. 

본 연구보고서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연구

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방법, 선행연구 검토 등을 다루었다. 제2장에

서는 농업생태계 환경부하 분석을 위한 통합적 접근과 지역단위 엔

트로피 추정 방법을 제시하 다. 제3장에서는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원칙, 시스템 전환을 위한 경제적 유인제

도와 총량규제, 농업환경 정책프로그램, 벤치마킹을 위한 주요국의 

농업환경정책 프로그램을 다루었다. 제4장에서는 두 사례지역을 대

상으로 환경부하 분석, 친환경농업 실천농가․관행농가․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농가반응 분석, 화학비료 대체에 대한 농가의향 분

석, 경제성 분석 등을 수행하 다. 제5장에서는 사례분석 결과를 기



iv

초로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전략수립의 접

근방법, 전략분석, 전략적 선택, 실천전략,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

비용 추정 등을 다루었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제시

하 다. 

이 연구에서 친환경농업의 개념은 “지역별 환경용량에 맞추어 농

축산물 생산규모를 조정하고 자연순환농법과 저투입농법을 확산시

켜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농업”으로 규정하 다. 또한 친환경농업시스템 전환은 농업생태계에 

있어 ‘환경부하가 큰 농업시스템’에서 ‘환경부하가 적은 농업시스템’

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설정하 다.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을 위해 사례지

역을 대상으로 농업환경 실태 조사(작물재배현황, 비료사용량, 가축

사육현황 및 분뇨발생량, 수질조사, 토양조사, 생물상조사 등)를 통

해 물질균형분석, 농가반응분석, 경제성 분석 등을 수행하 다.

홍성군 사례지역의 수질분석 결과 홍동저수지 상류에서 발생된  

오염원들이 홍동저수지에 축적되어 저수지 수질이 부 양화 되고 

하류로 내려올수록 수질상태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동저수

지 유역의 오염원별 배출부하량 분석 결과, 가장 큰 오염부하량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은 축산부문으로 전체 BOD 배출부하량의 52.5%, 

TN의 77.9%, TP의 7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천군 청성면 보청천 유역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

로 지정되어 있어 수질이 2급수 수준으로 양호하며 주변에 오염원 

이 적어 농업지역 유입수 및 유출수 수질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청천 유역의 오염원별 배출부하량을 살펴보면, BOD, TP

의 경우 인구에 의한 생활하수가 각각 47.9%, 43.1%로 큰 비중을 차

지하며, 비점오염원에 의한 배출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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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지역의 물질균형 분석 결과, 홍성군의 경우 질소 207.1%, 인

산 234.3%, 칼리 167.8% 정도로 작물양분요구량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생태계의 물질순환 체계를 보면 16,383ha의 

농경지에 투입되는 양분총량은 가축분뇨 자원화로부터 투입되는 양

분량과 화학비료로 투입되는 성분량을 합하면 총 9,732톤에 달하며,  

이 중 50.2% 정도인 4,883톤(질소 2,676톤, 인산 1,242톤, 칼리 965

톤)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침투되어 지표수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엔트로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옥천군 농업생태계의 물질순환 체계를 보면 10,645ha의 농경지에 

투입되는 양분총량은 가축 분뇨자원화로부터 투입되는 양분량과 화

학비료로 투입되는 성분량을 합하면 총 3,223톤에 달하며, 이 중 

23.6% 정도인 761톤(질소 443톤, 인산 258톤, 칼리 60톤)이 외부로 유

출되거나 침투되어 지표수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엔트로피로 작용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의식조사 결과 개방화시대의 미래농업의 

대안으로서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가 높으며,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

해서는 판로문제(소득) 해결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축분뇨자원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

타났다. 

관행농가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관행농가의 절반 이상이 미래농

업의 대안으로서의 친환경농업 실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화학비료의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가축분뇨 자원화를 선택했다. 또한 

판로확보(유통가공시설 확충)를 통한 안정적 소득 보장이 친환경농업 

전환을 위한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러나 사례지역 관행농가의 화학비료 가격상승에 따른 대체의향을 조

사한 결과, 비모수적 방법을 이용할 경우 포당(20kg) 화학비료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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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70% 인상될 경우(포당 평균 4,071원) 화학비료를 다른 유기질비료

로 대체할 것으로 분석되어 화학비료 가격상승에 따른 관행농가의 

유기질비료 대체의향은 상당히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군 지역 양돈농가에 대한 의식조사에서 양돈농가 대부분이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답변했고, 현 수준의 사육두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가축분뇨 발생량이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양을 훨씬 초과

함에도 불구하고 양돈농가의 가축사육두수 감축에 대한 의지는 약

한 것으로 나타나, 가축사육두수 감축의 필요성을 알리고 양축농가

를 설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례지역 친환경농가의 경제성 분석 결과, 단보당 쌀 생산비는 

청성면의 경우 698천원으로 나타났고, 홍동면의 경우 749천원으로 

나타나 일반농법에 비해 1.2~1.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한 단보당 소득은 청성면의 경우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높고 농가 수

취가격이 낮아 관행농법의 약 87.1%인 533천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홍동면의 경우 생산비는 높지만 농가 수취가격도 높아 관행농법보

다 1.27배 정도 높은 수준인 777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사례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년차를 기준으로 농가를 구분하여 

연차별 소득을 추산한 결과 홍동면의 경우 유기농법 실천 약 2~3년

차에, 청성면의 경우 저농약에서 무농약 농법을 실천한 3년차 이후

에 관행농법의 소득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친환경농업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정착되는 시점

인 약 3~5년 동안의 이행기간에 대한 적절한 소득보상 등 인센티브 

부여와 생산된 농산물을 차별화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

의 구축 및 마케팅 프로모션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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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있는 전략개발과 실행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토록 

제도적․법적인 장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역단위의 친환경농

업시스템 전환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최고의사결정자의 적극적

인 관심과 실천의지가 필수적이다. 또한 관련주체의 적절한 역할 분

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친환경농업시스템 구축의 관건은 관련주체의 

의식전환을 기초로 한 실효성 있는 실천전략의 이행에 달려있다. 따

라서 관련주체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훈련 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행된 전략프로그램에 대해

서는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피드백이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발전

적인 정책프로그램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홍성군 지역의 경우 친환경농업 시스템 구축의 관건은 경종부문

과 축산부문의 유기적인 연계와 돼지분뇨 발생량의 절대량 감축과 

적절한 처리에 달려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양돈산업이 빠른 속도

로 규모화․전문화됨으로써 신고대상 미만의 소규모 양돈농가는 거

의 없고 대부분이 신고대상 이상의 중․대규모로 구성되어 있어 점

오염원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연간 150~200억원 정도의 투자

가 이루어져 관련정책과 적절히 결합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친환경농

업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 옥천군의 경우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일부 지역

에 한정하여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이다. 그

러나 가축사육두수가 적고 상수원 상류지역인 보청천 유역의 수질

이 매우 양호하므로 연간 약 100억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

우 단기간 내 물질균형을 달성함으로써 친환경농업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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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ategies for Establishing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al System in Korea 

Under the pressure of population growth and cultivated acreage 
scarcity, production intensification for high productivity has 
raised the issues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Environmental burden of agricultural sector depends on 
farming technology and site-specific characteristics. Thus, an 
appropriate approach to solving agro-environmental problems 
should consider the carrying capacity at regional level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environmental 
loading in specific regions and to formulate strategies for 
establishing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system using a 
material balance model and a strategic approach. In mapping out 
the strategies, a system perspective is essential which is 
envisioned in its broadest sense, from the individual farm, to the 
local and national ecosystems affected by this farming system 
both locally and globally. A system approach gives us the tools 
to explore the interactions between ecological and socioeconomic 
aspects of our environment. A system approach also implies 
interdisciplinary efforts in research. In this note, this study is  
accomplished through the corporative works with 
multidisciplinary approach including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and Korea Environment Institute. The two study 
areas are selected the Hongseong county at Chungnam province 
and Okcheon county at Chungbook province. 

The organization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Section 1, the problem statement, study 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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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revious literature review are briefly discussed. Section 2 
outlines the integrated approach to analyzing environmental 
burden of agricultural ecosystem and to estimating regionally 
based entropy. Section 3 presents policy programs for 
transforming into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e from 
conventional practices. This section suggests basic principles for 
developing policy programs. In addition, economic incentive 
schemes, quantity regulation, and agri-environmental programs 
are briefly discussed and then major countries' agri-environmental 
programs are reviewed for benchmarking policy programs. 
Section 4 analyzes and diagnoses environmental burden and 
carrying capacity in the specific watershed areas using 
regionally-based material balance model. In addition, farmers' 
responses on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system are 
surveyed. Section 5 maps out strategies for managing 
appropriately regional agri-environmental resources such as the 
best management practices, life-cycle assessment, and 
regional-based natural cycling system. Finally, Section 6 presents 
brief summary and concluding remarks.  

The materials balance approach provides a method for 
assessing nutrient surpluses of specific regions, and hence their 
environmental loads. This approach is based on both the first law 
and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in a closed system which 
addresses the problem of environmental loading in the 
agro-ecosystem. It involves and aims, at the various actors 
influencing nutrients management at different levels. A 
quantitative diagnostic phase, to determine nutrient management 
and economic performance in existing farming system, is 
followed by a targeted process of participatory development of 
integrated nutrient management technologies and formulation of 
facilitating policy instruments. Further development of the 
approach is required through inclusion of social disciplines, 
extrapolation of results to regional area. 

In order to mapping out the strategies, a stylized strate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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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 which consist of strategic analysis, strategic choice, and 
strategy implementation is employed. Strategy analysis is 
conducted by SWOT (Strengths, Weakness, Opportunities and 
Threats) analysis and scenario analysis. Strategic choice is carried 
out making a priority on suggested agri-environmental policy 
programs using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Based on 
strategic analysis and choice, strategy implementation suggests 
establishing infrastructure (human resource, education, database, 
and marketing), conducting policy mix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economic incentives, and renovating institutional 
and legal framework for establishing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system.  

Major findings of the study present regional-based nutrient 
balance situation in specific two study areas. Annual 
environmental loads of nitrogen and phosphorus from Hongseong 
county in 2003 are estimated at 2,676 ton and 1,242 ton, 
respectively. In addition, Okcheon county is estimated 443 ton in 
nitrogen and 258 ton in phosphorus. The results show that the 
amount of macro-nutrients based on ingredients are over-supplied 
100.7 percent in Hongseong county and 30.9 percent in Okcheon 
county. The oversupplied macro-nutrients will affect the 
agricultural ecosystem in both counties negatively by being 
discharged and leached to the soil, ground and surface water.

Based on an evaluation of the results of this case study,  
several suggestions are offered for managing material balance in 
specific area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establish best 
management practices and natural cycling agricultural system. To 
minimize the high surplus and losses of plant nutrients from 
agricultural system the input of nutrients to the system needs to 
be reduced.  This can be solved by increasing recycling within 
the system. In this study, illustrated examples are presented 
showing that it is possible to conserve and minimize the losses 
of nitrogen and other plant nutrients through systematic recycling 
within agro-ecosystem through integration of crop and live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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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ors. However, to achieve high levels of production and 
recycling efficiency, there needs to be a good balance between 
the intensity of livestock production and crop production acreage 
at regional levels. Assuming that these principles are followed, 
size of livestock operations (specially swine and pigs) needs to be 
significantly decreased in Hongseo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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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원래 농업은 자연생태계의 원활한 순환을 기초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온 환경친화적인 산업이었다. 그러나 전통적 농업은 생산성

이 낮아 제한된 토지 자원 하에서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필요량을 

충족시키는데 큰 어려움이 따랐다. 따라서 현대적인 농업 시스템에

서는 주어진 농업환경자원의 제약조건하에서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비료와 농약 등 화학적 투입재와 농후사료 및 사료첨가제 사용 

증가 등 외부로부터 상당한 물질과 에너지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연생태계에서는 식물의 양분흡수와 유기물 분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토양환원을 통해 다시 식물흡수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원

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부하가 적은 정상상태(steady state)가 

유지된다. 그러나 농업생태계(agro-ecosystem)는 생산물의 일부가 외

부로 유출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화학비료와 유기질 비료 등 양분 

물질이 투입되어 자연생태계에 비해 순환하는 양물질의 양이 많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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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순환하는 속도도 빨라지게 된다. 또한 축산부문에 있어

서는 부업형 소규모 축산에서 전업형의 대규모 가축생산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농후사료 공급을 위한 대량의 사료곡물 수입과 가축분뇨 

발생량이 급증하 으나, 규모 확대에 대응한 경지확보가 병행되지 않

아 자가경 권내 가축분뇨의 순환이용은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고투입-고산출’의 집약적 농업생산 활동을 위한 화학적 투

입재의 과다 사용, 가축분뇨의 대량 발생과 부적절한 처리 등에 따른 

지속적인 오염원 배출로 농업생태계에 상당한 엔트로피가 축적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양분투입(질소 성분기준) 수준은 OECD 회원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과잉양분 투입도를 나타내고 있어 국가적으로 양분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작물의 양분요구량 이상의 

과다한 화학비료와 가축분뇨로부터의 양분투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면 상당한 수준의 무기물이 토양에 축적․유출됨으로써 호수(저수지 

포함)와 하천 등 지표수 오염은 물론 지하수도 오염시키는 등 농촌지

역의 환경문제를 심화시키게 된다.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친환경농업 추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책담당자는 물론 농업인들도 인식하고 있다. 

특히 미래농업의 핵심적인 육성 분야로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이 

부각되고 있으나 친환경농법 실천농가 확산 등 주로 생산 측면에서

의 논의와 정책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건실한 친환경농업 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생산측면에서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 생태계의 농업환경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

을 기초로 한 지역별 농업생태계의 환경부하에 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관건이다. 그러나 친환경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농업생태

계의 오염원별 오염 발생과 배출 구조, 지역단위 물질순환 체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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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농업과 환경을 통합하는 농업환경 정책수단의 비교 검토 등 종

합적인 분석을 기초로 한 실천전략 제시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

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농업을 친환경농업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생

산 활동의 환경부하에 관한 정확한 진단 및 적절한 처방, 친환경농

업 실천농업인의 수용력 증대 방안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기술적․환경적 측면은 물론 경제적․사회적 측면까지를 고

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분석결과를 기초로 실천전략의 마

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한 파일럿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특정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

을 위한 농업생산 활동의 경제성․기술성․환경성 측면에서의 종합

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기초로 농업 생산규모의 조정, 규제

와 지원의 적절한 결합 및 관련정책의 통합․조정 등 실제적인 전략 

수립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2년차 연구로 진행되었다. 1차년도

의 연구는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물질균형 분석의 방법

론 개발 및 사례지역의 환경부하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차

년도의 연구는 환경부하 분석의 정교화, 물질균형 달성 및 오염원 

관리를 위한 실천전략 개발, 구체적인 추진방안 및 정책비용 산정 

등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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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공동연구

3.1.1. 공동연구 수행체계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수립의 종합적 연구는 학

제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과학기술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세 기관이 참여하여 심층적인 조사․분석을 통한 공동연구 방식으

로 수행하 다(<그림 1-1> 참조).

여러 기관이 효과적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요 연

구 분야 및 내용별 적절한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친환경농업 시스

경제적․사회적 측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술적 측면

(농업과학기술원)

환경적 측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친환경농업시스템 정착 

그림 1-1.  친환경농업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공동 연구 수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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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전환을 위한 기관별 역할분담은 토양 및 수질측정 등 기술적 측

면은 농업과학기술원, 오염원 환경부하분석 등 환경적 측면은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략수립 및 정책개발 등 경제적․사회적 측면

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담당하 다. 

참여 기관별 주요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농업과학기술원의 경우 

사례지역의 양분흡수량, 휘산량, 유출량, 용탈량, 토양비옥도 조사, 

생물상 조사, 하천수 및 저수지 수질조사, 논표면수 수질조사 등의 

농업환경실태분석을 담당하 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오염원

별 발생량 및 부하량 계측, 강우에 따른 오염물질 유출특성 등의 환

경 향평가와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등을 담당하 다.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은 농실태분석, 물질균형 분석, 농가반응 조사, 화학비료 대

체의 농가의향 분석, 물질균형 달성을 위한 정책비용 산정 등 사

회․경제적 분석과 전략수립 및 실행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 다.  

사례지역의 오염원별 배출부하량 및 오염물질 유출특성 분석, 기

상 및 수문 현황 파악, 배수구역별 토지이용 및 오염원 발생 현황, 

수질 및 유출수량 등 농업생태환경 특성의 파악을 위한 요인추출과 

요인별 지표 체계의 구성 및 지표산정, 정확한 실태분석과 대책수립

을 위한 농기장 및 현지조사 등에 관해 연구수행 기관별 특성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 다.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환경 향의 종합적 분석과 관

련해서는 농작물 생산에 따른 양분 투입 및 양분 유출량 산정, 농약

의 토양 이동성․용탈성 평가 및 잔류농약 모니터링, 오염원별(생활

오폐수, 논, 밭, 축산 등) 수질오염부하의 유출 특성 분석 등에 대한

기관별 역할 분담을 구체화 하 다(<표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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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분야별 주요 연구 내용 및 역할 분담 

연구 분야 주요 연구내용 담당기관

농실태 분석
농기장제, 비료 및 농약 사용량, 농가경  

수지 등
KREI

경제적․사회적
측면의 분석

친환경농업의 경제적 분석
농가의 친환경농법 수용력 분석
친환경농업 육성의 사회적 분석
친환경농업 정책프로그램 평가
관행농가의 화학비료 대체 의향 분석
물질균형 달성을 위한 정책비용 산출

KREI

환경부하량 산출

오염원별(점 및 비점오염원) 발생량 추정 KEI

오염원별 부하량 계측 KEI

양분흡수량 및 유출량 계측 NIAST

양분용탈량, 양분휘산량 계측 NIAST

수서 및 지상부 생물상 조사 NIAST

가축분뇨 처리실태 및 이동경로 KREI

총체적 양분 분석

농가별 양분 투입실태 파악 
토양 비옥도 및 중금속 함량 분석 
가축 분뇨 자원화의 동태적 양분이용도
물질균형 분석

KREI, KEI
NIAST
KREI
KREI

농산 부산물의 
농지환원 유기물량

볏짚 등 부산물의 농지환원 유기물량 파악 NIAST

환경 향 평가
저투입농업(무농약농법)과 유기농법(오리
농법)의 환경부하 정도 파악
저수지수질, 논표면수 및 하천수 수질 평가

NIAST, KEI

전략수립 및 정책 
프로그램 개발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수립
시스템 전환을 위한 실제 적용 가능한 프로
그램 제시

KREI
KEI
NIAST

주: 농업생태환경 지표개발을 위한 연구수행 담당기관으로 한국농촌경제연

구원(KREI), 농업과학기술원(NIAST),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을 나

타냄.

기관별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서 체계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토록 

공동연구진 간의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 고, 주요 연구 분야

에 대한 워크숍 및 수시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연구진행 과정을 검

토하고 의견을 수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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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지역의 환경 향 평가 및 시스템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

략 수립과 효과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공동 연구진 간의 7차례의 협의

회와 3차례의 워크숍, 1차례의 브레인스토밍 회의, 2차례의 국내외 전

문가 초청 세미나, 1차례의 현지간담회를 개최하 다(<표 1-2> 참조).  

공동연구 제1차 워크숍에서는 친환경농업의 개념 및 시스템 전환

에 관한 논의(KREI, 김창길), 국내 유기농축산물 생산기반기술 개발 

연구(NIAST, 최두회), 우리나라 농업 비점오염원 실태 및 관리방안

(KEI, 최지용), 친환경농업 연구 동향과 향후 방향(NIAST, 곽한강) 등 

네 가지 주제발표와 토론이, 공동연구 제2차 워크숍에서는 친환경농

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 추진 방안의 1년차 연구성과(KREI, 

김창길), 친환경농업의 환경부하 오염원별 관리방안 연구 1년차 연구

성과(KEI, 최지용) 등 두 가지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공동연구 제3차 워크숍에서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농업부문 총

량관리제도 도입방안(KEI, 최지용), 지역단위 농형태별 농업환경

향 평가(NIAST, 노기안), 친환경농업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프로그

램 개발(KREI, 김창길) 등 세 가지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국내 전문가 초청 세미나에서는 유역 농업생태환경 모니터링(서

울대, 박승우), 국외 초청 세미나에서는 지역단위 물질순환 삼각형 

네트워크(일본 오비히로대, Sasaki) 주제발표와 정책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1 

현지 간담회에서는 지역단위 친환경축산 시스템 구축방안을 주

제로 양축농가, 경종농가, 정책담당자 등과의 심층토론이 있었다. 

1
 국내 전문가초청 토론자로는 정황근 과장(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변주대 과장(환경부 수질정책과), 임문수 과장(총리실 수질개선기획

단), 이명규 교수(상지대학교), 윤성이 교수(동국대학교) 등이 참석하

다. 워크숍 및 전문가 초청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는 연구자료집(연

구자료 p19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으로 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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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공동연구추진 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현황(2003∼2004)

구 분 일시 장소 주요 협의내용

공동연구진

1차 협의회
2003. 2. 21

농과원 농업 

환경부장실

․과제 수행방식 및 업무분담

․농진청 특정연구과제 추진 방안

공동연구진

2차 협의회
2003. 4. 23

농과원 농업 

환경부장실

․사례지역 확정

․기관별 세부업무분담 확정

․농진청 기관프로젝트 추진계획

공동연구진 

1차 워크숍
2003. 5. 12

농경연 

중회의실

․4개 주제발표 및 토론

․사례지역 현지조사 방식 논의

브레인스토밍 

연구진 회의
2003. 5. 30

농경연

원장실

․연구자별, 기관별 연구수행 업무분담, 

․사례연구 추진방향 등

공동연구진

3차 협의회
2003. 8. 4.

농경연 5층 

소회의실

․연구기관별 중간결과 논의

․제2차 워크숍 발표내용 및 일정논의

․말레이시아 농업전문가와 GAP 논의

공동연구진 

2차 워크숍

2003. 10. 

20

환경정책평가

연구원 회의실

․2개 주제발표 및 토론

․과제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동연구진

4차 협의회
2004. 1. 3 농과원 회의실

․공동과제의 산학연과제 추진

․수행기관별 업무분담방안 논의

기획과제 

장관 

특별보고

2004. 3. 25 농림부 장관실

․친환경농업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수립 방안

․농업환경지표D/B 구축관련 협의

공동연구진

5차 협의회
2004. 3. 29

농경연 

5층 회의실

․세부 업무분담 방안

․현지조사 및 조사표 작성

공동연구진 

6차 협의회

2004. 4. 7

2004. 4. 8

충남 홍성

충북 옥천

․공동연구기관 업무분담 및 사례지역 

조사지점 선정

공동연구진 

제3차 워크숍
2004. 5. 13

농경연

중회의실
․3개 주제발표 및 토론

전문가 초청 

세미나
2004. 5. 25

팔레스 호텔 

세미나실
․4개 주제발표 및 토론

외국전문가 
초청자문회의

2004. 7. 5
농경연

5층 회의실

․지역단위 물질순환 삼각형네트워크 형성 
주제발표(Dr. Ichio Sasaki, 일본 
오비히로대학)

친환경축산

현지간담회
2004. 7. 15

홍성군농업기

술센터 강당

․1개 주제발표 및 토론(정책담당자 및 

양축농가 등 50여명 참석)

공동연구진

7차 협의회
2004. 8. 31

농경연

원장실

․물질분석모형 정교화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비용 산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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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사례지역 선정

농업생산 조건과 환경 향의 모니터링 및 평가․관리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참여기관 간의 긴 한 협의를 통해 사례지역을 선

정하여 효과적인 공동 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대상 사례지역의 선정 기준은 ①토지이용이나 농업현황이 전

국적인 보편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모니터링 및 학제간 종합

적 연구가 가능한 지역, ②지구내 대부분의 농가가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지역, ③농경지, 농업기반시설 등 자료구축이 용이

한 지역, ④해당지역 단체장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거나 향

후 지역단위 친환경농업 육성의 전진기지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 등

으로 설정하 다. 

이 연구의 사례지역은 위에서 제시된 선정 기준 및 지역단위의 

농업생태계 개념을 고려하여 수계를 지닌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과제 

연구진 간의 수차 협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 다. 따라서 사례지역

은 민간 주도의 친환경농업 우수 사례지역인 홍성군 홍동저수지 유

역의 홍동면과 장곡면, 친환경농업이 확산되고 있는 옥천군 보청천 

수계의 청성면 산계리 지역으로 선정하 다(<표 1-3> 참조).

표 1-3.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사례지역의 특징

사례지역 특      징

충남 홍성군 

 홍동면․장곡면

 (홍동저수지 유역)

‧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 대상 지역 및 친환경농업 육

성 선진지역(홍동면 문당리)

‧ 양돈 등 가축 분뇨처리 문제로 홍동저수지 오염원(장곡면)

충북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보청천 유역) 

‧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2년 차 평가 대상 지역으로 친환경 

농법의 환경 향 평가자료 축적 지역(청성면 산계리)

‧ 친환경농업 실천(수도작) 관심 증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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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KREI 연구

본 과제 수행을 위해 우선 농업과학기술원, 작물시험장, 기타 유

관 기관 및 학계 등에서 이루어진 연구문헌을 수집․검토하 다. 또

한 농업과학기술원에서 발간한 각종 지침서(물 관리 지침서, 유기자

원 적정투입 지침서, 시비처방 지침서) 및 환경부의 비점오염원 관

련 자료를 검토하 다. 이 밖에도 지역단위 물질균형 분석을 다룬 

일본, 캐나다,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에서 이루어진 연

구문헌을 검토하는 등 기존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친환경농업 관련

연구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다.  

다음으로 농업과학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역 농협 등 관

련 분야 전문가 및 사례지역 농업인에 대한 심층 조사, 화학비료 대

체 농가의향 조사, 지역단위 최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례

지역 정책 담당자 및 선도농가의 의견 수렴, 정책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전문가 조사 등을 실시하 다.  

사례지역의 화학비료 투입량 및 농가 단위 양분 투입-산출을 정

확히 파악하기 위해 사례지역 농업인들에게 투입-산출에 관한 농

장부를 지급하여 작성토록 함으로써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하 다. 

지역단위 친환경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친환경농업 시스템이 

잘 구축된 네덜란드와 일본을 방문하여 정책 담당자․연구자․농업

인 등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시스템 구

축을 위한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하 다. 

네덜란드의 경우 1차 현지조사(2003. 8. 31∼9. 8)를 통해 친환경

농업 정책프로그램의 정책수립 과정, 무기물기장제도를 중심으로 한 

양분관리프로그램, 농가반응 등을 조사하 다. 또한 양분관리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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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여러 정책집행기관 운  상황 및 무기물기장제도의 변동 상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2차 현지조사(2004. 9. 18∼9. 25)도 이루어졌다. 

또한 일본의 경종-축산 연계시스템, 전과정 분석, 지역단위 물질

균형 사례분석에 관한 전문가 조사를 위해 일본 현지조사(2004. 10. 

3∼10. 9)를 실시하 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과 관련 효과적인 전

략 수립을 위해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전략적 분석(strategic analysis), 

전략적 선택(strategic choice), 전략 실천(strategy implementation)의 3단

계로 나누어 마스터플랜을 제시하 다(<그림 1-2> 참조).

전략적 분석에서는 사례지역의 내부자원 및 외부여건에 관한 실

태조사를 기초로 한 SWOT 분석을 통해 환경성 측면에서 문제점 진

단 및 농가의사결정모형 설정, 농가 단위․지역단위 환경친화적 경

목표를 수립하 다. 

또한 전략적 선택에서는 다양한 농업환경정책 프로그램에 대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기초로 한 AHP분석을 통해 정책추진 우선순위 

및 사례지역에 적합한 전략적 대안을 모색하고 평가하여 맞춤형 전

략적 수단을 선택하며, 전략 실천에서는 전략적 선택수단을 구체적

으로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 다. 끝으로 사례지역의 물

질균형 달성을 위한 정책비용을 추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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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론의 체계화

 -시스템전환 접근방법

 -농가의사결정모형

 -물질균형분석이론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 검토

∘전문가․정책담당자․농업인과의 

심층면담조사(국내 및 해외조사)

∘환경농업실천 농업인 농장부 작성

∘사례지역 농업환경실태 조사

▪농업환경파악을 위한 

지표 작성 및 개발
▪사례지역 농업환경실태 분석 

▪친환경농업의 환경 향 평가

▪사례지역 물질순환분석 

▪환경오염도 작성

▪농업인 의사 결정 분석

▪친환경농업의 기술적 측면 분석

▪친환경농업의 사회경제적 분석

▪친환경농업의 환경적 측면 분석

▪친환경농업체제 전환을 위한 

정책적 접근

▪외국사례 조사 및 심층분석

▪친환경농업체제 전환을 

위한 통합적 접근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및 실천 프로그램 제시

 (「전략적 분석-전략적 선택-전략실천」의 3단계 접근)

 - 사례지역의 농업환경실태 및 SWOT 분석

 - 실천전략 개발을 위한 AHP 분석 

 -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 제시

 - 사례지역의 물질균형 달성을 위한 정책비용 추정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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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 연구 검토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과 관련해서는 농촌지역의 오염원 분석 

및 농업생산활동의 환경부하 계측, 농업생태 환경의 모니터링, 친환

경농업의 생물다양성 변화 등 주로 환경적․기술적 측면에서의 연

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 기술적 분석 결과 및 농업환경지표

를 이용한 농업환경모형의 개발 및 지역단위 물질순환 분석에 의한 

기술적․경제적․정책적 측면의 통합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박승우 외 8인(2000)은 농업생태계의 구성요소로 기상․수문인

자, 지형․지세․토양․용배수 등 물리적 인자, 환경오염원으로 점

원․비점원 인자, 동식물 생태계 인자, 경운․파종․시비․농약살포 

등 농관리 인자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인자들의 

상호 관련성 등을 계량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현장 모니터링 기술과 

수학적 모델개발을 제시하 다. 주로 수문학적 생태환경 모니터링 

기법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농업생태 환경의 수환경 관리 및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유력한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나 모형에서 

요구하는 농업환경지표의 축적과 특정자료의 경우 정량적인 계측자

료가 부족하여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분석의 실용화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허장, 정은미, 김창길(2000)은 지역단위 농업환경 분석을 위한 기

본모형으로 C(조건)-S(상태)-P(계획) 체계를 기초로 관련지표를 체계

화하 으며, 지역단위 환경부하 파악을 위한 투입-산출 수지분석의 

기본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 다. 이 연구는 농업환경 분석을 위한 

CSP의 접근방법과 농업환경지표와의 연계성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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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친환경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 다.   

엄기철 외 8인(2002)은 세부권역별 토양 및 물 관리 모형개발, 

세부 권역별 농약 관리 모형 개발, 세부 권역별 유기자원 활용모형 

개발, 세부권역별 작부체계 모형개발, 제주권역 환경농업모형 개발, 

환경 향 평가, 경제성 분석 및 사례 연구로 친환경농업시범지구 세 

지역을 선정하여 실증시험을 제시하는 등 다각적인 연구 결과를 제

시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지역단위 농업환경모형의 개발과 체계화

에 있어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유용한 연구로 평가되나, 세부 권역

별 농업 환경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이 구체화되지 않아 

실용화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지역별 환경적 특성에 부합하는 최적

농방식에 관한 분석결과는 맞춤형 농업환경정책 프로그램 개발의 

기술적 대안제시에 있어서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검토된 국내 연구는 주로 농업 환경의 실태분석 및 환

경농업 분석에 관한 개괄적인 연구로 정책프로그램과의 연계성 측

면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 

다음으로 농업생태계의 물질균형 분석을 다룬 국내 연구로 김진

수, 오광 (2000)은 농촌지역의 유기물 흐름에 관한 모형을 설정하

고 금강의 제2지천인 무심천의 상류지역인 충북 청원군 가덕면 지

역의 질소수지 분석결과를 제시하 다. 이 논문은 농촌지역의 유기

물 흐름과 관련 질소순환을 평가하고 환경용량에 맞추기 위하여 축

산규모 감축 등 농업생산규모의 조정방안 제시 등 물질균형분석의 

함축성을 포함하고 있어 지역단위 친환경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접근방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김창길, 강창용(2002)은 지역단위 농업환경모형을 기초로 사례지

역인 경기도 양평군과 충북 진천군의 물질균형 분석을 시도하 고, 

분석 결과를 기초로 사례지역의 친환경농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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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연구는 사례지역의 물질균형 분석과 관련 주로 농업계에 

초점을 맞추어 개략적인 농업환경모형을 기초로 한 분석으로 맞춤

형 정책프로그램 제시에는 한계가 있어 분석모형의 정교화와 정책

프로그램의 연계 분석에 관한 보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검토된 지역단위 물질균형 분석에 관한 연구는 사례지

역을 대상으로 기술적․환경적 측면의 분석적 연구와 경제적․정책

적 연구가 통합되어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 연구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석모형 정교화와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분석 결과의 도출

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김창길 외 7인(2003)은 농업생태계

의 물질순환 이론의 체계화, 지역단위 물질순환 구조 및 환경부하 

분석 방법을 제시하 고, 홍성군과 옥천군의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물질순환 및 경제 분석, 개략적인 추진전략 분석 등을 시도하 다. 

여기서 제시된 방법론은 지역단위 환경부하 분석 및 친환경농업체

제로의 전환을 위한 추진 전략 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1단계 연구이다.

한편 물질순환 이론에 기초한 친환경농업 시스템 전환에 관한 해

외 문헌으로 松本成夫(1998)는 농업생태계의 질소 순환에 초점을 맞

추어 농지에서의 양분수지, 분뇨, 짚 등 잔여물의 처리․이용, 식료 

및 사료의 수입 등에 따른 환경부하 메커니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

고, 이바라키현의 우시쿠 지역의 질소 흐름을 도식화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 다. 특히 물질순환 모형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 

정책 프로그램의 환경효과에 관한 정책실험 결과도 제시하 다.2 

Jager, Nandwa, and Okoth(1998)는 아프리카 케냐 지역을 대상으

로 농업생태계의 양분흐름과 경제적 성과 분석을 위한 의사결정 모

2
 일본의 경우 농업생태계의 물질순환분석에 관한 연구동향 및 분석결과

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부록 4」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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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터링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 양분수지 계량화모형의 방법론과 상

세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 다. 여기서는 물질수지 분석과 경제적 성

과분석을 동시에 다루기 위해 전이함수를 개발하여 통합적이고 체

계적인 물질균형 방법을 제시하 다. Krug and Winstanley(2002)는 

미국 미시시피 지역을 대상으로 질소수지를 기초로 한 물질균형분

석을 시도하 고, 이러한 분석모형을 기초로 옥수수와 대두의 윤작

시스템이 질소수지에 미치는 향을 계측하 다. 최근 Pacini et 

al.(2003)는 물질균형 분석을 이용하여 관행농법, 유기농법, 종합농업 

등 농법별 양분수지 및 유출, 생물다양성 등 환경부하에 미치는 

향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 다. 이들 연구는 물질균형 분석

의 기술적 측면의 환경부하 계측과 경제적 성과분석을 다루고 있으

나 주로 환경 향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책 프로그램과의 연

계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정교한 물질균형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의 환경부하 분석의 방법론적 지침

을 제공하 다.     

이 연구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친환경농업 시스템 구축과 사회경

제적․기술적․환경적 측면의 각 분야별 국내외 연구결과를 종합하

여 기술적인 분석과 정책적 분석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하

다. 특히 친환경농업의 기술적 및 환경적 측면의 과학적 분석은 관

련 분야의 전문연구기관이 참여함으로써 분석의 정 도와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 으며 농업생태계의 과학적 분석결과를 기

초로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즉, 농업생태계의 물질균형 달성)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평가 및 추진전략 개발을 위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 점은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점이다. 그동안 친환경농업 시스

템 전환을 위한 기술적․환경적․사회경제적 측면의 종합적 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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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농업생태계 환경부하 분석의 접근 방법

친환경농업체제 전환을 위한 지역단위 농업환경관리시스템 구축

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는 농업생태계의 환경부하 분석의 접근방법

을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우선 시스템 전환을 위한 통합적 접근

으로 친환경농업체제 전환의 의미와 농축산업 생산 활동의 환경부

하 평가, 오염원별 환경부하 평가, 수질 향 평가, 토양특성 평가, 생

태계 향 평가와 사회․경제적 향평가 등을 다루었다. 다음으로 

지역단위 환경부하 분석과 관련한 농업․농촌지역의 환경오염 발생

량과 배출 부하량 산정방식을 제시하 다. 농촌지역의 오염원을 생

활계, 토지계, 축산계, 산업계로 나누어 부문별 오염 발생량 및 배출 

부하량 산정 방식을 설정하 다. 특히 축산계 오염물질의 배출경로

를 가축분뇨처리방식과 연계하여 상세히 다루었고, 토지계의 경우 

토지이용형태(논과 밭) 및 시비기별 유효강우량에 따른 오염 부하량 

계측방식을 제시하 다. 이밖에도 농업환경자원관리를 위한 분석지

표로 지역단위 환경오염배출량과 농업환경자원 관리기준 설정에 관

한 산정식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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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전환을 위한 통합적 접근

친환경농업이란 “지역별 환경용량에 맞추어 농축산물 생산규모

를 조정하고 자연순환농법과 저투입농법을 확산시켜 환경부하를 최

소화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농업”으로 규정

할 수 있다.3 친환경농업 시스템 전환에 있어 시스템의 의미는 친환

경농업을 구성하는 기술적․환경적 요인은 물론 사회경제적․정책

적 측면의 여러 구성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목적(농업

과 환경의 조화)을 달성하도록 구성된 여러 요소의 결합체를 의미한

다. 친환경농업 시스템 전환은 농업생태계에 있어 ‘환경부하가 큰 

농업시스템’에서 ‘환경부하가 적은 농업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환경의 중요한 특성인 물질순

환의 관점에서 선순환이 지속됨으로써 환경오염원으로 작용하는 엔

트로피 발생이 최소화하게 된다.4 즉, 특정지역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면 친환경농업체제로 이루어지는 경우 지역단위 환경용량에 적합

한 작물 및 가축 생산으로 경종과 축산의 유기적인 순환제계가 확립

되고 지역을 대표하는 수계의 경우 일정 기준에 달하는 양질의 수질

3
 친환경농업에 대한 개념 설정 및 국내외 논의사항에 관해서는 김창길

(2004, 18-27)에 제시되어 있다.
4
 농업자원을 이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잔여물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재활용하는 경우 자원으로 다시 이용하나 재활용

되지 못하는 경우 외부로 방출하게 된다. 외부로 유출된 물질의 일부

분은 환경의 자정능력에 의해 처리할 수 있으나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엔트로피(사용 불가능한 실체로 오염 상태를 나타냄)를 발생하여 

환경오염을 시키게 된다. 농업생태계의 물질순환 구조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김창길 외 7인(2003, 37-42)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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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지되며, 농업생태계의 수서동물 및 곤충 등의 생물상이 증가하

고, 화학비료와 농약 등으로부터의 비점오염원 문제도 크게 발생하

지 않게 된다. 따라서 지역단위의 환경자정 용량이 크고 오염원 관

리가 잘 이루어지는 지역의 경우 최적의 농축산업 생산이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면서도 환경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친환경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물질수지 분석을 기초로 한 

농업생태환경모형 구축이 필요하다.5 이를 위해서는 농축산업 생산 

활동의 환경부하 평가, 오염원별 환경부하 평가, 수질 향 평가, 토

양특성 평가, 생태계 향 평가와 사회․경제적 향평가 등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그림 2-1> 참조). 사회․경제적, 기술적, 환경적인 

측면의 종합 평가를 통해 지역단위의 환경부하 용량을 고려한 농업

생산 규모 및 생산방법 전환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 방법은 환류체계(feedback system)를 통해 일련의 과정을 거침으

로써 체계적인 농업생태계의 물질순환 분석의 기초가 된다. 농업생

태계의 물질순환 분석 절차는 첫째, 농업생태계의 경계를 결정한 후 

이를 통해 투입․산출되는 물질흐름을 파악하고, 둘째, 농업생태계 

내의 하부생태계의 구성요소 및 상호작용을 파악하며, 셋째, 농업생

태계의 물질흐름의 양을 산출하고, 넷째, 물질수지를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질소, 인산 등 양분지표)를 산출하여 생태계를 분석하는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김창길 외 7인, 2003, 35-36). 

5 농업생태계(agro-ecosystem)는 생산물의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양물질을 투입하기 때문에 자연생태계에 비해 순환

하는 양물질의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순환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농업생태계의 위치와 기능에 관해서 자연생태계와 도시생태계 

등을 상호 비교한 내용은 이승헌․최우정(2002, 102)의 논문에 제시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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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특성 평가
(NIAST)

생태계 평가
(NIAST)

수질영향 평가
(NIAST, KEI)

생활오수 평가
(KEI)

농·축산부하 평가
(KREI, KEI)

사회 ·경제적 평가 및
정책 프로그램 개발

(KREI, KEI)

생산규모, 생산방법 전환
(기술, 인력, 정보, 시장조성 등)

(KREI)

토양특성 평가
(NIAST)

생태계 평가
(NIAST)

수질영향 평가
(NIAST, KEI)

생활오수 평가
(KEI)

농·축산부하 평가
(KREI, KEI)

사회 ·경제적 평가 및
정책 프로그램 개발

(KREI, KEI)

생산규모, 생산방법 전환
(기술, 인력, 정보, 시장조성 등)

(KREI)

그림 2-1.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합적 접근의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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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단위 환경부하 분석

2.1. 농업․농촌지역의 환경오염 발생․배출 부하량

지역단위 농업환경자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해당지

역의 농업생태환경 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정교한 분석모형이 수립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생활계, 축산계, 토지계, 산업계를 

중심으로 농업․농촌지역의 환경오염 발생부하량을 산정해야 한다. 

환경오염 발생부하량은 오염발생원의 활동 또는 작용에 의해 발

생하는 부하량으로, 농업․농촌지역의 경우 환경오염 발생부하량은 

생활계, 축산계, 토지계 및 산업계 등의 오염원 조사 자료를 기초로 

이들 오염원별 부하량의 총계로 산출될 수 있다. 

생활계의 발생부하량은 가정인구 발생부하량에 업인구발생부

햐량의 합으로 산출된다. 가정인구발생부하량은 가정인구수에 가정

인구발생부하원단위를 곱하여 구할 수 있고, 업인구 발생부하량은  

업인구오수발생유량에 업인구오수발생농도를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표 2-1> 참조).

표 2-1.  생활계 가정인구 발생부하 원단위 및 분뇨발생부하비

구  분

가정인구 발생부하원단위 

(g/인/일)
분뇨발생부하비

BOD T-N T-P BOD T-N T-P

시  가 50.7 10.6 1.24
0.45 0.8 0.8

비시가 48.6 13.0 1.45

자료: 환경부(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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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의 발생부하량은 축산폐수발생부하량에 축산고형물발생부

하량을 합하여 산정된다. 축산폐수발생부하량은 축종별 사육두수에 

축종별 축산폐수발생부하원단위를 곱하여 산정한 후 각 축종별로 

산정된 발생부하량을 총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축산계

의 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구조는 처리방법에 따라 퇴비화와 액비화

에 의한 자원화 처리, 축산폐수 공공처리, 개별농가 단위의 정화처

리, 해양배출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2-2> 참조). 

따라서 지역단위의 물질수지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축산계 

축산계 발생량

세정수  분

폐수발생량 고형물발생량

폐수화분량

공공처리량

공공처리장 유입량

폐수자원화량

폐수처리 

농지환원량

해양배출

축산폐수 개별배출량 가축분뇨 고형물 개별배출량

공공처리 방류량

그림 2-2.  축산계 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구조

뇨

폐수

개별처리량 자원화

개별삭감량

농지삭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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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의 발생 및 배출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특히 축산계

의 환경부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축종별․성장단계별 분뇨발생원단

위와 세정수발생량원단위, 축종별 분뇨발생량의 양분환산계수, 가축

분뇨의 처리방법별 자원화율․정화처리율․해양투기율․타지역이동

률 등의 파라미터가 필요하다(<표 2-2> 참조). 

표 2-2.  축산계의 오염부하량 계측을 위한 주요 파라미터

구  분 파라미터

축종별 가축분뇨발생원단위 ωk

축종별 분뇨발생량의 양분환산계수 πk

가축분뇨 자원화(퇴비화, 액비화 등) 비율 φLM 

가축분뇨 정화처리비율(개별처리, 공공처리) φ
PT

가축분뇨 해양투기비율 φ
SEA

  

가축분뇨 타지역이동비율 φMOVE  

가축분뇨의 발생원단위는 축종에 따라 달라지며, 축종별 가축분

뇨의 비료성분 함량도 달라진다(<표 2-3> 참조). 특히 발생된 가축분

뇨를 비료성분 함량으로 환산하는 파라미터는 연구결과에 따라 국

가별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표 2-3.  가축분뇨의 발생원단위 및 비료성분 함량

축종

가축분뇨 발생원단위(kg/두/일)1) 가축분뇨 비료성분 함량(%)2)

분 뇨
분뇨 

발생량
세정수 계

질소 인산 칼리

분 뇨 분 뇨 분 뇨

한 우 10.1 4.5 14.6 0.0 14.6 0.34 0.48 0.29 0.006 0.09 0.48

젖 소 24.6 11.0 35.6 10.0 45.6 0.26 0.34 0.10 0.03 0.14 0.31

돼 지 1.6 2.6 4.2 4.4 8.6 0.77 0.83 0.50 0.07 0.25 0.20

닭 0.12 - 0.12 - 0.12 0.89 - 0.26 - 0.39 -

주 1) 오수 및 발생원단위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20조 3항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돼지, 소․말, 

젖소만을 포함시키고 있음(환경부고시 제1999-110호(1999. 7. 8). 

2) 축산기술연구소(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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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계의 경우 토지이용유형에 따라 세분화(농업지역의 경우 지

목, 토양종류, 경사, 작물, 관개방법, 시비량 등에 따라 분류) 될 수 

있다. 토지계 발생부하량은 지목별 면적에 각각의 연평균 발생부하

원단위를 곱하고 여기에 강우배출비를 곱하여 산정하며 각 지목별

로 산출된 발생부하량을 더하여 산출된다. 토지계의 경우 작물생육

과 관련 양분요구량, 지표수와 지하수에 향을 미치는 흡수량, 토

양잔류량, 용탈량, 휘산량이 필요하다. 특히 농경지의 경우 토양 특

성별(세사양토, 사질, 사질식양토, 미사질양토, 사양질, 식질 등) 유

출량과 오염부하량과의 관계식, 농법별(관행농법, 친환경농법 등) 환

경부하 계수의 산출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농경지의 볏짚 등 부산물

의 농지환원 유기물량 등 자원재활용율, 시비기별 유효강우량(월평

균 10㎜ 이상의 강우비로 산정)에 따른 토양별․농법별 오염부하 계

수 등이 필요하다(<표 2-4> 참조). 

표 2-4.  토지계의 오염부하량 계측을 위한 주요 파라미터

구분
시비기
(강우량)

지형
용도별

토양별 농법별
파라
미터

지하수/
지표수

시비기 
(유효

강우량합)

논   
토양별
(사양토, 식양토,  
사질토, 식질토 등) 

농법별
 (관행농법, 친환경농법 등)

α1
…
αn

밭
토양별
 (사양토, 식양토,  
사질토, 식질토 등)

농법별
 (관행농법, 친환경농법 등)

θ1
…
θn

비시비기
(유효

강우량합)

논
토양별
(사양토, 식양토,  
사질토, 식질토 등) 

농법별
 (관행농법, 친환경농법 등)

δ1
…
δn

밭
토양별
 (사양토, 식양토,  
사질토, 식질토 등) 

농법별
 (관행농법, 친환경농법 등)

κ1
…
κn

그러나 현실적으로 토지계의 발생부하량은 농경지 형태(논, 밭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림 2-3>은 논농사의 경우 오염물질의 



25

발생과 배출 구조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그림으로 표현하 다. 따라

서 토지계의 환경오염부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농경지의 형태, 토

양특성, 강우량, 휘산 및 증발량, 표면수와 토양수의 특성, 배출유거

수 및 관개수의 특성 등 많은 파라미터를 필요로 한다.  

관개수

강우

침투수

배출·유거수표면수

토양수

농작물

하천·저수지

농경유역

영농형태 및 방법
지형 특성
토양 특성
유역 현황
재배 현황

수계특성
수혜면적

수질특성
수량특성

토양

휘산

증발산

기온 및 상대습도
일조시간, 증발량

유출 특성
유출량
유출수질
재배 특성
유달율

관개현황
관개방법
관개량
관개수질

감수심
지하 침투량
침투수 수질
토성, 경사

강우량 및 시기
강우강도
강우지속시간
강우 수질

관개수

강우

침투수

배출·유거수표면수

토양수

농작물

하천·저수지

농경유역

영농형태 및 방법
지형 특성
토양 특성
유역 현황
재배 현황

수계특성
수혜면적

수질특성
수량특성

토양

휘산

증발산

기온 및 상대습도
일조시간, 증발량

유출 특성
유출량
유출수질
재배 특성
유달율

관개현황
관개방법
관개량
관개수질

감수심
지하 침투량
침투수 수질
토성, 경사

강우량 및 시기
강우강도
강우지속시간
강우 수질

그림 2-3.  토지계 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구조

산업계 발생부하량은 업종별 폐수발생유량에 업종별 폐수발생농

도를 곱하여 산출한 후 각 업종별 발생부하량을 더하여 산출된다. 

이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되는 사례지역의 경우 농업이외 산업계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제외하 다.

이밖에도 지역단위의 환경부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오염 

대상수역인 하천수역의 경계에 도달한 부하량인 유달부하량과 오염물질

이 특정지점에 도달하는 비율인 유달율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2.2.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위한 분석지표

지역단위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분석지표로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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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계, 축산계, 토지계 및 산업계 등 부문별 오염원별 부하량의 총계

로 산출될 수 있으며, 오염부하 산정방식은 비료성분 양분기준(질소, 

인산 등)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으로 접근할 수 있다. 

지역단위 환경오염배출량(RENTROPY)은 [생활계오염부하+축산계

오염부하+토지계오염부하+산업계오염부하]로 산출될 수 있다. 여기

서 수식의 단순화를 위해 생활계와 산업계의 오염부하는 제외시켰다. 

축산계의 오염배출량은 [가축분뇨발생총량 - (자원화량 + 정화처

리량 + 해양투기량 + 타지역이동분)] × 축산계배출계수(강우량 등 

고려) 식에 의해 산출될 수 있다.

토지계의 오염배출량은 {(화학비료투입량 + 축산분뇨자원화량 + 

유기질비료량 + 잔존양분량) - (작물요구량 + 증발산량 + 지하유출

량)} × 토지계배출계수(강우, 토양특성, 지형특성, 농방법, 재배현

황 등 고려) 식으로 산출될 수 있다. 즉,

RENTROPY =[∑∑[ (CF×ALAND
CF
) t + (OF×ALAND

OF
) t

+ ∑∑ (φ
LM

×LMG) t + RESt-1]

- ∑∑ (CREQ×ALAND) t - ∑ OTHERt

- ∑ AENVt} × ωLAND

+[ (LMG×φLM) t -∑∑ (φ LM×LMG) t

- ∑∑ (φ
PT

×LMG) t - ∑∑ (φ
SEA

×LMG) t

- ∑∑ (φ
MOVE

×LMG) t} × ωLSTOCK          (2.1)

여기서 CF: 화학비료 투입량

OF: 유기질비료 투입량

ALAND
CF: 화학비료 투입 경작지

ALANDOF: 유기질비료 투입 경작지

LMG: 가축분뇨 발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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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 잔존 양분량

CREQ: 작물별 양분요구량

ALAND: 작물재배 경작지 면적

φ
LM: 가축분뇨 자원화율

φ
PT: 가축분뇨 정화처리율

φ SEA: 가축분뇨 해양투기율 

φMOVE: 가축분뇨 타지역 이용율

ωLAND: 토지계 오염배출계수

ωLSTOCK:  축산계 오염배출계수

OTHER: 기타(증발산량, 지하유출량 등)

다음으로 지역단위 농업환경자원 관리기준 설정을 위한 식은 다

음과 같다.

RENTROPY=∑AX-AENV  ≤  RENTROPY      (2.2)

여기서 RENTROPY: 지역단위 환경오염배출량

A   : 오염원별 환경오염배출계수  

X   : 오염원별 오염배출총량

AENV   : 지역단위 농업환경자원의 자정능력

RENTROPY : 지역단위 환경오염배출량 기준치

위 식에서 환경자정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질균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별 환경오염배출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프로그램과 중장기적으로 배출계수를 조정할 수 있는 환경친화

적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친환경농업 시스템의 구축은 궁극적으로 

지역단위 환경배출량기준치( RENTROPY)가 초과되지 않도록 농업

환경자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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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프로그램을 다룬 제3장에서는 

우선 정책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기본 원칙으로  통합적 접근원칙, 오

염자부담원칙, 공동부담원칙, 제공자수혜원칙, 수익자부담원칙, 사전예

방원칙 등 여섯 가지 원칙을 검토하 다. 또한 시스템 전환을 경제적 

유인책에 대한 이론을 다루었고, 현실적으로 농업환경문제 해결을 위

한 최선책으로 시장지향적인 경제적 유인프로그램의 한계성과 차선책

으로 정책결합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 다음으로 시스템전환을 위한 

농도규제와 총량규제의 특성을 비교하 고, 중장기적으로 총량규제 도

입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경제적 

수단, 규제적 수단, 상호준수 수단, 기술보급과 연구․교육, 표시기준 

및 인증, 모니터링 및 정보, 자율적 협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

다. 정책수단의 평가기준으로 효과성, 효율성, 시행가능성, 정치적 수

용성 등을 제시하 다. 끝으로 벤치마킹을 위한 주요국의 농업환경정

책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 고, 끝으로 집약적 

농업으로 대표되는 네덜란드의 농업환경정책 가운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양분관리정책을 중심으로 단계별 발전과정과 정책성과

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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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원칙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실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는 통합적 접근원칙(integrated approach principle), 오염자부담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 공동부담원칙(shared responsibility principle), 

제공자수혜원칙(provider gets principle), 수익자부담원칙(beneficiary 

pays principle),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등 여섯 가지 원

칙으로 접근할 수 있다(<표 3-1> 참조).

표 3-1.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의 기본원칙

방 식 원 칙 의미(농업과 환경의 관련)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

(규제와 지원 등)

통합적

접근원칙

농업의 외부경제 및 

외부불경제의 내부화

오염원 발생 농업인의 부담  

(세금, 부과금 등)

오염자 

부담원칙
농업부문 외부불경제의 내부화

농업인에 대해 보상을 수반하는 

규제(환경요건)

공동 

부담원칙
농업부문 외부경제의 내부화

환경 질 개선을 제공하는 자원

관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공자

수혜원칙
농업부문 외부경제의 내부화 

환경질 개선 수혜자의 상응한 

대가 지불(물 이용부담금 등)

수익자 

부담원칙
발생비용의 수익자 분담화  

불확실한 결과에 대한 사전적 

예방(교육, 홍보 등)

사전예방 

원칙
사회적비용 발생 최소화

통합적 접근원칙은 기술적․사회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생

산․가격정책이나 기술정책 등을 포함한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을 통

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오염자부담원칙은 특정한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해 이를 초래한 

원인자에게 문제해결에 소요되는 응분의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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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의 내부화를 지향하는 원칙으로, 정부가 농업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의 선택, 우선순위 결정 등에 있어서 기본적인 출발점

을 제공하고 있다. 

공동부담원칙은 국가, 공공단체, 생산자 소비자 등이 환경보전을 

위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오염원인자를 찾

지 못하거나 국가 등 공공단체가 단독으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제공자수혜원칙은 환경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제공자에게 대가를 

받도록 하는 원칙이다.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환

경 질 개선을 위해 오염부하 경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여 노

력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보상해 주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다.

수익자부담원칙은 환경 질 개선에 따른 수혜자들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원칙으로 환경오염 방지․처리 시설에 대한 재정이 충

분치 않고 환경의식이 제고된 상태에서 적용 가능한 원칙이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 수돗물 사용자로부터 물이용 부담금을 받아 해당지역의 주

민들의 환경규제에 따른 보상으로 쓰이는 경우 적용되는 원칙이다.   

사전예방원칙은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원천 발생

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원칙으로 농업생산 활동의 환경에 미치는 향

의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 하에서 정책실무적 측면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인 및 관련 정책담당자의 

의식교육, 청정기술개발 등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서는 제시된 기본원칙 간에 상충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합리적

이고 효과적인 정책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이들 원칙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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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전환을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

친환경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는 크게 환경세

(또는 배출권 부과금), 보조금, 배출권거래제 등을 들 수 있다. 보조금

은 부(負)의 환경세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제도

로 환경세와 배출권거래제에 관해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농업생산 활동에 따른 오염을 줄이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저감

비용(abatement cost)이라 하며, 이를테면 농업생산 규모를 줄이거나 

친환경농법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발생된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

거나 사후처리기술을 적용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이다. 이 경우 오염 

배출량 단위당 비용을 한계저감비용(marginal abatement cost, MAC)

이라 한다.6 농업생산 활동에 의해 토양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

이 발생하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외부비용(external cost)이 발생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농업생산 활동 단위당 비용을 한계외

부비용(marginal external cost, MEC)이라 한다. 

농업생태계의 지역단위 환경용량을 고려하는 경우 최적 농업생

산 활동은 한계저감비용과 한계외부비용이 교차(MAC=MEC)하는 수

준인 OQ
*
만큼 이루어지고, 가격수준은 OP

*
에서 결정된다. 이 경우 

오염원은 OW
*
만큼 발생하나 환경의 자정용량의 범위 내에 있으므

로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시켜주는 최적의 환경오염 수준으로 볼 수 

있다(<그림 3-1> 참조). 

6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생산자는 오염물질 감축시 가장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생산규모를 조정하

여 오염물질을 감축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 MAC는 한계순사적편

익(Marginal Net Private Benefit, MNPB) 곡선으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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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편익 한계저감비용(MAC)

 = 한계순사적편익(MNPB)

한계외부비용(MEC)

S
*

t
*

QA Q2 Q
* Q1

WA W2 W*
W1 Wπ

Qπ

P*

PA

MNPB-t
*

농업생산활동(Q)

오염원발생(W)O

그림 3-1.  환경용량 하의 최적 농업생산과 최적오염 수준 

O

농업부문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오염행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없다면 생산은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생산수준인 Q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효율적인 생산수준이

다. 왜냐하면 개별 생산 활동에 따라 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

생한다는 사실을 간과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용량에 맞추어 

농업부문의 생산 활동을 OQ*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환경세(또는 배출부과금)는 오염 발생자가 환경악화 비용 중 적

어도 일부분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오염원을 감축하기 위한 것이

다. 농업생산 활동에 따른 정확한 비용(사회적 비용 포함)과 편익에 

대한 계측이 가능한 경우 최적 오염세(optimal pollution tax, 또는 피

구세)는 t
*
 수준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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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배출권거래제도는 어떤 특정 지역 내에서 총배출량수준과 

농도를 사전에 결정하며, 생산자 간에 배출권의 거래가 가능하게 하

여 배당된 기준치 이하로 유지하는 생산자는 타생산자에게 팔거나 

임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적절한 수준의 오염원 발생 수준으로 유

도하기 위한 배출권 발행량 결정의 기본구조를 보면 X축의 오염원 

발생 가능량을 오염허가권으로 대체하고, MAC를 배출권에 대한 수

요곡선으로 간주하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OQ
*
만큼

의 배출권을 공급하면 된다.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과 관련 오염원 관리를 위한 경제적 분

석의 수리적 접근모형을 설정해보기로 한다.7 수리적 모형수립을 위

해 비점오염물질 생산함수로 i 농장의 비점오염물질 생산함수인  

ri (xi, α i )을 상정한다. 여기서, ri은 비점오염원 배출량을 나타내

고, xi는 오염원 조절을 위한 투입재를 나타내며, α i는 농업환경자

원의 지역적 특성(site characteristic)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환경오염 

농도는 점․비점오염물질에 대한 함수로 설정될 수 있다. 즉,

a  =  a (r1, ..., rn, e1 , ..., es, ζ,Ψ )(∂a/∂ri ∀ i,∂a/∂ek 0∀k )

  여기서 ζ는 오염물의 자연적 배경 수준을 나타내고, Ψ는 유

역특성과 관련된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농업생태계의 최적의사결정모델을 설정하기 위해 몇 

가지 함수와 관계식을 설정한다. 점오염원 배출량을 ek, 환경피해비

용 함수를 D = D (a ) , (D > 0 ) , 농장의 투입물에 제약이 가해지

는 제약적 이윤함수를 πNi (xi )라 하고, 점오염원 이윤함수를 

7
 환경친화적 시스템 전환을 위한 경제적 수단 분석의 수리적 모형에 관

한 상세한 설명은 Horan and Shortle(1999)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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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Pk (ek )  상정하자. 이들 함수식이 주어지는 경우 목적함수는 오염과 

오염방제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오염행위의 기대편익

과 오염의 기대비용 차이의 극대화로 설정될 수 있다. 즉,  

SNB = Σ
i= 1

n

π (xi ) + Σ
k = 1

s

πPk (ek )−D [ ]a (r1, ..., rn, ei, ..., es, ζ, Ψ )   (3.1)

농업생태계의 최적자원관리를 위한 경제적 분석의 핵심은 환경

목표(물질균형, 양분배출제한, 환경농도제한 등) 달성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즉,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관리농도(과잉

양분 유출 수준 등) 제한으로 설정하는 경우 환경관리 제약함수 

W(a)는 환경악화의 최대수용가능 수준으로 설정된 목표치(T)를 넘

지 못하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즉, 

max NB = Σ
i= 1

n

πNi
(xi ) + Σ

k = 1

s

πPk (ek )        (3.2)

s.t.      W (a ) T                   (3.3)

위의 최적의사결정 문제와 관련 내부 비용효과성 해를 구하기 위

한 1계 조건(first order condition)은 아래와 같다. 

∂πNi

∂xij
− λ

∂W
∂a

∂a
∂ri

∂ri

∂xij
= 0  ∀i, j          (3.4)

∂πPk

∂ek
− λ

∂W
∂a

∂a
∂ek

= 0  ∀k  (3.5)

위 식 (3.4)와 (3.5)에서 λ는 환경적 제약과 관련한 잠재가격

(shadow price)을 나타낸다. 최적 의사결정의 핵심적인 파라미터인 

잠재가격은 식 (3.4)에서 어떤 농장에서 투입물 사용으로 인한 수익

증가분은 환경적 기회비용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환경적 기회

비용은 환경오염발생 투입물의 한계기여에 환경적 잠재가격을 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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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산출된다는 점이다. 한편 식 (3.5)는 오염물질 배출로부터 얻는 

편익은 오염물질 배출의 환경비용과 같음을 의미한다. 식 (3.4)와 

(3.5)에서 최적해는 x *ij , e
*
k , λ 으로 도출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수리적 접근 모형을 적용한 분석결과

에 대한 함축성으로는 1계 조건식 (3.4)와 (3.5)는 점오염원과 비점오

염원 모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정책결합(policy mix)이 필요하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최적의 농업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조건식 

(3.5)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가격할당(환경세)과 수량할

당(배출권거래제)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농업생태계의 환경부하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과 편익 및 오염함

수에 관한 정확하고 완벽한 정보(perfect information)가 주어지는 경우 

수리적 모형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최선의 방안(first best solution)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최선책을 적용하는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환

경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험 및 불확실성

이 존재함은 물론 수리적 접근에서 제시된 함수추정을 위한 관련 자

료 및 완전한 정보를 얻는 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시행착오를 거쳐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결합하는 차선 방안(second best solution) 모

색이 이루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험 및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한계저감비용과 한계외부비용에 관한 추정이 

가능할 때, MAC가 상대적으로 MEC보다 급하게 증가하는 경우

(MAC가 MEC보다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경우) 환경세 제도가 배출

권거래제보다 사회적 순손실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만약 MAC가 완

만하게 증가하는 경우라면 배출권거래제가 상대적으로 환경세보다 

사회적 순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는 MAC와 MEC 추정만 가능하다

면 사회적 순손실을 극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수단 선택이 가능

함을 함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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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전환을 위한 총량규제

지금까지의 환경관리정책은 명령통제방식(command and control 

approach)과 농도규제(또는 환경기준규제)가 주축을 이루어 왔다.  

농도 및 배출량(또는 생산량)은 단위별 환경부하 정도와 총량적인 

관점에서의 전체 환경에 미치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농업생산 활동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비례적으로 환경

오염의 총량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은 농도규제에서는 불가피한 상

황이다. 즉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단위 

환경용량을 초과하여 오염원이 발생하는 경우 환경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오염원의 발생과 관련하여 총량에는 관계없이 배출 농도를 법적

기준에 맞추는 방식이 농도원칙(concentration principle)이다. 한편 지

역단위 농업생태계의 수용능력(carrying capacity)을 고려하여 어느 

수준이상으로 오염원 배출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이 총량원칙

(quantity principle)이다. 즉, 총량원칙은 지속가능성 도달을 위한 최

소조건 혹은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8

이론적인 측면에서 농도규제와 총량규제를 비교해보기 위해, E는 

환경 향성, θ는 발생농도, Q는 생산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상정한

다.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도규제의 경우 생산량(Q)이 

증가하면 발생농도인 θ에 비례하여 환경부하량(E)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총량규제의 경우 환경부하는 지역단위 환경자원의 수용능력

8
 환경관리와 관련 농도원칙과 총량원칙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우석훈

(1997, 15-30)의 연구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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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환경용량(C)의 범위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므로 환경친화적인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 각각의 규제를 수리식으로 보면, 농도규제

는 E= θQ , 총량규제는 E=θQ  로 나타낼 수 있다. 즉, 농도규제는 

발생농도(θ)를 법정기준치 θ로 규제하는 방식이며, 총량규제는 환경

부하량을 법정규제 수준( E)으로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총량규제의 중요한 의의는 총부하량 E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는 단위당 생산량 증가율과 발생농도 감소율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

다. 현실적으로 발생농도(θ)는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수이므로 

단기간에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기술혁신을 통해 θ를 지속적으로 감소

시키지 못한다면 총량기준의 환경용량을 유지시키기 위해 생산량을 동

결시키거나 감축해야 한다. 농업생태계의 경우도 국토 전체의 양분수

지를 중심으로 한 물질균형 측면에서 환경용량 내에서 농업생산이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화학비료의 투입량 감축은 물론 축산부문의 가축분

뇨에서 발생하는 양분투입을 줄이기 위해 가축사육두수 감축과 효과적

인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청정기술이 개발되어야 함을 함축하고 있다.  

환경용량(C) 총량원칙

농도원칙

θ= θ

생산량(Q)

환경부하

(E)

E=E=C

그림 3-2.  환경관리를 위한 농도규제와 총량규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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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 전환을 위한 농업환경정책 프로그램

4.1. 농업환경정책의 수단

친환경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수단은 크게 규제와 자극 프

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규제수단에는 명령 및 통제, 자극수단에

는 직접적 자극수단으로 경제적 수단, 간접적 자극수단으로 교육 및 

자발적 협정 등을 들 수 있다(<표 3-2> 참조).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정책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수단 간

의 적절한 결합(policy mix)이 필요하다.

농업환경정책과 관련한 경제적 수단은 농업생산요소의 가격 및  

비용 변화 등을 통해 경제활동의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체적

인 수단으로 부과금, 배출권거래제, 예치금제도 및 이행유인책을 들 

수 있다. 농업부문에서 적용되는 수단으로는 화학비료와 농약 등에 

대한 환경세(또는 부과금 부과) 부과와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실행프로그램으로 잉여양분부과금제, 

가축사육두수할당제, 가축생산권거래제, 예치금제도, 환경보호시설

자금 등을 들 수 있다. 

규제적 수단은 특정 활동의 환경적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환경변

화에 필요한 농업경제활동의 신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경우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농약잔류량 허용기준, 액비살포기준 등을 들 수 있다. 

상호준수수단은 규제적 수단과 경제적 수단을 결합한 프로그램

으로 친환경농축산업 직접지불제, 지역단위 물질균형 달성을 위한 

직불제 등 다양한 메뉴방식의 친환경농업직불제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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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친환경농업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수단

구  분 특  징 실행 프로그램

경제적 
수단

‧ 농업활동에 경제적 유인책 제공
‧ 생산요소 및 생산물의 상대가격
변화 유도
‧ 정책수단 선정을 위한 비용 및 
편익 계측의 한계

‧ 환경보전시설 자금(보조금) 지원
‧ 휴경보상제도(식부제한지원제도)
‧ 축산폐수 배출부과금제
‧ 화학적 투입재(비료, 농약 등)에 대한  

환경세 부과
‧ 가축사육두수할당제
‧ 배출권거래제도
‧ 잉여양분 부과금제
‧ 예치금 상환제도

규제적 
수단

‧ 특정 활동의 환경적 효과가 불확
실하거나 자원손실의 복원이 어
려운 경우 유효한 수단
‧ 환경변화에 필요한 농업경제활동
의 신속한 변화 유인수단 
‧ 재정중립적인 정책수단  
‧ 오염물질의 농도규제, 양분규제, 
토지이용규제

‧ 화학비료 취급등록제
‧ 친환경농자재 사용기준
‧ 축사위치‧구조에 관한 규제
‧ 상수원보호구역 등 토지이용 규제
‧ 농약사용량 규제와 거래등록 
‧ 가축사육 도제한
‧ 배출허용기준(가축분뇨발생량 규제, 

방류수 수질기준)
‧ 가축분뇨처리기준
 - 퇴비․액비 살포기준 설정
‧ 오염총량관리제

상호준수
수단

‧ 준수요건에 대한 명확한 제시와 
요건이행에 따른 적절한 보상
‧ 보조금 지원의 정당성 확보

‧ 친환경농축산업직불제 
‧ 메뉴방식 직불제 프로그램 도입
‧ 양분관리 계약제 도입

기술보급, 
연구․교육

‧ 친환경농업 실천기술의 보급
‧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제고
‧ 신기술개발 및 정보전파
‧ 청정기술, 사후적처리기술 개발

‧ 사후적 처리기술개발․보급
‧ 정 농업(INM, IPM) 육성
‧ 유기농업 기술개발 및 지원
‧ 친환경농업보급교육
‧ 청정기술개발․보급
‧ 최적 농지침(BMP) 
‧ 농가자가진단 프로그램 

표시기준 
및 인증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편향적 정
보에 대한 보완
‧ 친환경농산물 마케팅 프로모션

‧ 인증제도(그린 라벨링 제도)
‧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청정지역)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브랜드화

모니터링
및 정보

‧ 과학적 분석을 기초로 한 정책추
진 및 모니터링 가능

‧ 투명한 정책개발

‧ 지역단위 농업환경 
종합정보시스템개발

‧ 지역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자율적 
협정

‧ 환경문제 인식도 제고 수단
‧ 정책비용 최소화
‧ 비점오염원의 효과적 관리수단

‧ 모범 농준칙(GFP)
‧ 관련 주체별․주체간 자율적 협약
‧ 농장부작성(Green Recording)

주:고딕으로 표시된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프로그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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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과 교육은 친환경농업 실천기술의 보급과 교육을 통해 

현장 적용농법과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도 제고를 위한 유력한 수단

이다. 

표시기준 및 인증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편향적 정보를 보완하

는 수단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에 유력한 수단이며, 마케팅 프로

모션을 통한 시장차별화 수단이다. 

모니터링 및 정보는 과학적 분석을 기초로 정책수립 및 집행을 

위한 분석지표를 제시할 수 있고, 투명한 정책수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다. 

자율적 협정은 설정된 기준의 이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

으로 환경친화적 농업생산 활동을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환경성 개

선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유력한 수단이다. 특히 농장부 작성은 

실천농가의 자율적 조정과 생산이력 정보를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신뢰도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4.2. 정책수단의 평가기준

정책수단의 평가기준은 효율성, 효과성, 시행가능성, 정치적수용

성 등을 들 수 있다(<표 3-3> 참조). 

효율성(efficiency)은 가치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

의 노력이 필요했는가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투입(비용)에 대한 산출

(편익) 비율로 평가한다. 효과성(effectiveness)은 정책목표의 달성 정

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정책당국의 환경오염 감축목표의 달성여부

에 의존한다. 시행가능성(enforceability)은 정책목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사람들의 도전, 즉, 정책목표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개인들에

게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할 수 있는지 여부로 평가한다. 끝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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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수용성(political acceptability)은 정책조치에 대한 정치적 지지 

정도를 평가하며, 실제적으로는 명확히 규정된 재산권과 참조수준

(reference levels)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정책수단의 평가기준으로 특정한 정책의 비용과 편익

이 관련 집단에 공정하게 배분되었는가의 기준인 형평성(equity)과, 

어떤 정책조치가 다른 정책목표와 마찰을 일으키거나 시너지 효과

를 나타내는 정도인 양립성(compatability), 정책목표와 우선순위의 

변화에 적응하는 정도인 유연성(flexibility) 등을 들 수 있다. 

표 3-3.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수단의 평가(안)

효과성 효율성
시행
가능성

정치적 
수용성

경제적 수단 

․보조금(시설지원) +++ - ++ ++

․가축사육두수할당제 ++ ++ -- --

․가축사육권거래제 + ++ - --

․잉여양분부과금제 ++ ++ - -

․환경세 + ++ - -

규제적 수단

․친환경농자재사용기준 ++ - +++ ++

․농약사용량 규제 +++ - +++ +++

․화학비료사용기준 ++ - + ++

․가축사육 도제한 + - + -

․퇴비․액비 살포기준 ++ - + -

상호준수 프로그램

․직접지불제도 +++ - +++ +++

기술지원 및 교육

․최적 농지침 ++ ++ ++ ++

․친환경농법기술지원 ++ ++ ++ ++

모니터링 및 정보

․모니터링시스템 + ++ + ++

․ 농장부작성 + ++ ++ +

주: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을 각각 나타냄.

자료: Oskam, et al (1998)에 제시된 내용을 기초로 수정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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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국의 농업환경정책 프로그램

5.1. 주요국의 농업환경정책 프로그램 개황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환경정책 프로그램을 종합하면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정자산지불, 폐업지불, 농법전환지불, 환경

세, 배출권거래제, 환경규제, 상호준수제도, 연구, 기술지원 및 지도, 라

벨링 인증제, 공동체 수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표 3-4.  주요국이 시행하고 있는 농업환경정책 프로그램 

   수단

국가

고정
자산
지불

폐업
지불

농법
지불

환경세
부과금

거래권 
쿼터제

환경
규제

상호
준수

연구
기술
지원
지도

라벨링 
인증제

공동체
수단

호  주 X X X X X X X X

캐나다 X X X X X X X X X

덴마크 X X X X X X X X X X X

벨기에 X X X X X X X X

프랑스 X X X X X X X X X

독  일 X X X X X X X X

아일랜드 X X X X X

이탈리아 X X X X X

일  본 X X X X X X X

네덜란드 X X X X X X X X X

뉴질랜드 X X X X X

노르웨이 X X X X X X X

스웨덴 X X X X X X X

스위스 X X X X X X X X

  국 X X X X X X X

미  국 X X X X X X X X X X X

한  국 X X X X X X X X

자료: 주요국이 시행하고 있는 농업환경정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OECD(2003,  

2004c) 자료에 제시된 경종, 낙농, 양돈부문의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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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환경규제, 연구, 기술지원․지도 등의 프로그램은 검

토 대상국가(OECD 회원국 중심) 가운데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

는 대표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고정자산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는 뉴질랜드를 제외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고, 친

환경농법 전환을 위한 지불금 제도도 일본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거

의 모든 검토 대상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은퇴 및 폐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환경세 및 거래권(쿼터

제) 등의 수단은 특정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고, 상호준수 프로그램

은 규제와 지원을 결합한 대표적인 농업환경정책 프로그램으로 많

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현실적

으로 수질, 토양, 대기 등의 환경오염관리를 위한 농업환경정책 프

로그램은 위에서 제시된 유형별 수단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프로그

램이 결합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 OECD 회원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프로그램을 보

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나누어져 집행되고 있다. 최근 OECD 농업

환경정책위원회에서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농업부분의 수질오염과 관

련하여 비점오염원 정책프로그램 추진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 다.9 

조사결과를 보면 양분과 농약 관리를 위한 정책프로그램은 총 326개

이고, 이중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프로그램이 69.4%인 240개, 지

방정부에서 추진되는 프로그램이 30.6%인 106개로 조사되었다. 부분

별 농업환경정책수단을 보면 양분관리가 57.2%인 198개, 농약관리가 

9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는 2004년 4월부터 10월까지 회원국을 대상

으로 농업부분의 수질오염과 관련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정책프로

그램 실태를 조사하 다. 전체 회원국 30개 국가 가운데 17개 국가가 

2004년 10월말까지 답변한 결과를 기초로 농업환경정책 프로그램의 

운용실태를 발표하 다(OECD, 2004b,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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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인 119개, 양분과 농약 두 부문을 포괄한 프로그램이 8.4%인 

29개로 나타났다. 이중 규제적 수단이 146개로 42.2%를 차지하고, 다

음으로 정보제공 수단이 91개로 26.3%를 차지하며, 경제적 수단은 

79개로 22.8%를 차지하 다. 특히 경제적 수단 79개 가운데 보조금 

수단은 61개로 77.2%를 차지하고, 환경세 수단은 9개로 11.4%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정책유형별 프로그램 내용

5.2.1. 경제적 수단

가. 보조금

농업환경정책의 경제적 수단으로 보조금은 농가의 고정자산에 

기초한 보조금, 은퇴 및 폐업에 대한 보조금, 환경친화적인 농법전

환에 따른 보조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농가 고정자산에 기초한 보조금에는 친환경농축산업 육성을 위

한 장비․시설물과 같은 고정자산투자에 대해 일정부문의 자금지원, 

이자율 인하, 세금감면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이러한 보조금 지원

책으로 덴마크는 양돈분뇨 퇴비화 시설물 설치비용의 약 30%, 프랑

스도 환경기준에 적합한 축사(퇴비사 포함) 건축비용의 65%, 미국은 

환경보전장려계획(EQIP)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물 건축비의 75%

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은퇴 및 폐업에 대한 보조금은 은퇴(휴경 포함) 또는 폐업시 해

당농민의 기대수익을 고려하여 일정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다. 이러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국가로 벨기에는 2001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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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사육두수 10% 감축을 위해 폐업 농가를 대상으로 모돈 두당 약 

400유로(약 58만원), 비육돈은 두당 약 118유로(약 165,200원)를 지

급하 다. 네덜란드도 국가단위의 물질균형 달성을 위한 단계적인 

전략실천과 관련 돼지 사육두수 감축을 위해 가축분뇨생산권 및 돼

지사육쿼터의 정부 매입 등을 위해 약 900만유로(약 131억원)를 투

입하 다. 

환경친화적 농법전환에 따른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은 유기농법 

실천, 화학적 투입재 사용 억제, 친환경농자재 사용 등에 대한 인센

티브 차원에서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이

루어진다. 덴마크는 1994년 이후 지역별 특정기준의 60%수준 미만으

로 질소투입을 감축시키는 농민에 대해 매년 ha당 80∼120유로(약 

116,000∼174,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미국은 환경보전 농법에 

소요되는 비용의 약 75%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농법 전환

과 관련하여 유기농법 실천에 따른 직불금 지원의 경우 국가별로 차

이가 있으며 매년 일정액의 직불금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방식

과 연차별 차등지원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유기농법으로 전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 ha당 직불금은 오스트리아 327유로(약 474,000

원), 핀란드 280∼498유로(약 406,000∼722,000원), 독일 153∼409유

로(약 222,000∼593,000원), 국 290유로(약 421,000원)를 지급하고 

있다. 한편 유기농법으로 정착된 농가를 대상으로 한 ha당 직불금은 

오스트리아 327유로(약 474,000원), 벨기에 112유로(약 162,000원), 독

일 102∼255유로(약 148,000∼370,000원), 그리스 129∼302유로(약 

187,000∼438,000원), 한국 270,000∼794,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대부

분 EU국가의 경종농가들은 생물다양성과 경관유지를 목표로 한 규

제에 대한 보상으로 친환경직불금을 받고 있다(<표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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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국가별 유기 경종농가에 대한 직불금

구분

국가명

농법 지속 직불금
(천원/ha)

농법전환 직불금(2년차까지)
(천원/ha) 

경작지 지불 
자격이 되는 

농작물
기타 농작물

경작지 지불 
자격이 되는 

농작물
기타 농작물

오스트리아 474 474 474 474

벨 기 에 162 323 261 434

체    코 - - 81 81

덴 마 크 - - 203 126

핀 란 드 - - 406∼722 722∼870

프 랑 스 - - 219 307

독    일 148∼370 148∼370 222∼593 222∼593

그 리 스 187∼437 436∼437 187∼437 187∼437

한    국 270∼794 - - -

아일랜드 - - 489 489

이탈리아 - - 268 448

룩셈부르크 - - 251 251

네덜란드 405 405 328 328

노르웨이 - - 542 542

폴 란 드 54 54 71 71

포르투갈 - - 315 525

스 페 인 - - 175 219

스 웨 덴 216 216 151∼268 151∼268

스 위 스 744∼1,115 - - -

    국 73 73 421 421

자료: OECD(2004c).

나. 환경세

환경세(또는 부과금)는 오염자부담원칙을 기초로 환경오염 파괴 

또는 잠재적 오염원이 될 수 있는 농장의 투입․산출에 대한 세금을 

부여하는 정책수단이다. 농업부문의 환경세는 화학비료와 농약, 가

축분뇨처리의 잉여양분 유출 등을 대상으로 세금(또는 부과금)이 부



47

과되고 있다. 

농약에 환경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벨기에(도매가격의 10%), 덴마

크(소매가격의 30%), 핀란드(부가가치세의 35%), 노르웨이(도매가격

의 13%) 등이다(<표 3-6> 참조).

화학비료에 환경세를 부과하는 국가로는 질소와 인산 성분에 따

라 오스트리아(질소, 0.31유로/kg, 인산 0.18유로/kg), 핀란드(판매가

격의 5∼20%), 노르웨이(판매가격의 11∼19%), 스웨덴(판매가격의 

10%), 미국(판매가격의 2.5%) 등을 들 수 있다.

표 3-6.  주요국의 가축분뇨에 대한 환경세 적용 사례

국가
적용시기
(근거)

세금 부과기준 세액

벨기에

1991∼1999 
가축분뇨법

ha당 최대시용율을 초과한 과
잉양분(N, P) 

질소, 인산 초과분 kg당 
0.5유로 

2000∼현재

가축분뇨
계획

모든 농가의 “양분중단” 수준.  

1995∼97년 기간동안 최대 연
간 양분수준 만큼 2005년까지 
양분생산 수준을 제한(N, P) 

질소, 인산 양분중단 수

준 초과분 kg당 1유로  

덴마크

1994∼1997
농업발전

계획 질소의 투입-산출을 기초로 
농가당 연간 질소 쿼터 산정 

질소 ha당 10kg 미만 초과
시 경고, 10kg 이상 초과시 

kg당 최대 0.13유로 

1998∼현재
수질환경

계획

질소 ha당 30kg 미만 초과
시 kg당 1.35유로, 30kg 이

상 초과시 kg당 2.69유로 

네덜
란드

1986∼1997 

비료법

ha당 인산 125kg을 초과하는 

양분생산(사육두수×특정동물
계수)

인산 ha당 125~200kg의 

경우 kg당 0.11유로, 200
kg 초과시 0.23유로

1998∼현재

무기물
기장제

모든 투입-산출물을 고려하여 

특정수준을 초과하는 질소, 인
산 잉여분에 대해 세금 부과 
 - 질소: 초지 180(140)kg/ha, 

농경지 100(60)kg/ha, 
 - 인산: 20kg/ha(2003년 기준)
* ( )는 사양토의 경우임.  

세액은 매년 증가하여 

2003년 기준세액
 - 질소 kg당 2.3유로
 - 인산 kg당 9유로 

자료: OECD(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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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잉여양분 발생을 억제할 목적으로 가축분뇨 양분에 대한 환

경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등이 있다. 

주요국의 경우 농업부문에 환경세 도입의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농민들의 환경부하 책임에 대한 인식 

전환과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고, 세수를 친환경농업부문 육성 재

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나름대로 정책효과를 거두고 있다.

다. 거래권

거래권(또는 쿼터)은 환경쿼터, 허가, 제한 및 금지, 이전 또는 거

래 가능한 경제주체들에 대한 최대한의 권리 및 최소한의 의무이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농업부문에서 거래권을 도입하여 시행하

고 있는 국가와 적용대상은 매우 한정적이다.

네덜란드가 유일하게 양축농가의 가축분뇨생산권을 도입(1986년

에 수립되고 1994년에 거래가 가능해짐)하여 운용하고 있다. 네덜란

드 정부는 돼지분뇨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쿼터량 25%를 취

득하여 사육두수를 감축하 다. 양돈업의 경우 가축분뇨 생산쿼터가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 돼지생산쿼터로 전환되어 시행되고 있다.

호주와 미국에서는 물사용권 배당의 이동을 허용하는 물거래권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밖에도 수산부분에서 연안 인근의 어자원

을 보호할 목적으로 어획량쿼터제가 일본, 호주, 한국 등 많은 나라

에서 시행되고 있다. 어획량쿼터제는 어획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잡

을 수 있는 어획 총생산량을 결정하고, 그 어획량을 어가별로 할당

하여 배분받은 만큼만 어획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5.2.2. 규제 

환경적 규제(법률 수단)는 생산자에게 환경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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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권리와 최소의무 등의 요구조건을 강요하는 강제적 수단이다. 

규제수단은 농축산업 부문의 환경부하를 통제하기 위해 가장 보편

적으로 사용하는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경종부문의 환경규제 조치로는 수질과 수량에 관련된 규제, 토지

이용 규제, 경관 및 생물다양성에 관련된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모범 농지침(Good Farming Practices) 준수, 질소․인산 등 

양분감축,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축산부문에서는 유출금지, 축사거리 및 입지 규제, 가축분뇨 발

생, 퇴비저장시설, 사육 도 제한, 신규 축산농가 진입금지 등 다양

한 형태의 환경규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EU

국가는 악취에 대한 규제로 주거지로부터 일정거리 확보, 퇴비저장

시설 덮개설치, 퇴비 살포시 토양 피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5.2.3. 상호준수 제도

상호준수 메카니즘(cross-compliance mechanism)은 특정 농업지원 프

로그램에 참가하는 농민들에게 친환경농법 실천 또는 환경기준 준수의

무를 부여하고 이행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는 방식이다. 

상호준수제도는 1985년 미국에서 식품안전법의 일부로 처음 도

입된 이후 토양침식에 약한 농경지에 적합한 농법 채택 장려, 고도

침식지의 보존 규정, 습지보존 규정 등을 준수한 농가를 농업정책 

수혜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EU에서는 1990년대부터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을 통합하는 수단

으로 모범 농지침 준수, 환경민감지역과 조건불리지역을 대상으로 

상호준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 

등은 녹비작물 재배, 하천 인근 경작금지, 강기슭 완충지대조성 등

의 의무조건 미이행시 직불금의 10∼20% 정도를 삭감하는 상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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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시행해오고 있다.

축산부문의 상호준수제도로 스위스는 농장의 질소 및 인산의 투

입과 산출이 10% 허용잉여 내에서 균형을 이룰 경우 양돈농가에 직

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5.2.4. 기술지원․보급

모든 OECD 회원국은 환경친화적인 생산기술, 오염방지, 품질관

리체계, 녹색마케팅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농업의 환경성과를 향상

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과 환경친화적인 생산시스템 구축에 관

한 연구비 확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기 위한 농가차원의 정

보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5.2.5. 라벨링 표준 

라벨링 표준(환경인증제)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통해 에

코 라벨링(Eco-labeling)을 부여하는 자발적 참여 수단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에코 라벨링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축

사에 대한 녹색 라벨 하우징 제도(1993)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5.2.6. 공동체 기반의 수단 

농업부문의 환경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 주체 및 공동체 사회

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호주는 국가유산신탁(National 

Heritage Trust)을 통해 토지, 물, 초목,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한 공동

체 활동을 지원하고, 뉴질랜드는 지속가능농업기금을 통해 지역공동

체 활동을 지원하며, 네덜란드는 축산업자들이 환경개선을 주도적으

로 이끄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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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네덜란드의 농업여건 및 농업환경정책 평가

네덜란드의 농업은 생산성이 높으며 매우 자본 집약적인 농업으

로 특징 지워진다. 고투입-고산출의 집약적 농업이 빠른 속도로 추

진됨에 따라 1980년 중반부터 농업생태계의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다. 정부는 농업부문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당한 환경성과를 달성함으로써 농

민은 물론 소비자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농업생태계 문제는 1980년대 중반 네덜란드에

서 경험했던 문제와 매우 유사하므로 네덜란드의 다양한 농업환경

정책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네

덜란드의 농업환경정책에 대해 정책배경, 정책프로그램의 내용과 평

가 등을 체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5.3.1. 네덜란드의 농업환경여건

네덜란드는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1/3정도로 인구(2004년초 기

준)는 1,630만명이며, 2002년 기준 1인당 GNP는 22,660유로(미화 약 

33,000달러)에 달한다.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3%

이며, 농업부문 고용인력(2003년말 기준)은 약 258,000명이다. 농가

수는 약 80,000호이며, 이중 약 69%는 가족농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농의 연평균소득은 약 40,000유로(농업소득, 26,000유로, 농외소

득 14,000유로)로 미화 약 52,000달러에 달한다. 

전체 국토면적 415만ha 가운데 농경지는 47.2%인 196만ha(초지 

100만ha, 옥수수 재배지 23만ha, 화훼재배지 12만ha, 기타 농경지 57만

ha)를 차지하고 있다. 축산부문은 젖소 10만두, 육우 120만두, 육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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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만두, 돼지 1,100만두, 가금 1억 400만수를 사육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2005년 농자연식품부의 예산은 총 1,976백만 유로(약 

2조 9천억원)이며, 농업․환경 교육 및 지식보급 31.6%, 자연생태적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15.3%, 농촌지역유지․경관보전 14.2%, 지식

개발 및 혁신 10.4%, 친환경농업 생산 촉진 9.3%, 식품안전성 부문 

4.7%, 경쟁력강화 3.3%를 배분하고 있다. 농업교육 및 환경교육 분

야의 예산은 농업부문 전체 예산의 28.4%인 561백만 유로(약 8,134

억원)를 투입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그림 3-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980년대 중반에 

질소와 인 성분의 잉여양분 누적으로 환경부하가 심화되었으며, 이

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는 환경부하 감축을 위해 친환경농업체제로

의 전환을 위한 국가적으로 단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 다. 

특히 양분감축을 위해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지

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상당한 양분감축을 달성하여 1990년대 중반

까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과잉양분 투입 국가

던 위치를 벗어나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의 양분투입도 변

화 추세를 비교해보면 질소성분의 과잉 투입도는 1985년에 313kg/ha 

으나 2002년에는 무려 44.7% 감축한 173kg/ha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질소성분 과잉투입도는 1985년에 181kg/ha 으나 2002

년에 238kg/ha로 오히려 3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산성분의 과잉 투입도를 보면 네덜란드의 경우 1985년에 46kg/ha

으나 2002년에는 60% 줄어든 18.4kg/ha로 나타났고, 우리나라는 

1985년에 36kg/ha에서 2002년에는 30.6% 증가한 47kg/ha로 나타났

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과잉양분 투입도는 OECD 회원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국가가 됨으로서 물질균형 측면에서 양분관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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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한국-네덜란드 연도별 질소․인산수지 비교

5.3.2. 물질수지 균형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프로그램

가. 축산업의 팽창에 따른 과잉양분 문제의 대두

네덜란드 축산업은 1980년대 초 EU의 곡물생산 지지정책에 힘입

은 프랑스의 사료곡물 생산 급증과 미국의 대두 생산증가에 따른 국

제가격 하락으로 대량의 사료곡물이 수입이 이루어졌고 고도로 발

전된 수송업으로 급속한 축산업 발전을 이룩하 다. 특히 1980년대 

중반까지 축산물의 국제가격이 높아 수익성이 높아지자 양돈 농가

를 중심으로 축산농가가 빠르게 늘어났고, 전문화된 대규모 농가가 

크게 증가하 다. 한편 대규모 양돈농가는 대부분이 농지를 소유하

고 있지 않아 부적절한 가축분뇨 처리로 인한 부 양화, 지하수 오

염 등 환경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1980년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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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터 중장기적이고 단계적 정책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강력하고 지

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나. 물질균형 달성을 위한 단계적인 양분관리정책 추진

네덜란드의 과잉양분 감축을 위한 양분관리정책은 여건변화에 

따라 다양화되고 체계화되어 추진하고 있다. 양분관리정책은 <그림 

3-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크게 안정기인 제1기, 감축기인 제2기, 

균형기인 제3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제1기(1986∼1990)는 축산부문의 양분유출 증가에 따른 환경부하

를 줄이기 위해 우선 가축사육두수를 당시 수준에 안정화시키는 것

을 목표로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틀을 구축한 시기이

다. 1986년에 과잉양분에 의한 지하수와 지표수의 오염 방지를 목적

으로 ｢비료법(Fertilization Act)｣이 제정되었다. 이어 가축분뇨법이 제

정되어 가축분뇨의 처리의 기록의무화, 처리방법과 살포기준 등 가

축분뇨 관리기준이 만들어졌고, 토양보전법이 제정되어 작물별 양분

투입량, 가축분뇨 살포시기 등을 규제하게 되었으며, 잉여양분에 대

한 부과금제도도 도입하 다. 

제2기(1991∼1994)는 잉여양분 유출의 감축기로 1994년 초부터 

가축생산쿼터제(livestock production quota system)가 추진되었고, 가

축분뇨 살포기준, 살포시기 등 수질오염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암모니아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축분뇨 저장시설

에 대한 지붕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제3기(1995∼현재)는 양분관리에 있어 투입-산출의 물질균형을 통

해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도입한 시기이

다. 1998년에 ｢비료법｣을 개정하여 “EU 질산염 지침(91/676/EEC)”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돼지와 가금류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무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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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제도(MINAS)를 도입하 다. MINAS는 네덜란드 양분관리의 핵심적

인 정책프로그램으로 2001년부터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확대하 다. 

또한 2000년과 2001년에는 가축사육두수를 줄이기 위해 가축생산 쿼터

를 처분토록 하는 폐업 프로그램(buying up program)을 실시하 고, 2002

년에는 가축분뇨이동계약제(Manure Transfer Contracts)를 도입하 다.

그림 3-4.  네덜란드 양분관리정책의 단계적 발전 과정

제1단계: 안정기
(1986∼1990)

제2단계: 감축기 
(1991∼1994)

제3단계: 균형기
(1995∼현재)

∘비료법 제정(1986)을 

통해 양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가축분뇨법 제정(1986)

을 통해 가축분뇨쿼터

제 도입

 -쿼터거래는 허용되

지 않음

 -가축분뇨처리 기록 

의무화

∘토양보전법(1986)에 

따라 작물별 양분투

입량, 가축분뇨 살

포 시기 등을 규제

∘잉여양분에 대한 과세

 -연간 인산 125kg/ha이

상 초과시 kg당 0.11 

유로, 200kg 초과시 kg

당 0.23유로 과세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재활용의 기술혁신

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가축분뇨처리에 대

한 현장지도 및 기

술보급 서비스 강화

∘양분유출 감축을 

위해 거래가능 가

축분뇨쿼터제 실시

 -1994.1.1일에 쿼

터거래 허용

 -농가별 참조수

준은 인산 기준 

가축분뇨생산권

으로 전환

 -축종간의 거래

제한, 지역간 거

래제한, 쿼터거

래량의 25% 정

부가 취득

∘가축분뇨살포, 

살포시기 등 수

질오염에 대한 

환경규제 대폭 

강화

∘암모니아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축분뇨

저장 시설의 지

붕설치 의무화

∘가축분뇨쿼터제의 정교화

 -돼지와 가금류의 가축분뇨

생산권(인산기준)은 1998년

과 2000년에 각각 가축생산

권 제도로 대체

 -사육권 초기배분과 관련 

돼지는 1995(또는 1996년)

의 농가별 평균사육두수, 

가금류는 1995-1997 평균

사육두수로 설정

∘질소․인산의 투입산출을 

기초로 한 MINAS도입 

 -1단계로 2.5가축단위 이상 

양축농가에 강제적용, 2000

년부터 모든 축산농가에 

적용, 2001년부터 모든 농

가에 적용

∘가축분뇨이동계약제 도입

(2002)

 -자가농지 부족시 타농가

와 계약필요

∘2005년 이후 가축분뇨계

약제는 폐지되고 2006년 

이후 MINAS는 환경기준

제도로 대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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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S는 규제와 경제적 유인책이 결합된 네덜란드만이 가지는 

독특한 양분관리 시스템으로서, 이 시스템의 핵심은 농민들은 누구

나 농장에서의 무기물(양분) 투입물과 산출물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매년 무기물기장 보고서(MINAS 보고서 양식은 「부록 1」참조)를 

해당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며, 제출된 자료는 국가적인 양분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그림 3-5> 참조). 

[투입물]

농후사료

가축

부산물

조사료

가축 분뇨

유기질 비료

화학 비료

질소 고정

[농장]

[산출물] 

축산물

(우유, 육류,

계란 등)

곡물, 채소류

조사료

가축 분뇨투입물-산출물=무

기물 손실

그림 3-5.  무기물기장제도의 무기물 투입 및 산출 구조

MINAS에서는 개별 농가가 작성한 무기물의 투입과 산출의 차이

가 농장의 무기물 손실 또는 잉여양분이 되며, 화학비료 또는 가축

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경우 일정량의 무기물 손실(loss standard)

이 발생되는데 이는 <표 3-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양분수지 산정시 

일차적인 허용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편 농가가 작성한 기록 장

부를 기초로 제대로 기록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작업이 이루어지고 

농가단위의 양분관리(인산과 질소 성분)에 있어서 정해진 기준보다 

잉여양분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 MINAS는 양분관리에 

있어서 가축분뇨, 화학비료, 퇴비 등 양분공급원 모두에 적용되며 

환경기준 목표달성에 있어서는 승인된 범주 내에서는 어떤 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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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도 무방하다. 농민은 잉여양분 발생으로 세금을 지불하는 것

이 유리한지 아니면 잉여양분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

데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고 보다 경제적인 수단

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MINAS는 단순한 양분수지에 대한 보고

만이 아니며, 각자의 농장 특성에 적합한 관리방식을 선택할 수 있

도록 유인하는 중요한 역할도 담당한다.

표 3-7.  MINAS 손실 기준과 세금부과율의 변화추이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질소
(kg/ha)

초지(기타) 300 300 275 250 220 220 180 180

초지(보통) - - - 250 190 190 160 140

경작지(사질토) 175 175 150 150 150 150 135 125

경작지(보통) - - 150 125 100 100 80 80

경작지(기타) - - 150 125 110 110 100 100

인
(kg/ha)

초지 40 40 35 35 25 25 20 20

경작지 40 40 35 35 30 30 25 20

세금부과액
(유로/kg)

인 1.1/4.5 1.1/4.5 2.3/9.1 2.3/9.1 9.1 9.1 9.1 -

질소 0.7 0.7 0.7 0.7 1.15/2.3 2.3 2.3 -

자료: RIVM(2004).

그러나 네덜란드의 양분관리정책의 핵심적인 프로그램인 무기물기

장제도(MINAS)가 2003년 10월 2일에 EU 법무청으로부터 ｢질산염 지침｣

을 위반하는 제도로 판정되어 2006년 초부터는 시용기준(application 

standard)제도로 대체하여 새로운 양분관리정책을 추진해야 할 위기에 

봉착하 다.10  

10 네덜란드에서는 EU 법무청(European Court of Justice)으로부터 MINAS

가 질산염 관리지침에 위배되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된 날인 10월 2일을 

“암흑의 목요일(Black Thursday)”로 불릴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최근의 양분관리정책

에 관한 동향 및 평가에 관해서는 van Grinsven, et al.(2004)에 잘 제시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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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양분관리정책의 주요 담당기관은 부과금관리청(Levy Office), 

중앙등록소(Central Registration Office), 중앙검사청(General Inspection 

Service) 등이 있다. 

부과금관리청은 농자연식품부 산하기관으로 가축분뇨 및 양분 규

제, 가축사육두수 기록 및 감시, 쿼터배정 및 거래, 무기물기장제도 등

을 총괄하는 국가기구이다. 1987년에 설치되어 2004년 현재 400여명의 

인력이 75,000호의 등록 농가를 관리하고 있고, 연간 사업비는 1,700만

유로(약 247억원)에 달한다. 또한 중앙등록소는 농가의 등록업무를 총

괄하는 국가기구로 현재 60여명의 인력으로 운용하며 거의 전산 시스

템으로 운 되고 있다. 사업비는 1,400만 유로(약 203억원)이고 GIS-토

지대장, 토양도, 항공도 등을 기초로 농가 전체 약 80,000 가구의 농경

지를 대상으로 필지별 경 , 양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끝으로 중앙검사청은 농자연식품부 산하기관으로 무기물관리의 이행, 

가축분뇨 수송, 가축사육의 지침 이행, 가축등록의무 이행 등을 종합적

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는 농업부문의 사법경찰기관이라 할 수 있다. 전

국에 지소를 두고 있으면 전체 인력은 약 500명 정도이다. 

네덜란드 가축분뇨 처리량의 70% 정도는 약 1,200개의 민간부문 중

개업자(수송업자)가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검사청의 농업검사관이 가축

분뇨의 산출 및 적출하량과 관련한 규정위반을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5.3.3. 양분관리정책의 평가

네덜란드 양분관리정책의 기본적인 골격은 경종부문과 축산부문

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킨 순환농업 시스템 구축으로 요약될 수 있다. 

경종-축산 부문의 연계는 시장기능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축

분뇨시장이란 큰 틀 속에서 물질균형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이 활

용되고 있다(<그림 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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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생산

외부처리 자체처리

농가 미처리 

가축분뇨 배분

축종별
양분 배출

가축두수

농장소유 
경지

가축분뇨 
시용 제한

수입

수출

가공․소각

타농장 처리

농장소유
경지

가축분뇨 
수용력

가축분뇨 
시용 제한

농

민

인

식

및 

행

동

방

식

가축분뇨

정책

EU 공동

농업정책

기타 정책

분뇨처리

가공기술

가축분뇨 잉여

시장 발달

기후조건

그림 3-6.  가축분뇨 시장에서의 수급 체계도

질소 및 인 성분의 환경부하에 대한 정책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

보기 위해 MINAS를 중심으로 평가해보면, 양분관리정책의 법적인 

기반이 되는 ｢비료법｣에서는 농업부가 중심이 되어 2년마다 양분관

리정책(MINAS 포함)을 의무적으로 평가한 후 의회에 보고토록 하

고 있다.11 

11
 양분관리정책에 관한 평가의 틀은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정책목적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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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
분
뇨

정
책

추
가
적

정
책

총가축분뇨  

생산 통제축산농가 폐업 

환경기준 강화

축산농가 환경

규제 강화

질산염 프로젝

트 실행 계획

양분수지 

관리

EU질산염 

지침 달성

국내 환경 
목표 달성

MINAS

가축분뇨규제

분뇨이동계약

가축생산권

그림 3-7.  네덜란드의 가축분뇨관리를 위한 정책수단 체계도

이러한 MINAS와 가축사육쿼터제의 결합효과로 1997년 이후 농

장의 질소 및 인산 과잉을 30% 이상 감축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방적 농장이든 집약적 농장이든 대체로 매년 

MINAS 잉여를 줄이기 위해 관리해 왔으며, MINAS 손실기준을 강

화하면서 물질수지를 어느 정도 유지해오고 있다. MINAS의 정확한 

효과분석은 어려우나 양계의 경우 연간 평균 신용수지(credit 

balance) 달성, 양돈의 경우 고정 가축사육쿼터를 위한 조정 이후 평

균 수지를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MINAS에서 격차

느 정도 달성하 는지, 목적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이 어느 정도 집행되었

는지, 정책수단은 제대로 채택되었는지, 농민들의 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어느 정도인지, 정책비용은 제대로 집행되고 감독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었는지를 평가한다(van Grinsven, et. al., 2004,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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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양분잉여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농가는 상당한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음으로 가축(분뇨)쿼터제 및 분뇨계약제에 대한 평가에서 가축

생산쿼터의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거래의 행정적 승인

절차(추가 쿼터를 요청한 농민은 향후 2년 동안 가축분뇨 처리계획

을 검증해야 함)와 지역내․축종간 쿼터 이전 제한으로 인한 제도의 

효율성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현행 가축사육쿼터제하에서 대부분의 

소규모농가에서 10~20%의 쿼터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또한 10% 

정도의 가축은 감시부족으로 제도권 밖(공급과잉)에 있는 것으로 분

석되고 있다. 가축분뇨계약제의 거래비용(2002년 기준)은 양축농가

부담분이 4,500만유로(약 653억원), 정부 부담분 900만유로(약 13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가축사육쿼터제의 경우 국가가 900만

유로(약 130억원) 비용을 부담하 으나 양축가의 비용부담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정부는 2000년과 2001년에 약 2억 

6,400만유로(약 3,828억원)를 투입하여 가축생산쿼터를 매입함으로써 

돼지사육두수를 감축하 다.  

한편 네덜란드 정부는 양분관리정책이 농촌현장에서 제대로 작

동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지지와 충분한 인식이 관건인 것으로 판단

하여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농업예산의 30% 정도를 농민교육에 

투입하고 있다. MINAS 등 새로운 양분관리 프로그램의 도입 초기

에 상당한 농가의 반발이 있었으나 교육과 홍보를 통해 거의 대부분

의 농민들은 양분관리정책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

업부문의 환경부하 관리를 위한 지출은 1998년부터 양분관리정책이 

엄격해지면서 1995∼1997년 기간에 비해 1998∼2002년에 2배 정도 

증가하 다. 추가적인 비용은 가축분뇨처리비용의 상승분으로 매년 

5,500만유로(약 798억원)와 행정적 지출 증가분으로 매년 12,500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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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약 1,563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분뇨관리에 관

한 경제적 비용분석에 따르면 집약적 축산의 가축분뇨처리비용은 

생산비의 약 5~6%를 차지하고, 행정비용은 생산비의 1%를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는 농업환경정책에 대한 효과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지역별 대표농가를 선정하여 농가회계자료 네트워크(Farm Accountancy 

Data Network)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12 

12
 양분관리 정책평가를 위한 대표농가는 1992년에 93농가에서 2002년에

는 225농가, 2004년에는 300농가로 늘어나 농가별 투입-산출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물론 농가별 수질과 토양분석을 위한 조사지점을 설정

하여 환경 향평가에 관한 분석 자료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정

책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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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사례분석

- 환경부하․농가반응․경제 분석 -

제2장에서 농업생태계의 환경부하 분석 방법론이 제시되었다. 제

4장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방법론을 기초로 사례지역(홍성군의 홍동

저수지 유역, 옥천군 청성면 보청천 유역)을 정하여 수질변화, 토양

조사, 생물상 조사, 물질균형 상태 분석 등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범

위를 넓혀 홍성군과 옥천군 전체의 물질균형도 분석하 다. 다음으

로 농가반응 조사에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농법전환 의사결정, 

경 성과, 실천기술, 가축분뇨이용과 관련한 농가반응을 조사하 다. 

관행농가의 경우 친환경농업 실천 및 가축분뇨 이용에 대한 평가와 

주민갈등 해소 방안 등을 조사하 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

뇨처리 실태와 분뇨처리시 애로사항 등의 농가반응을 조사하 다. 

또한 화학비료와 유기질 비료의 대체를 알아보기 위해 생존분석의 

비모수적 방법을 적용하여 농가의향을 분석하 다. 끝으로 사례지역

의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와 전국단위의 관행농가간의 경 성과 비교

와 사례지역의 실천농가의 연차별 소득차이에 관한 비교분석도 시

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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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성군의 환경부하 분석

1.1. 홍성군 지역의 농업환경 여건 분석

1.1.1. 자연지리, 기후 및 사회경제 여건

홍성군은 충청남도 서해안의 중심지이며 교통의 요충지로서, 서

쪽으로는 바다를 접하고, 동북쪽에는 예산시, 서북쪽은 서산시, 동쪽

은 청양군, 남쪽은 보령시를 접하고 있다. 

지형은 낮은 야산이 펼쳐진 구릉형이고, 표고는 100m이하가 군 

전체 면적의 82%이며, 200m이상은 약 4.2%에 불과하여 비교적 평

야지의 지형을 이루고 있다. 

기후는 해양성 기후의 향으로 온난 습윤하고 1999~2003년 기간

의 평균기온은 12.1℃이며, 연간 총 평균 강수량은 1,335mm, 상대습

도는 74.1%, 일조시간은 2,901시간으로 강수량과 일조 조건이 적당하

여 농축산물 생산 조건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특히 홍성군은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서울, 대전 등 대도시 

소비 시장과 2시간 내에 위치하고 있어 농축산물 유통 중심지로 성

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행정구역 면적은 약 443.81㎢(서울시의 

0.73배)로 임야가 약 46%, 농경지가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 

생산은 산업별 총생산액에서 농림어업 비중이 약 60%(전국 4.8%)로 

높은 편이며, 특히 농가소득 구성비중 축산업의 비중이 44%(전국 

17.9%)이고, 양돈은 2004년 6월 현재 45만두로서 군 단위 전국 최대

규모이다. 홍성군의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예산은 약 57억원으로 총예

산 1,655억원(2003년 말 기준) 대비 3.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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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약 94,658명(2003년 기준)이고, 농가인구 비중은 39%(37,080

명)로 전국 평균 11.8%에 비해 월등히 높고, 인구 도는 213명/㎢(충

남 224.3명/㎢)이다(<표 4-1> 참조).

표 4-1.  홍성군 사회경제 및 자연지리 지표(2003년 기준)

구분 지표치 비중(%) 구분 지표치

토지

(㎢)

총면적 443.81 100.0
기상

(  )는
5년간 
평균

강수일수(일) 111(89)

농경지 163.83 36.9 서리일수(일) 94(97)

  -전 102.82 23.2 눈오는 일수(일) 8(12)

  -답 61.01 13.7 평균기온(℃) 11.9(12.1)

과수원 3.16 0.7 평균강수량(mm) 1,607(1,335)

목장용지 2.97 0.7

인구

총인구(명) 94,658

임야 205.9 46.4 인구 도(명/㎢) 213.3

기타 67.95 15.3 농가인구(명) 37,080

예산

(억원)

예산총액 1,655 100.0 행정

구역

(개)

읍 2

면 9

환경농업 57 3.4 법정동리 141

자료: 홍성군청(2004).

1.1.2. 농 활동 여건

홍성군의 농업 생산을 위한 투입-산출 현황(2003년 기준)을 살펴

보면, 농경지면적은 16,383ha(전국 경지면적의 0.87%, 충청남도 경지

면적의 6.4% 차지)이고, 이 가운데 논이 10,282ha로 62.8%를 차지하

고, 밭은 6,101ha로 37.2%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 호당 평균경지면적

은 1.3ha이고, 농업진흥지역은 11,264ha로 전체 경지면적의 68.8%를 

차지한다(<표 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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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홍성군 농업환경 주요 지표

구   분 지표치 구   분 지표치

농경지

(ha)

경지면적 16,383
비료

사용량

(톤)

질소 2,524

 -논 10,282 인산 718

 -밭 6,101 칼리 930

가구당경지면적 1.30 기타 -

농업진흥지역 11,264 총계 4,172

작물재배

면적

(ha)

미곡 10,187

작물

생산량

(톤)

미곡 50,833

맥류 27 맥류 62.9

잡곡 5.3 잡곡 6.1

두류 496 두류 646.2

서류 165 서류 3,166

채소류 1,744 채소류 74,569

 -과채류 108  -과채류 4,736

 -엽채류 524  -엽채류 49,731

 -근채류 210  -근채류 11,100

 -조미채소류 902  -조미채소류 9,002

특용작물 481 특용작물 279

과실류 215 과실류 3,625

엽연초 329 엽연초 834

가축사육

두수

한육우 33,233 가축사육

농가수

(호)

한육우 3,393

젖소 5,942 젖소 129

돼지 451,026 돼지 541

닭 1,927,254 닭 350

자료: 홍성군청(2004).

작물 생산을 위한 비료투입량(성분별 공급량기준)은 질소 2,524

톤, 인산 718톤, 칼리 930톤으로 3대 비료성분의 총량은 4,172톤이

며, 경지면적 16,383ha에 3대 성분량을 기준으로 한 화학비료 투입

량은 단보당 25.5kg인 것으로 추정된다. 

작물 생산의 경우 쌀을 비롯하여 맥류, 잡곡, 두류, 채소류 등 다

양한 작물이 재배되고 있고, 주요 가축으로는 한우 33,233두, 젖소 

5,942두, 돼지 451,026두, 닭 1,927,254수 등이 사육되고 있으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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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사육농가는 총 541농가로 평균 사육규모는 833두이고, 닭은 350

농가에서 평균 사육두수는 5,506수로 나타났다. 

한편 홍성군의 읍면별 경지면적 분포현황을 보면, 전체 농가 중 

논벼재배 농가가 85%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며, 논벼재배 농가의 

비중이 특히 높은 지역은 금마면과 장곡면 등으로 파악되었다. 축산

농가는 11.2% 정도를 차지하며, 특히 홍동면과 구항면의 축산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3> 참조). 

표 4-3.  홍성군 지역별 경지면적 분포 현황(2003년 기준)

지역명

농가구성 경지 면적 경지
면적
비중
(%)1)

총
호수

논농가 축산농가
(ha) 논 밭 과수원

호수
비중
(%)

호수
비중
(%)

홍성읍 1,463 1,090 74.5 128 8.7 1,177 595 582 39 38.6

광천읍 1,407 1,131 80.4 170 12.1 1,352 751 601 21 38.5

홍북면 1,179 1,044 88.5 129 10.9 1,770 1,111 658 180 39.6

금마면 1,132 1,025 90.5 84 7.4 1,480 989 491 25 43.3

홍동면 1,157 1,014 87.6 169 14.6 1,575 883 692 8 41.4

장곡면 1,291 1,144 88.6 113 8.8 1,583 1,051 532 13 28.8

은하면 963 822 85.4 133 13.8 1,178 636 542 7 38.2

결성면 837 707 84.5 94 11.2 1,201 725 476 3 41.2

서부면 974 807 82.9 88 9.0 1,887 1,377 511 1 34.1

갈산면 1,270 1,117 88.0 123 9.7 2,029 1,520 508 7 37.3

구항면 940 821 87.3 179 19.0 1,152 644 508 12 31.3

총  계 12,613 10,722 85.0 1,410 11.2 16,383 10,282 6,101 316 36.9
주: 1) 총면적에서 토지지목별 경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2002), 홍성군청(2004).

총면적 중 경지면적의 비중은 36.9%로 우리나라 전체 경지면적 

비중 18.5%(2003년 기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별 경지

면적 비중을 보면 금마면이 43.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

음으로 홍동면이 41.4%로 나타난 반면, 장곡면의 경우 28.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경지면적 비중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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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홍동저수지 유역(홍동면‧장곡면)의 농업환경 여건

홍동저수지 유역은 삽교천의 본원에 해당하며, 유역면적 14.8ha

와 6배 이상의 유역배율을 갖춘 저수지로서 장곡면에 위치한 신도

소하천, 상송천, 지도소하천을 통하여 90% 이상이 상류부에 유입되

고 홍동면(운월리, 홍원리, 화신리, 금평리, 문당리, 구정리)과 장곡

면(신동리, 가송리, 도산리, 신풍리, 지정리, 상송리)의 관개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홍동저수지는 홍동면의 대규모 친환경농업 단

지의 관개용수임에도 불구하고, 상류지역 6개 마을에서 유입되는 생

활하수와 인근 축산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유입으로 수질 V등급

의 부 양 또는 과 양화 상태에 있어 홍동저수지 유역의 환경을 종

합적으로 고려한 친환경농업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홍동면의 농업환경여건을 살펴보면, 홍성군 중동부에 위치한 홍

동면은 14개 리(里)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쪽은 예산군 광시면, 서쪽

은 구항면, 남쪽은 광천읍 장곡면, 북쪽은 홍성읍 금마면과 접한 구

릉성 산지로 이루어진 평야지역이다. 총 면적은 3,801ha로 농경지가 

41.4%, 임야가 44%이며 대부분 200m 내외의 구릉지로서 친환경농

업을 실천하기 적합한 지역이며, 현재 면 전체가 주로 벼농사를 중

심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시하고 있다(<표 4-4> 참조). 

홍동면의 친환경농업은 1993년에 문당리의 논 9,000평에 최초로 

오리농법이 실시되었고, 1994년에 31,900평의 단지(19농가 참여, 주

형로 대표)의 오리농법 작목반을 결성하 다. 2003년에는 경지면적

의 23.8%에 해당하는 375.4ha 규모에 367농가, 특히 논 면적의 

37.6%(332.3ha)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친환경농법 실천면적 

비중이 전국 1.2%(2003년 기준)에 비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수계 중심의 효과적인 사례지역 연구를 위해 홍동면 14개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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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홍동저수지 하류 지역에 해당하는 운월리, 홍원리, 화신리, 금평

리, 문당리, 구정리 등 6개 마을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 다. 특히 

홍동저수지 하류에 위치한 6개 마을의 경우 경지면적의 약 36%, 논 

면적의 56% 정도가 친환경농법을 실천하고 있는 지역인 동시에, 홍

원리와 운월리 등지에서 수질오염에 부정적 향을 줄 수 있는 대규

모 양돈단지도 공존하고 있어 수계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농업의 성

과 평가 및 친환경농업 시스템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

는데 적합한 지역이다. 

장곡면의 농업환경여건을 살펴보면, 지리적으로 보령시 및 청양군

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으로 총면적 5,493ha 중 농경지가 28.8%, 임야

가 58.9%로 구성되어 있고, 2003년 말 기준 전체 경지면적의 3.8%에 

해당하는 60.4ha의 농경지에서 오리농법으로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있다(<표 4-5> 참조). 장곡면의 경우 16개 마을 중 홍동저수지 상류 

지역에 해당하는 신동리, 가송리, 도산리, 신풍리, 지정리, 상송리 등 

6개 마을을 수계를 중심으로 한 사례지역으로 선정하 다. 2003년 현

재 상류지역 6개 마을의 친환경농업 면적은 42.2ha로 장곡면의 전체 

평균에 비해 많은 편이나 홍동면에 비해 훨씬 저조한 편이다. 

표 4-4.  홍동면 일대 홍동저수지 하류 지역의 농업환경

농가수
친환경
농가수

경지면적(ha) 친환경농업면적 친환경
비중(%)논 밭 과수원 (ha) 논 밭

홍동

저수지

하류 

지역

운월리 130 50 118.2 60.9 57.3 - 46.3 45.0 1.3 39.1

홍원리 151 65 213.5 85.8 127.7 - 57.6 56.1 1.4 27.0

화신리 57 25 88.4 55.4 33.0 - 39.2 26.5 12.7 44.3

문당리 76 44 119.0 82.5 36.5 - 61.1 54.6 6.5 51.3

금평리 76 42 123.0 82.6 40.4 1.1 58.6 46.2 12.5 47.7

구정리 87 23 118.4 75.1 43.3 0.8 18.4 17.2 1.1 15.5

소계 577 249 780.5 442.3 338.3 1.9 281.1 245.6 35.5 36.0

홍동면 전체 1,289 367 1,574.6 882.9 691.7 8.4 375.4 332.3 43.0 23.8

자료: 홍동면사무소 내부자료(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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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장곡면 일대 홍동저수지 상류 지역의 농업환경

구  분 세대수
경지 면적(ha) 친환경

면적(ha)
친환경
비중(%)논 밭 과수원

홍동

저수지

상류 

지역

도산리 166 75.2 45.2 30.0 1.9 8.0 10.7

신풍리 132 142.7 97.5 45.1 2.5 5.3 3.7

가송리 110 125.5 80.9 44.6 - 16.3 13.0

신동리 79 52.1 26.9 25.3 - - -

지정리 123 126.0 78.8 47.2 - 5.8 4.6

상송리 152 138.9 97.4 41.5 3.2 6.9 5.0

소계 762 660.4 426.8 233.6 8.1 42.4 6.4

장곡면 전체 1,697 1,582.7 1,050.6 532.1 12.6 60.4 3.8
자료: 장곡면사무소 내부자료(2004).

한편 홍동저수지 유역의 홍동면과 장곡면의 마을별 가축사육두수

를 보면 홍동면 6개 마을의 경우 홍원리가 돼지 16,177두, 닭 60,083

수로 6개 마을 중 가장 가축사육두수가 많으며, 문당리는 한우 133

두, 닭 28수로 가장 가축사육두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홍동저

수지 상류지역인 장곡면 6개 마을 중에서는 가송리가 한우 12,132두, 

돼지 9,050두 등으로 가장 가축사육두수가 많으며, 최상류에 위치한 

상송리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조사되었다(<표 4-6> 참조). 

표 4-6.  홍동저수지 유역(홍동면․장곡면) 지역의 가축사육두수

구 분 운월리 홍원리 화신리 문당리 금평리 구정리 소계

홍

동

면

한우 492 1,643 150 133 146 252 2,816

젖소 - 131 - - 277 444 852

돼지 5,585 16,117 995 - 2,525 1,058 26,280

닭 35 60,083 40,000 28 9 - 100,155

구 분 신동리 가송리 도산리 신풍리 상송리 지정리 소계

장

곡

면

한우 5,836 12,132 5,145 3,159 5,079 13,357 1,629

젖소 146 364 303 144 183 489 25,414

돼지 3,111 9,050 1,281 3,000 92 8,880 97

닭 - - 78 - 19 - 17,343

자료: 홍동면사무소, 장곡면사무소 각 내부자료(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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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곡면 6개 마을의 경우 홍동면의 관개수원이 되는 홍동저

수지 상류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홍동저수지 주변에 축산농가가 많

이 자리잡고 있어 가축분뇨의 부적절한 처리로 인한 저수지의 수질

오염 악화로 경종과 축산의 유기적인 연계시스템 구축 및 적절한 가

축분뇨 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1.3. 홍동저수지 유역의 수질실태 조사 

1.3.1. 홍동저수지 유역 수질조사 개요

홍동저수지 유역의 하천수 수질 변화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지점

은 홍동저수지 상류지역의 경우 상송리 최상류 지점을 기점으로 홍

동저수지 유입구까지 흐르는 상송천, 장곡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신

도소하천 끝지점, 홍동저수지로 들어오는 지도소하천 끝지점 등 6개 

지점으로 하 고, 홍동저수지 하류지역의 경우 삽교천을 기준으로 

주변 소하천 및 용배수로를 대상으로 6개 지점을 선정하여 총 12개 

지점을 조사하 다(<그림 4-1> 참조). 

수질조사 대상면적은 홍동면과 장곡면 지역을 대상으로 312ha(논

면적 기준)에 달하며, 조사 시기는 벼농사 기간인 5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이고, 매 2주 간격으로 조사를 실시하 다. 

수질조사 방법은 상류지역인 지점1부터 순서대로 시료를 채취하

여 온도, pH, EC, BOD 항목은 현장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 고, 

유량은 유속계와 하천단면을 측정하여 계산하 다. 

분석항목은 pH, EC, COD, NH4-N, NO3-N, PO4, TN, TP, K, Ca, 

Mg, Na이며, 이 지역의 유출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BOD 항목을 추

가적으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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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원(펌프장 옆 다리)

2. 마을입구 다리

3. 저수지 유입전 다리

4. 저수지 유입전

5. 홍동저수지 유입전 

   배수로

6. 홍동저수지

7. 지정1리 주거지 배출수

8. 화신교

9. 화문교

10. 신홍원교(축사+오리)

11. 구홍원교(축사+오리)

12. 배수로 말단(운월교)

그림 4-1.  홍동저수지 유역의 수질실태 조사지점 도면

주요 지점별 특징을 보면(<그림 4-2> 참조), 지점1은 상송리 상류

에 위치해 있으며 농가나 논, 밭이 없는 지역으로 하천 폭이 작은 

지점이며, 지점2와 지점3은 하천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며, 주변

에 축산농가가 없다. 지점4는 상송천이 저수지로 들어가는 끝부분 

하류지역으로 인근에 있는 축산 폐수가 자주 유입되는 지점이며 낮

은 보를 설치하여 물의 흐름이 없을 경우에는 축산 폐수 때문에 시

각적으로 매우 탁하며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이며, 지점5는 홍동저수

지로 유입되는 신도소하천의 끝지점으로 홍동저수지의 수위가 높을 

때는 거의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지점으로 장곡면의 생활하수 및 축

산폐수가 유입되는 지점이다. 지점6~지점8은 홍동저수지 하류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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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의 관개용수로 이용되는 지점이고, 지점9는 문당리에서 내려오는 

농업배수, 생활배수와 상류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만나는 지점이다. 

지점10과 지점11은 홍원리에서의 농업배출수 및 축사폐수가 하

천으로 유입되는 지점으로 하천 바닥의 모래에 갈색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으며 악취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림 4-2.  홍동저수지 유역의 수질실태 조사지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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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지점12는 운월교 아래 지점으로 금평리에서 유입되는 소

하천과 삽교천 물이 합류되어 충분히 혼합되는 지점이다. 그러나 농

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천아래 지점에 보를 설치하여 물을 가

두고 있어 물이 항상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며, 토사유입 때문에 물

이 혼탁한 경우가 많고, 인근 축사의 향으로 악취가 발생하기도 

한다.

1.3.2. 홍동저수지 유역 수질조사 결과

장곡면 및 홍동면 일대 홍동저수지 상하류의 조사지점별 수질측

정 결과 대체적으로 상류에서 하류지점으로 내려갈수록 수질오염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7> 참조). 

이는 상류에서 발생된 모든 오염원들이 홍동저수지에 축적됨에

표 4-7.  홍동저수지 유역의 조사지점별 수질특성

조사

위치
pH

EC NH4-N NO3-N PO4-P TN TP CODCr

(dS/m) (mg/L)

1 7.3 0.17 0.10 0.65 0.03 2.30 0.05 23.2

2 7.1 0.37 0.15 1.56 0.03 3.41 0.11 30.5

3 7.3 0.43 0.15 1.65 0.06 4.07 0.13 30.6

4 7.1 0.60 2.15 3.42 0.31 8.53 0.35 62.3

5 7.3 0.52 0.33 2.66 0.10 4.83 0.16 41.0

6 7.2 0.45 0.16 1.77 0.10 3.84 0.14 23.2

7 7.4 0.42 0.75 1.99 0.12 5.31 0.17 43.6

8 7.4 0.40 0.24 1.76 0.12 4.49 0.22 32.0

9 7.5 0.44 0.27 1.77 0.15 4.59 0.24 43.1

10 7.4 0.71 2.54 4.41 0.53 10.26 0.63 65.3

11 7.4 0.51 1.02 2.54 0.27 8.04 0.41 48.7

12 7.6 0.52 0.62 3.08 0.25 7.06 0.41 41.8

자료: 농업과학기술원(200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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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저수지 유량이 증가하여 오염물질의 농도는 다소 낮아

졌으나 저수지에서 배수된 하천수는 홍동면 인근에서 발생된 오염

물질 때문에 상류보다 더 크게 오염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시기별 수질특성을 살펴보면 강우량에 의한 향이 매우 크

지만 대체적으로 벼를 심기 시작하는 5월과 6월의 수질이 장마철과 

9월의 수질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8> 참조). 

표 4-8.  홍동저수지 유역의 조사시기별 수질특성

조사
일시

pH
EC NH4-N NO3-N PO4-P TN TP CODCr

(dS/m) (mg/L)

5월27일 7.4 0.72 1.73 1.86 0.22 7.98 0.35 93.9

6월08일 7.3 0.65 1.06 3.38 0.13 6.76 0.24 41.8

6월23일 7.4 0.36 0.83 2.64 0.15 6.78 0.27 41.5

6월29일 7.5 0.36 0.09 1.36 0.05 4.12 0.15 68.8

7월22일 7.2 0.35 0.32 3.72 0.04 5.33 0.24 39.3

8월08일 7.3 0.42 0.33 1.23 0.05 3.05 0.16 16.9

9월06일 7.3 0.39 0.60 1.80 0.32 4.09 0.32 17.0

9월09일 7.4 0.43 0.15 1.30 0.29 5.47 0.23 23.8

평 균 7.4 0.46 0.64 2.16 0.16 5.45 0.24 42.9

자료: 농업과학기술원(200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4).

한편 지난 3년간 분기별로 측정된 홍동저수지의 수질 분석 결과, 

수질평균은 COD 12.42mg/L, TN 2.54mg/L, TP 0.104mg/L이며, COD

의 경우 2003년 1/4분기를 기점으로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TN과 TP

의 경우 뚜렷한 개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9> 참조). TN과 

TP를 부 양화 판정기준과 비교해 볼 때, 현재의 홍동저수지는 부

양화 또는 과 양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 

13 김현수 등(2002)이 제시한 부 양화 판정기준은 Vollenweider의 경우 TN

이 0.5~1.5㎎/L, TP가 0.03~0.1㎎/L이면 중부 양 상태, TN이 1.5㎎/L이상, 

TP가 0.1㎎/L이상이면 부 양 상태로 판정했으며, Forsberg&Ryding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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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홍동저수지 수질검사 결과

검사분기
BOD COD SS TN TP NO3-N NH3-N

(mg/L)

2002. 1/4 10.8 13.1 10.8 2.888 0.080 - -

2002. 2/4 6.2 11.9 5.2 1.363 0.100 - -

2002. 3/4 7.2 11.2 21.5 2.255 0.081 0.361 0.687

2002. 4/4 8.1 9.7 9.2 2.976 0.063 1.262 0.536

2003. 1/4 14.3 21.3 20.0 3.928 0.167 1.333 0.200

2003. 2/4 9.5 16.2 4.0 1.896 0.327 0.024 0.599

2003. 3/4 6.0 15.9 13.0 2.397 0.074 1.370 0.210

2003. 4/4 3.7 10.1 10.4 2.499 0.032 1.295 0.282

2004. 1/4 6.4 9.2 9.6 2.845 0.059 1.522 0.929

2004. 2/4 2.8 5.6 1.6 2.371 0.058 1.608 0.244

자료: 홍성군청 환경도시과 내부자료(2004).

따라서 수질개선 차원의 친환경농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는 홍동면 친환경농업 단지의 주요한 농업용수로 활용되고 있는 홍

동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한 양돈농가의 적절한 가축분뇨 처리 및 

저수지 유입수의 정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3.3. 홍동저수지 유역 오리농법 및 관행농법 논물 수질 비교

홍동저수지 유역의 경우 오리농법이 친환경농법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리농법이 수질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해 홍동저수지 유역 사례지역의 오리농법 실천 논과 인근 관행농

법 논의 수질을 조사하 다.  

논물 수질의 비교 분석결과, 모든 수질측정 항목에서 오리농법 

우 TN이 0.6~1.5㎎/L, TP가 0.025~0.1㎎/L이면 부 양 상태, TN이 1.5㎎/L

이상, TP가 0.1㎎/L이상이면 과 양 상태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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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논물이 관행농법 실천 논물보다 농도가 짙은 것으로 나타나 강

우로 인한 논물 유출시 주변 하천수의 오염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10> 참조). 

그러나 이러한 수질분석 결과가 오리의 배설물에 의한 것인지 지

나친 양분 투입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밝혀내지 못했

으므로 오리농법의 향으로 단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밝혀

둔다. 

다만 홍동저수지 유역에서 친환경농업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

해서는 논물의 유출방지를 위한 시설확충, 관개수 관리, 지역 농업

환경에 적합한 친환경농법으로의 전환(친환경농법의 다양화), 적절

한 양분관리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4-10.  홍동저수지 유역 오리농법과 관행농법의 논물 수질 비교

농 법 조사일 pH
EC NH4-N NO3-N PO4-P TN TP CODCr

(dS/m) (mg/L)

오리

농법

05월27일 7.4 0.93 2.51 3.64 0.30 13.61 0.33 227.2

06월08일 7.2 0.75 0.87 1.29 0.04 8.15 0.52 78.6

06월23일 7.6 0.32 1.06 0.61 0.16 6.34 0.15 75.7

06월29일 7.2 0.34 0.81 0.44 0.08 4.49 0.17 111.8

08월08일 7.2 0.32 0.21 0.25 - 2.50 0.22 29.9

평  균 7.3 0.53 1.09 1.25 0.12 7.02 0.28 104.6

관행 

농법

05월27일 7.1 0.21 0.58 0.09 0.04 4.06 0.14 36.2

06월08일 7.4 0.67 0.51 1.24 0.01 5.81 0.24 79.5

06월23일 7.1 0.21 0.58 0.09 0.04 4.06 0.14 36.2

06월29일 7.6 0.47 0.05 0.10 0.02 4.91 0.08 67.3

08월08일 7.3 0.40 0.08 0.06 tr 1.56 0.01 18.8

평  균 7.3 0.39 0.36 0.32 0.02 4.08 0.12 47.6

주: 홍동저수지 유역 오리농법 및 관행농법 논의 5개 필지 평균임.

자료: 농업과학기술원(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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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홍동저수지 유역의 토양조사  

홍성군 지역의 논토양의 지형별 분포를 보면 주로 곡간지가 

37%, 구릉지가 27%를 차지하고, 평탄지는 3% 정도에 불과하다. 논

토양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70% 정도가 식양질이며, 보통답은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이용의 적성등급별로 분포를 보면 생산

력이 높은 1급지가 11%, 2급지가 39%를 차지하고, 생산력이 낮은 3

급지가 33%, 4급지가 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촌진

흥청 농업기술연구소 1992). 

홍동면 지역은 주로 홍적대지의 식질형(덕평통) 토양으로서 점토

함량이 35~45%로 배수가 약간 불량한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곡면의 경우 주로 곡간지의 식양질계 회색토(옥천통)로서 점토함

량이 18~35%로 배수가 불량한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홍동저수지 유역 사례지역의 친환경농법 실천지역 논․밭 토양 

비옥도를 전국 및 적정화학성 비옥도와 비교 분석한 결과, 사례지역

의 논토양은 산성 상태이며 유기물농도가 적정 수준이지만 인산농

도가 120~146mg/kg 수준으로 높아 강우시 인유출이 예상되었다. 한

편 치환성 양이온 중 칼륨 이온량은 부족하지만 유효규산의 농도가 

적절한 수준에 있어 병해충에 강한 벼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

었다(<표 4-11> 참조). 

밭토양의 경우도 pH는 5.6으로 낮고 유효 인산농도가 637mg/kg

으로 적정화학성 범위를 초과하고 있어 강우시 인 유출가능성이 보

이며 논토양과 다르게 칼륨 이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홍동면 사례지역의 토양분석 결과는 표본수가 너무 적어 의미있는 

자료로 쓰기에는 제약이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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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홍동면 친환경농업지역에서의 논․밭 토양 비옥도

구  분
pH

(1:5)

유기물

(g/kg)

유효인산

(mg/kg)

치환성 양이온(cmol+/kg) 유효규산

(mg/kg)K Ca Mg

논

토

양

홍동면
2002 5.5 2.5 146 0.23 4.5 1.4 163

2003 6.5 2.4 120 0.26 2.7 4.5 145

전국 5.7 2.2 136 0.32 4.0 1.4 86

적정화학성
6.0
∼6.5

2.5
∼3.0

80
∼120

0.25
∼0.3

5.0
∼6.0

1.5
∼2.0

130
∼180

밭

토

양

홍동면 5.6 2.2 637 0.85 5.0 1.9 -

전국 5.9 2.0 572 0.79 5.5 1.5 -

적정화학성
6.0
∼6.5

2.0
∼3.0

300
∼500

0.5
∼0.6

5.0
∼6.0

1.5
∼2.0

-

자료: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내부자료(2003).

1.5. 홍동저수지 유역의 생물상 조사

홍동저수지 유역의 하천수중 생물상을 친환경농법 실천지역과 관

행농법 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3지점씩 조사하 다(<표 4-12> 참조). 

우선 평균 개체수를 비교한 결과 친환경농법 지역의 하천수중 생

물 개체수가 총 7,534개로 관행농법 지역의 5,610개보다 약 1.3배 정

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측정 지점수가 적고 지점간․시점

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친환경농업 지역의 생물개체수가 많다고 해

서 생물다양성 지수가 더 높다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표 4-12.  홍동저수지 유역의 하천수중 생물상 조사

구  분 곤충계 환형동물 갑각류 계

친환경농법
개체수 4,949 2,439 222 7,534 

우점도 0.724 0.240 0.036 1.0

관행농법
개체수 3,925 1,625 190 5,610 

우점도 0.734 0.256 0.009 1.0

주: 홍동저수지 유역 3개 지점 조사결과의 평균치임.

자료: 농업과학기술원(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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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홍성군의 물질순환 체계 분석

홍성군 지역 전체의 물질순환체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작

물 생산을 위해 외부에서 투입되는 화학비료 사용량 및 배합사료의 

사용량, 작물의 양분요구량 및 흡수량, 가축분뇨발생에 따른 양분공

급량 등에 관한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

홍성군의 화학비료 판매량(공급량-재고량)을 성분별로 보면 질소 

2,524톤, 인산 718톤, 칼리 930톤(2003년 말 기준)으로 투입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홍성군에서 각 농협을 통해 지원된 유기질 비

료(부산물 퇴비, 유박 등)에서 질소 45톤, 인산 19톤, 칼리 11톤 정도

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군의 주요 가축사육두수 변동 추이를 보면, 한육우와 젖소 

사육두수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돼지사육두수는 1984년 71,000두

에서 2004년 6월 현재 451,026두로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러한 돼지 사육두수의 급증은 물질균형 측면에서 환경부하

를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림 4-3> 참조). 

그림 4-3.  홍성군 주요 가축사육두수 변동 추이

-20,000

40,000

100,000

160,000

220,000

280,000

340,000

400,000

460,000

1
9
8
5

1
9
8
6

1
9
8
7

1
9
8
8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6

.

년도

사
육

두
수

한육우 젖소 돼지

자료: 홍성군청(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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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생산을 위해 외부에서 투입되는 농후사료 사용량은 공식적인 

자료가 발표되고 있지 않아 농가표준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

과 농후사료 소비량은 한육우 106,764톤, 젖소 27,403톤, 돼지 120,920

톤, 닭 78,439톤 등 총 333,526톤이 소비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볏짚

과 사료작물 등의 조사료 소비량은 한육우 45,330톤, 젖소 25,646톤 

등 총 70,975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4-13> 참조).

표 4-13.  홍성군 주요 가축사양을 위한 사료소비량 추정

단위: 톤

지역명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총계

농후
사료

조사료
농후
사료

조사료
배합
사료

배합
사료

농후
사료

조사료

홍성읍 5,330 2,263 1,794 1,679 4,103 3,672 14,898 3,942

광천읍 10,598 4,500 1,005 941 18,660 4,786 35,050 5,441

홍북면 9,612 4,081 6,484 6,068 24,073 16,170 56,340 10,149

금마면 8,350 3545 1,854 1,735 3,847 9,455 23,506 5,280

홍동면 14,074 5,976 5,894 5,516 10,162 7,133 37,263 11,492

장곡면 11,238 4,771 1254 1,174 8,887 22 21,401 5,945

은하면 8,404 3,568 1,277 1196 21,810 2,595 34,088 4,764

결성면 9,625 4,087 2,813 2,633 13,079 4829 30,345 6,719

서부면 7,736 3,285 2,324 2,175 6,100 8,162 24,322 5,460

갈산면 11,581 4,917 1,347 1,260 6,339 12,401 31,669 6,177

구항면 10,216 4,338 1,356 1,269 3,860 9,214 24,645 5,606

총  계 106,764 45,330 27,403 25,646 120,920 78,439 333,526 70,975

주: 사료소비량은 ｢2002 농축산물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 2003)의 축산 부

문 경 비 산정시 투입된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것임.  

가축 분뇨 발생 원단위를 이용한 축종별 연간 분뇨 발생량을 추

정한 결과, 한우가 177,099톤, 젖소가 77,210톤, 돼지가 691,423톤, 닭

이 84,414톤 등 총 1,030,146톤으로 나타났다. 또한 홍성군의 지역별 

가축분뇨 발생량을 보면 돼지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홍북면이 

189,267톤(18.4%)으로 가장 많은 분뇨 발생량을 기록하 고, 다음으

로 은하면이 145,046톤(14.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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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총발생량을 비료성분량으로 환산하면 질소 7,366톤, 인산 

2,348톤, 칼리 2,424톤 등 총 12,138톤으로 추정되어 화학비료 투입량의 

약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4-14> 참조).

표 4-14.  홍성군 가축분뇨 발생량 및 비료성분 환산량 추정

구분
사육두수

(두, 수)

연간 분뇨 발생량(톤) 가축분뇨의 비료 성분량(톤)

분 뇨 총량 질소 인산 칼리

한육우 33,233 122,513 54,585 177,099 679 359 372

젖  소 5,942 53,353 23,857 77,210 220 61 149

돼  지 451,026 263,399 428,024 691,423 5,581 1,617 1,515

닭 1,927,254 84,414 - 84,414 886 312 388

계 523,680 506,466 1,030,146 7,366 2,348 2,424

홍성군의 가축분뇨 발생량 중에서 실제 자원화 경로를 살펴보면, 가축

분뇨의 퇴비화 및 액비화가 각각 77.5%, 4.6%이며, 나머지는 해양배출

(6.7%) 또는 정화처리(11.2%)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4-4> 참조). 

자원 활용율 자원 활용율

질소 50∼65% 질소 60∼75%

인산 100% 인산 100%

칼리 100% 칼리 100%

가축분뇨 발생

퇴비화
77.5%

정화처리
11.2%

해양배출
6.7%

그림 4-4.  사례지역의 가축분뇨 자원화 활용 경로14

퇴․액비 이용 및 이동

관내이용 관외이동

축 우 100% -

돼지
퇴비 75∼85% 15∼25%

액비 85∼95% 5∼15%

닭 5∼15% 85∼95%

액비화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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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축분뇨가 퇴비화 및 액비화되고 살포되는 과정에서 퇴비화

의 경우 35~50%, 액비화의 경우 25~40% 정도의 질소 손실이 발생하

는 것으로 고려하 으며, 가축분뇨 퇴․액비의 지역 내 활용율은 축

분 100%, 양돈 퇴비가 약 80%, 양돈 액비가 약 90%, 계분이 약 10%

인 것으로 고려하 다. 

따라서 가축분뇨의 자원화율, 타지역 이동량 등을 고려한 홍성군 

지역의 가축분뇨 비료성분 실제 활용가능량은 질소 2,606톤, 인산 

1,430톤, 칼리 1,449톤 등 총 5,485톤으로 산출되었다. 

한편 홍성군의 미곡, 맥류, 잡곡, 두류 등 다양한 작물재배를 위

해 소요되는 양분요구량은 질소 2,499톤, 인산 925톤, 칼리 1,425톤

으로 총 4,849톤이며, 단보당 양분요구량은 각각 15.3kg, 5.6kg, 8.7kg

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양분요구량을 충족하기 위해 외부에서 공급되는 화학비

료 및 기타 유기질비료(유박, 부산물 퇴비 등)의 양은 질소 2,569톤, 

인산 737톤, 칼리 941톤 등 총 4,247톤이며, 단보당 화학비료성분 투

입도는 각각 15.7kg, 4.5kg, 5.7kg으로 질소의 경우 2.6% 정도 양분 

요구량을 초과하며, 인산과 칼리는 양분 요구량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작물재배에 투입되는 화학비료 외에 유박

과 부산물 비료 등 기타 유기질 비료와 가축 분뇨의 퇴비화․액비화 

등을 통해 투입되는 양분까지 고려하는 경우 단보당 양분공급량이 

질소 31.6kg, 인산 13.2kg, 칼리 14.6kg으로 작물요구량 수준을 상당

히 초과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15> 참조).

14
 가축분뇨 자원화 비중 및 퇴․액비의 관내․외 이용비중은 홍성군청 

환경도시과와 축산과에서 제공한 각종 관련 자료를 통해 추산한 결과

이며, 질소손실과 자원 활용율은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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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홍성군 작물 양분요구량 및 양분공급구조

구   분 질소 인 칼리 계/평균

작물양분요구량(A)

(톤)

2,499 925 1,425 4,849

화학 및 유기질 비료 공급량(B) 2,569 737 941 4,247

가축분뇨 양분 공급가능량(C) 7,366 2,348 2,424 12,137

가축분뇨 양분 실제 활용량(D) 2,606 1,430 1,449 5,485

총양분이용량(B+D) 5,175 2,166 2,390 9,732

양분초과량(B+D-A) 2,676 1,242 965 4,883

경지면적당 작물양분요구량

(kg/10a)

15.3 5.6 8.7 29.6

경지면적당 화학비료성분 투입량 15.7 4.5 5.7 25.9

경지면적당 총양분투입량 31.6 13.2 14.6 59.4

경지면적당 양분초과량 16.3 7.6 5.9 29.8

화학비료충족도(B/A)
(%)

101.0 77.6 65.3 86.0

총양분공급도((B+D)/A) 207.1 234.3 167.8 200.7

홍성군의 지역별 양분수지 실태를 보면, 우선 지역별 질소질 양

분수지(양분과잉)는 돼지 사육두수가 많고, 화학비료 충족도가 높아 

경지면적당 양분투입도가 가장 높은 은하면이 양분요구량 수준을 3

배 정도 초과하여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축 분뇨 발생량

이 가장 많은 홍북면은 적정 양분요구량 수준을 2.9배 정도 초과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가축사육두수가 비교적 많은 광천읍과 

갈산면도 양분수지가 2~3배 범위 내의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5> 참조). 한편 돼지 사육두수가 적은 구항면은 군

내 타지역에 비해 질소성분 과잉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1~1.5배 범위

내의 비교적 양호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군은 전반적으로 질소질 화학비료 투입량만으로 양분요구량

을 충족시킴에도 불구하고 가축 분뇨로부터 다량의 질소성분이 발

생됨으로써 작물의 양분요구량 대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질소성분의 양분균형을 위해서는 질소성분 투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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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기 위해 저질소 비료 사용과 가축사육두수의 감축 등 실효성 있

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군의 지역별 인산 성분의 양분수지(양분과잉) 실태를 보면 질

소 성분 양분수지와 마찬가지로 가축사육두수가 많은 홍북면, 은하

면, 광천읍, 결성면의 경우 각 지역별 양분요구량 수준의 3배 이상으

로 인산집적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축사육두수가 적은 

구항면과 서부면의 경우 1~1.5배 범위에 있어 인산 집적도에 큰 문제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군내 지역별로 인산 집적의 문제가 큰 차이

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홍성군 전체적으로 인산 충족도

가 2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단위 환경용량 범위 내 가축

사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특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홍성군의 경우 화학비료보다는 가축분뇨(특히 돼지분뇨)의 다량 

발생으로 군지역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

고, 인산의 양분충족도 초과정도가 질소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어, 인산 성분을 기준으로 양분수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그림 4-5.  홍성군 양분수지(질소, 인산) 실태(200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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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군 지역의 양분균형 측면에서의 분석결과를 물질순환 흐름

도를 통해 종합해보면 <그림 4-6>과 같다. 농업생태계의 물질순환 

체계를 보면 16,383ha의 농경지에 투입되는 양분총량은 가축분뇨 자

원화로부터 투입되는 양분량과 화학비료로 투입되는 성분량을 합하

면 총 9,732톤에 달하며, 이 중 50.2% 정도인 4,883톤(질소 2,676톤, 

인산 1,242톤, 칼리 965톤)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침투되어 지표수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엔트로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축   산

한육우:  33,233두

젖  소:   5,942두

돼  지: 451,026두

  닭: 1,927,254수

농경지(16,383ha)
비료 투입성분총량: 9,732톤

(N:5,175톤, P:2,166톤, K:2,390톤)

무기물 유출 및 축적
지표수․지하수

(비료 성분: 4,883톤)

작물

정화처리
(115,376톤)

가축 분뇨
(1,030,146톤)

농후사료

(333,526톤)

조사료

(70,975톤)

화학비료
(4,172톤)
N: 2,524톤
P:   718톤
K:   930톤

유기질비료
(유박 등)

(75톤)
N:  45톤
P:  19톤
K:  11톤

축산물
육류
우유
계란

그림 4-6.  홍성군 농업생태계의 물질순환 구조

퇴비․액비
(845,750톤)

작물생산량

51,548톤

3,166톤

1,113톤

 74,569톤

 3,625톤

양분흡수량

(4,849톤)
N: 2,499톤
P:   925톤
K: 1,425톤

곡류

서류

특작류

채소류

과실류

해양배출
(69,020톤)

외부이동
(219,895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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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홍동저수지 유역의 물질균형 분석

1.7.1. 홍동저수지 유역의 물질순환 체계 분석

홍동저수지 유역의 물질양분수지 분석을 위해 우선 홍동저수지 하

류에 위치한 홍동면 지역(6개리)의 표준시비량을 기초로 한 양분요구

량은 질소 127.6톤, 인산 50.6톤, 칼리 70.7톤으로 시산되었다. 또한 외

부로부터 공급되는 화학비료 투입량(성분량 기준)은 질소 66.8톤, 인산 

34.3톤, 칼리 29.8톤 등 화학비료 충족도가 각각 52.3%, 67.9%, 42.2% 

정도로 홍성군 전체(평균 86%)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

역이 화학비료 충족도가 홍성군 전체에 비해 낮은 이유는 친환경농업 

실천 면적이 넓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가축 분뇨로부터의 

실제 양분공급 가능량은 질소 160톤, 인산 88.9톤, 칼리 96.4톤으로 나

타나 총양분공급량이 작물양분요구량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표 4-16> 참조). 

표 4-16.  홍동저수지 유역의 작물 양분요구량 및 양분공급구조

구   분
홍동면(6개리) 장곡면(6개리)

질소 인산 칼리 질소 인산 칼리

작물양분요구량(A)

(톤)

127.6 50.6 70.7 100.7 40.3 55.8

화학 및 유기질비료공급량(B) 66.8 34.3 29.8 99.1 34.8 47.4

가축분뇨 양분 공급가능량(C) 460.3 149.5 161.3 347.8 108.7 103.6

가축분뇨 양분 실제 활용량(D) 160.0 88.9 96.4 126.1 69.1 66.2

총양분이용량(B+D) 226.8 123.2 126.2 225.2 103.9 113.6

양분초과량(B+D-A) 99.2 72.6 55.5 124.5 63.6 57.9

경지면적당 양분요구량

(kg/10a)

96.4 38.2 53.1 92.7 37.1 51.6

경지면적당 화학비료투입량 50.2 25.8 22.4 90.6 31.6 43.2

경지면적당 총양분투입량 156.2 84.6 87.5 212.2 98.5 107.2

경지면적당 양분초과량 59.8 46.3 34.4 119.5 61.4 55.7

화학비료충족도(B/A)
(%)

52.3 67.9 42.2 98.4 86.3 85.0

총양분공급도((B+D)/A) 177.7 243.5 178.5 223.7 258.1 203.7



88

한편 홍동저수지 상류 장곡면(6개리)의 물질순환 분석에서 표준시

비량을 기초로 한 양분요구량은 질소 100.7톤, 인산 40.3톤, 칼리 55.8

톤으로 시산되었다.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화학비료 투입량(성분량 기

준)은 질소 99.1톤, 인산 34.8톤, 칼리 47.4톤으로 화학비료 충족도가 

각각 98.4%, 86.3%, 85%로 홍성군 전체 평균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가축 분뇨로부터의 실제 양분공급 가능량도 질소 126.1톤, 

인산 69.1톤, 칼리 66.1톤으로 나타나 장곡면도 역시 총양분공급량이 

작물양분요구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16> 참조).

홍동저수지 하류 지역 6개리의 리별 양분충족도 실태를 살펴보

면, 친환경농업 실천비중이 가장 높고 가축사육두수가 가장 적은 문

당리의 경우 화학비료 양분충족도가 질소 41.1%, 인산, 48.6%, 칼리 

33.5% 수준으로 적고, 총양분충족도가 평균 93% 수준으로 양분요구

량 수준에 약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례지역 12개 마을 중 양

분충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금평리, 화신리의 경우

도 양분충족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돈농가가 많은 홍원리와 운월리의 경우 친환경농업 실

천을 통해 화학비료 충족도가 평균 50% 미만으로 낮은 편임에도 불

구하고 가축분뇨 다량 발생에 따라 총양분충족도가 2배를 초과하고 

있어 홍동저수지 하류의 수질에 부정적인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 실천비중이 높은 사례지역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향

을 미칠 수 있어 가축분뇨의 이동, 사육두수 감축 등의 대책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표 4-17>, <그림 4-7> 참조). 

또한 홍동저수지 수질에 직․간접적으로 향을 미치는 홍동저수

지 상류지역 장곡면 6개 마을의 양분충족도를 보면, 친환경농업 실천

비중이 낮아 양분요구량 대비 화학비료 투입도가 평균 92% 이상 수

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9

표 4-17.  홍동저수지 유역 사례지역의 양분충족도 실태

단위: %

구 분
화학비료 충족도 총양분 충족도

질소 인산 칼리 계 질소 인산 칼리 계

홍동

저수지 

하류

지역

(홍동)

운월리 41.3 52.8 34.6 41.7 216.6 295.1 193.1 225.8

홍원리 45.9 58.8 38.0 46.2 263.1 364.4 245.6 278.5

화신리 41.1 52.3 36.2 42.0 100.9 137.9 96.4 107.3

문당리 41.9 48.6 33.5 40.9 95.0 111.1 76.1 93.0

금평리 34.7 50.8 34.2 37.6 122.6 185.5 159.5 144.3

구정리 62.7 79.8 53.3 63.5 146.8 195.3 188.9 168.7

홍동면 52.3 67.9 42.2 52.6 177.7 243.5 178.5 191.3

홍동

저수지 

상류

지역

(장곡)

신동리 87.4 74.2 76.9 81.7 280.9 328.3 246.3 280.6

가송리 83.8 70.8 74.9 78.6 305.9 362.8 274.5 308.6

도산리 83.2 70.4 73.9 77.9 169.7 202.1 163.3 174.5

신풍리 96.4 84.0 86.9 91.1 171.4 186.1 156.0 170.1

상송리 95.8 82.8 89.0 91.2 121.4 123.5 113.5 119.6

지정리 90.4 76.4 80.6 84.8 312.7 372.3 280.8 315.8

장곡면 98.4 86.3 92.2 92.3 223.7 258.1 203.7 225.1

구정리

금평리

운월리

홍원리

신동리

가송리

지정리

화신리
문당리

도산리

신풍리

상송리

질소수지 인산수지

신동리

가송리

지정리

도산리

신풍리

상송리

구정리

금평리

운월리

홍원리

화신리
문당리

구정리

금평리

운월리

홍원리

신동리

가송리

지정리

화신리
문당리

도산리

신풍리

상송리

질소수지 인산수지

신동리

가송리

지정리

도산리

신풍리

상송리

구정리

금평리

운월리

홍원리

화신리
문당리

그림 4-7.  홍동저수지 유역 마을별 양분수지(질소, 인산)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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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별로 보면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상송리의 경우 양분요구

량 대비 1~1.5배 정도의 비교적 낮은 양분충족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난 반면, 홍동저수지 입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신동리, 

가송리, 지정리가 가축분뇨 대량 발생에 따라 양분충족도가 약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홍동저수지 수질에 심각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인다(<표 4-17>, <그림 4-7> 참조). 

특히 홍동저수지는 하류지역인 홍동면 친환경농업 지역의 관개

수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홍동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 저수지 상

류지역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사례지역의 물질균형분석은 여러 가지 

강한 전제조건에서 시산된 결과치임을 밝혀 둔다.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화학비료 투입량은 농가가 실제로 투입되는 양이 아닌 농협에

서 공급되는 양을 기준으로 산정하 다. 또한 지역별 강우량, 토양 

등 농업환경자원 등의 특성에 따라 부존 환경자원의 자정 능력이 달

라질 수 있으나 아직 이 부분도 분석모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1.7.2. 홍동저수지 유역의 오염원별 배출부하량 분석

홍동저수지 유역의 오염원별 배출부하량 분석 결과, 가장 큰 오

염부하량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은 축산부문이며 전체 BOD 배출부하

량의 5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N의 경우는 전체 

발생 TN의 77.9%, TP는 전체 발생량 77.4%로 양염의 대부분이 축

산에 의해서 배출됨을 알 수가 있다. 또한 BOD의 경우 인구에 의한 

배출이 비점오염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TN과 TP의 경우 

비점오염원에 의해 배출되는 것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오

염원 배출은 인구보다는 비점오염원에 의한 향이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다(<표 4-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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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홍동저수지 유역의 오염원별 배출부하량 산정

행정리

BOD(kg/일) TN(kg/일) TP(kg/일)

인구 축산 산업
비점
오염
원

합계 인구 축산 산업
비점
오염
원

합계 인구 축산 산업
비점
오염
원

합계

홍
동
면

운월 26.9 44.0 0.24 19.4 90.5 7.4 60.6 0.12 8.8 76.9 0.85 5.4 0.02 0.80 7.0

홍원 24.6 93.6 - 15.8 134.0 6.7 177.8 - 13.8 198.3 0.76 15.2 - 0.91 16.9

화신 9.0 11.3 - 8.7 29.1 2.5 14.2 - 5.4 22.0 0.28 1.2 - 0.45 1.9

문당 12.1 9.3 - 11.6 33.1 3.3 5.5 - 8.4 17.2 0.38 0.5 - 0.69 1.5

금평 12.3 18.7 - 9.3 40.2 3.3 37.2 - 8.0 48.5 0.38 3.3 - 0.63 4.3

구정 16.4 21.6 - 12.9 50.9 4.5 30.1 - 8.4 43.0 0.51 2.6 - 0.69 3.8

소계 101.3 198.4 0.24 77.7 377.7 27.6 325.4 0.12 52.7 405.8 3.15 28.1 0.02 4.17 35.4

장
곡
면

신동 10.8 36.2 - 6.0 53.0 2.9 25.8 - 4.0 32.7 0.33 2.7 - 0.31 3.3

가송 14.8 76.3 - 12.8 103.9 4.0 73.3 - 8.7 86.0 0.46 7.3 - 0.72 8.5

도산 21.4 12.4 - 10.4 44.3 5.9 17.9 - 6.0 29.7 0.67 1.5 - 0.50 2.7

신풍 16.4 16.1 - 12.8 45.3 4.4 29.6 - 11.1 45.1 0.51 2.6 - 0.86 4.0

상송 18.0 12.9 - 21.7 52.5 4.9 7.8 - 12.9 25.6 0.56 0.6 - 1.10 2.3

지정 15.0 36.7 - 13.2 64.8 4.1 85.3 - 10.7 100.1 0.46 7.3 - 0.83 8.6

소계 96.2 190.7 - 76.9 363.8 26.1 239.7 - 53.4 319.2 2.97 22.0 - 4.32 29.3

합계 197.6 389.1 0.24 154.5 741.4 53.8 565.1 0.12 106.1 725.1 6.15 50.1 0.02 8.49 64.7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4).

또한 사례지역 마을별 오염원 배출 정도를 보면 양돈사육 집지

역인 홍원리가 가장 높고, 가송리, 운월리, 지정리 순으로 배출 정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오염원이 적은 곳은 문당리로 나

타났다(<표 4-18>, <그림 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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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홍동저수지 유역의 마을별 배출부하량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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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점오염의 경우 축산에서 생성되는 분뇨 및 액비가 농경지

로 살포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비점오염들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축산에서 배출되는 부하량 중 비점오염부하량 부분을 비점오염원으

로 고려하면, BOD의 경우 전체 20.8%에서 46.6%로, TN의 경우 

14.6%에서 32.7%로, TP의 경우는 13.1%에서 34.3%로 증가하게 된

다. 이렇게 되면 BOD는 비점오염원에서 발생되는 양이 가장 크게 

되며, TN과 TP는 여전히 축산부문이 높긴 하지만 비점오염원의 비

중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9> 참조). 

따라서 축산부문에서 발생한 가축분뇨가 자원화되어 농경지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보관, 처리, 시용량, 시용시기 등의 적절한 관리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0

200

400

600

kg/일

인구 축산 산업 비점오염원

BOD

TN

TP

0

200

400

600

kg/일

인구 축산 산업 비점오염원

BOD

TN

TP

그림 4-9.  홍동저수지 유역의 오염원별 배출부하량 비교

축산에 의한 비점오염원을 고려한 경우

축산에 의한 비점오염원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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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홍동저수지 유역의 강우시 유출특성 분석

사례지역의 유출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강우가 내린 후 유출된 토

사가 침전되고 유량이 일정하게 유지 될 때 시료를 채취하여 사례지

역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홍성의 경우 강우에 의한 유량의 증가가 

없을 경우에는 상류지역 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시료채취

가 불가능하며 강우 진행시에는 흙탕물에 의한 향으로 분석에 어

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강우가 발생된 후 일정시간 지난 후 시료

를 채취하여 분석하게 되었다.

측정지점은 강우에 의해 축산폐수 및 하천수가 모두 저류되어 물

이 흐르지 않는 지점4, 홍동저수지 아래를 흐르는 하천의 하류부분

에 보를 막아서 저류된 물이 상류까지 혼합되는 지점12를 제외하고 

10개 지점에 대해서 비가 내린 직후인 2004년 6월 23일, 7월 22일, 9

월 9일, 3번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 으며 조사전의 강우사상별 강수

량은 다음 <표 4-19>과 같다.

표 4-19.  홍성사례지역 강우사상별 강수량

강우사상 측정일 강우기간 강수량(mm)

1 2004. 6. 23 6.19 ∼ 6.22 188

2 2004. 7. 22 7.15 ∼ 7.21 151

3 2004. 9. 9 9.6 ∼ 9.7  28

자료: 농업기반공사 내부자료(2004).

먼저 수질 항목 중 현장에서 가장 쉽게 측정이 가능하고 현장의 

오염도를 쉽게 판별 할 수 있는 전기전도도(EC)와 양염류의 오염

정도를 잘 나타내주는 질산성질소(NO3-N)를 사용하여 3번의 강우 

후 측정된 시료에 대한 결과를 측정지점 상류부터 하류까지 그림으

로 나타내었다(<그림 4-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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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4

1.803.431.68NO3

211.0167.2170.5EC

3차2차1차

1.803.431.68NO3

211.0167.2170.5EC

3차2차1차
지점3

1.341.132.51NO3

161.1128.0127.8EC

3차2차1차

1.341.132.51NO3

161.1128.0127.8EC

3차2차1차

지점2

0.571.251.94NO3

131.0125.7124.8EC

3차2차1차

0.571.251.94NO3

131.0125.7124.8EC

3차2차1차

지점1

0.410.321.31NO3

95.965.567.0EC

3차2차1차

0.410.321.31NO3

95.965.567.0EC

3차2차1차

홍동
저수지지점5

1.250.971.86NO3

188.8159.3138.5EC

3차2차1차

1.250.971.86NO3

188.8159.3138.5EC

3차2차1차

지점6

0.080.321.96NO3

138.2113.1138.6EC

3차2차1차

0.080.321.96NO3

138.2113.1138.6EC

3차2차1차

지점7

0.370.602.52NO3

172.6173.7152.2EC

3차2차1차

0.370.602.52NO3

172.6173.7152.2EC

3차2차1차

지점8

0.570.682.58NO3

162.2181.5156.4EC

3차2차1차

0.570.682.58NO3

162.2181.5156.4EC

3차2차1차

지점9

5.243.034.79NO3

394.0237.0316.0EC

3차2차1차

5.243.034.79NO3

394.0237.0316.0EC

3차2차1차

지점10

1.070.873.02NO3

181.8183.1190.3EC

3차2차1차

1.070.873.02NO3

181.8183.1190.3EC

3차2차1차

그림 4-10.  지점별 시점별 EC 및 질산성질소 농도

단위: EC(㎲/㎝), NO3-N(㎎/ℓ)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4).

가장 유출농도가 적은 곳은 마을이나 논, 가축사육이 없는 지점1

로 나타났으며, 지점3과 지점4를 비교했을 경우 지점3의 질산성농도

가 높은데 이는 질소오염원이 먼거리에서 발생된다는 것을 뜻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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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성 질소 농도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 즉, 지점4의 암모니

아성질소가 0.62mg/L로 지점3의 0.41mg/L보다 크다는 것을 보아 신

도소하천인근에 질소오염원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지점1, 2, 3지역은 장곡면 중 가장 오염도가 낮은 지역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도가 높았던 것으로 볼 때 

농사로 인하여 논에서 질소성분이 많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TP

의 경우는 질소와 다르게 지점4가 0.22mg/L로 지점3의 0.13mg/L보

다 크다.

홍동저수지 하류부분의 오염도는 아랫부분으로 흘러갈수록 오염

이 증가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으며, 특히 지점9에서는 홍원리 인

근의 축산폐수의 유입에 의해 매우 높은 질소오염이 발생하고 있으

며, TN, COD, TP 등이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4-10> 참조).

지점10은 지점9와 지점8이 합류되는 곳으로 유량의 증가 및 하류 

저류에 의한 향으로 농도가 다소 낮지만 EC값이 높은 것으로 보

아 많이 오염된 것을 알 수가 있다.

2차와 3차 조사의 경우도 1차 조사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류

지역에서 하류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오염도가 커지는 경향을 볼 수

가 있다.

한편 측정지점별로 3차에 걸쳐 측정한 BOD, TN, TP 농도를 그

래프를 통해 살펴보면, BOD의 경우 홍동저수지 상류쪽이 홍동저수

지 아래쪽보다 양호한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축사가 많이 집해 있

는 홍원리 인근 지천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홍동 

저수지에서 배출되는 지점6에서 BOD와 COD가 급격히 높아지는 것

으로 보아 상류지역에서 내려온 많은 양의 유기물들이 저수지에 누

적되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그림 4-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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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지점들에 대한 COD가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BOD 농

도가 COD 농도에 비해 매우 낮은 농도를 유지하는 것을 보아 하천

인근으로부터 많은 난분해성 유기물이 유출되는 것으로 보이며, 장

곡면보다 홍동저수지 아래 지역인 홍동면으로 내려오면서 오염이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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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지점별 BOD, COD, TN, TP 농도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4). 

TN의 경우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계속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홍원리에서 유입되는 지천(지점9)

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이 지천이 합류된 이후 하류지역 

수질도 계속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TP의 경우 다른 항목에 비해 매우 적게 유출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수질측정 시점이 강우 이후 기 때문에 강우 초기에 다량 

유출되는 특성을 감안할 때 과소평가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강우시 장곡면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오염물질들은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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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저수지에 누적되어 오염농도가 많이 높아지며, 높아진 하천수는 

홍동저수지 하류부분인 홍동면을 흐르면서 인근의 농경지나 축사에

서 발생되어 유출되는 오염물질들이 다량으로 유입되면서 오염이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장곡면, 홍동면에 대한 통계자료 및 환경부 원단위로 

계산된 배출부하량과 실제 하천의 지점에서 측정한 수질자료와 유

량자료를 이용하여 유출부하량을 구해본 결과, 항목별 배출부하량 

모두 원단위를 사용한 배출부하량이 실제 유출되는 부하량보다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으며 TN의 경우에는 상당히 비슷한 값을 유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0> 참조). 

따라서 강우의 지속시간에 따라 부하량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만 홍성지역에 매우 많은 오염원이 배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가 있다.

표 4-20.  홍동저수지 유역의 원단위 배출부하량과 유출부하량과의 비교

단위:kg/일 

구분 원단위 배출부하량 유출부하량

BOD 741.43 499.67

TN 725.05 691.41

TP 64.73 36.94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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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천군의 환경부하 분석

2.1. 옥천군 지역의 농업환경 여건 분석

2.1.1. 자연지리, 기후 및 사회경제 여건

옥천군은 동쪽으로 경북 상주군, 서쪽으로 대전직할시, 남쪽으로

는 동군, 북쪽으로 보은군에 인접한 지역이며, 지리상 남한의 중앙

점에 있는 특수한 지역이다. 지형상으로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의 협곡

에 끼어 있는 산간분지이며, 분지에는 퇴적암이 깔려 있고 대부분의 

지역이 사질로 이루어져 있다.

옥천군의 기후 및 기상을 보면 1996년부터 2004년 기간의 평균

기온은 12.1℃, 상대습도는 77.7%, 일조시간은 2,299.8시간으로 조사

되었다. 1988년부터 2004년 기간의 연간 총 평균 강수량은 

1,191.8mm이며, 2003년과 2004년 월별 강우량 추이를 보면 여름철

에 강우가 집중되는 전형적인 우리나라 강우패턴을 따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총면적 537.11㎢중 임야 350㎢, 논 49㎢, 밭 57㎢, 기타 77㎢로 

되어 있으며, 경지가 협소하고 산지가 많은 관계로 타 지역에 비해 

논 보다 밭이 많은 편이며, 따라서 쌀 보다 맥류와 잡곡의 생산량이 

많은 특징이 있다. 

특히 현재 군 전체 면적의 약 86.4%(464㎢)가 그린벨트 또는 대

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청산면을 제외한 1개 읍 7개 면이 

각종 개발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 청정지역이다. 이에 따라 환경 규

제의 이면으로 물이용부담금의 배분을 통한 친환경농업 육성 등 주

민지원사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시스템 전환의 



99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대전의 근교 농업지로서 발

전이 기대되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청정지역 이미지 부각 등 다양한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이용한 친환경농업 육성 및 녹색관광 사업을 

병행하면 발전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옥천군의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예산은 약 27억원으로 총예산 

1,429억원(2003년 말 기준) 대비 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인

구는 약 58,782명(2003년 기준)이고, 농가인구 비중은 33%(19,597명)

로 전국 평균 11.8%에 비해 높은 편이며, 인구 도는 109명/㎢이다

(<표 4-21> 참조).

표 4-21.  옥천군 사회경제 및 자연지리 지표(2003년 기준)

구 분 지표치 비중(%) 구 분 지표치

토지

(㎢)

총면적 537.11 100.0

기상

강수일수(일) 105

농경지 106.45 19.8 서리일수(일) 47

  -논 49.23 9.2 눈오는 일수(일) 12

  -밭 57.22 10.7 평균기온(℃) 12.1

과수원 2.61 0.5 평균 강수량(mm) 1,191.8

목장용지 0.68 0.1

인구

총인구(명) 58,782

임야 350.17 65.2 인구 도(명/㎢) 109.4

기타 77.2 14.4 농가인구(명) 19,597

예산

(억원)

예산총액 1,429 100.0 행정

구역

(개)

읍 1

면 8
환경농업 27 1.9 법정동리 125

자료: 옥천군청(2004).

2.1.2. 농 활동 여건

옥천군의 농업 생산을 위한 투입-산출 현황(2003년 기준)을 보면 

농경지면적은 10,645ha(전국 경지면적의 0.5%, 충청북도 경지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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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차지)이고, 이 가운데 논이 4,923ha로 46.2%를 차지하고, 밭은 

5,722ha로 53.8%를 차지하여 밭 면적이 논 면적보다 큰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농가 호당 평균경지면적은 1.3ha이고, 농업진흥지역은 

4,445ha로 전체 경지면적의 41.8%를 차지하고 있다(<표 4-22> 참조).

표 4-22.  옥천군 농업환경 주요 지표

구   분 지표치 구분 지표치

농경지

(ha)

경지면적 10,645
비료

사용량

(톤)

질소 1,341

 -논 4,923 인산 506

 -밭 5,722 칼리 598

가구당경지면적 1.3 기타 -

농업진흥지역 4,445 총계 2,445

작물재배

면적

(ha)

미곡 3,314

작물

생산량

(톤)

미곡 14,600

맥류 75 맥류 187

잡곡 85.4 잡곡 264.3

두류 997.8 두류 1,548

서류 87 서류 1,816

채소류 554 채소류 10,180

 -과채류 31.6  -과채류 1,116

 -엽채류 99.8  -엽채류 6,392

 -근채류 35.2  -근채류 1,243

 -조미채소류 387.8  -조미채소류 1,429

특용작물 140 특용작물 924

과실류 1,364 과실류 18,627

엽연초 348.3 엽연초 606

가축사육

두수

한육우 10,281
가축사육

농가수

(호)

한육우 1,569

젖소 809 젖소 13

돼지 6,585 돼지 32

닭 229,347 닭 350

자료: 옥천군청(2004).

작물 생산을 위한 비료사용량은 질소 1,341톤, 인산 506톤, 칼륨 

598톤 등 총 2,445톤이며, 경지면적 10,645ha를 기준으로 할 때, 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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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단보당 성분량 기준 화학비료 투입량은 22.9kg으로 추정되었다. 

주요 특산물로는 포도(전국 6위, 시설 면적 전국 1위), 사과, 배, 

시설채소, 부추, 지, 묘목, 인삼, 잎담배 등이 있으며, 가축으로는 

한우 10,281두, 젖소 809두, 돼지 6,585두, 닭 229,347수 등을 사육하

고 있다. 

옥천군 지역별(옥천읍,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경지면적 현황을 보면, 전체 농가 중 논벼재

배농가가 81%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며, 논벼재배 농가의 비중이 특

히 높은 지역은 청성면, 청산면 등이고, 축산농가는 5.2% 정도로 홍

성군에 비해 6% 포인트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23> 참조). 

또한 총면적에서 경지면적의 비중은 17.6%로 우리나라 전체 경지면

적 비중 18.8%(2001년 기준)에 비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옥천군 지역별 경지면적 분포 현황(2003년 기준)

지역명

농가구성 경지
면적
비중
(%)1)

총
호수

논농가 축산농가 경지
면적
(ha)

논 밭 과수원
호수

비중
(%)

호수
비중
(%)

옥천읍 1,541 1,187 77.0 86 5.6 1,278 684 595 38 26.9

동이면 864 706 81.7 59 6.8 1,246 551 695 51 20.7

안남면 507 447 88.2 9 1.8 772 284 488 3 24.3

안내면 656 499 76.1 53 8.1 1,024 392 632 15 15.9

청성면 945 846 89.5 34 3.6 1,759 649 1,110 11 21.2

청산면 1,115 1,027 92.1 36 3.2 1,656 855 801 5 22.9

이원면 1,288 992 77.0 42 3.3 1,433 824 609 73 21.6

군서면 681 577 84.7 40 5.9 743 421 321 28 16.2

군북면 651 402 61.8 66 10.1 734 263 470 38 11.2

총  계 8,248 6,683 81.0 425 5.2 10,645 4,923 5,722 261 19.8

주: 1) 총면적에서 토지지목별 경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2002), 옥천군청(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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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청천 유역(청성면 산계리)의 농업환경 여건

보청천 유역의 산계리 지역은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역으로서 환

경농업에 적합한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수변구역 지정에 따

른 물이용 부담금의 배분으로 친환경농자재를 일부 지원받고 있어 

여러 가지로 친환경농업 시스템 전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이 지역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물이 맑아 자연생

태자원이 풍부하며, 전설, 시, 노래 등의 배경이 되는 곳으로 다양한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이용한 녹생관광 사업과 친환경농업마을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이다(<그림 4-12> 참조). 

그림 4-12.  보청천유역 사례지역(산계리) 형태 

보청천 유역 지역 중, 우선 사례지역(산계리)을 포함하는 청성면

의 농업특성을 보면 농가수는 전체 1,325가구 가운데 986가구인 

74.4%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경지면적은 옥천군 총면

적 10,645ha 가운데 16.5%인 2,181ha이며, 이 중에서 논이 36.9%, 밭

이 63.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표 4-24> 참조). 

특히 본 연구의 사례지역인 청성면 산계리는 보청천 유역을 중심

으로 65ha(100농가)에 이르는 면적을 대상으로 2004년 현재 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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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마을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 수계를 중심으로 한 친

환경농법 실천 효과를 평가하는 사례지역 연구로 적합한 지역이다.

청성면 산계리 친환경농업단지의 농실태를 살펴보면 친환경농

업 시범마을지구는 수계중심 사례지역인 산계1․3리를 중심으로 하

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실천면적은 2003년 62ha(97농가)에서 2004년 

65ha(100농가)로 증가하여 해당 지역 농경지의 55.6%, 논면적의 88%

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산계리의 경우 농업환경 및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오리농법 면적을 2003년 10ha에서 2004년 

2.5ha로 대폭 줄이고, 우 이농법과 쌀겨농법 등을 실천하여, 농업환

경여건과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이 오리농법만을 실천하는 홍성군 사

례지역과 대조를 보 다(<표 4-24> 참조). 

표 4-24.  보청천 유역(청성면 산계리)의 농업환경 현황

구분 인구수 가구수 농가수
친환경
농가수

경지면적(ha) 친환경
면적(ha)

친환경
비중(%)논 밭

과수
원

청성면 2,912 1,325 986 100 1,759 649 1,150 11 65 3.7

산계리 369 174 125 100 161 101 60 2.4 65 40.3
산계1․3리 256 - - 100 117.3 73.6 43.7 1.7 65 55.6

산계리 친환경농법 실천 면적(ha)

구분 오리농법 우 이농법 쌀겨농법
IPM+INM
(무농약)

합계
친환경
농가수

2003년 10 6 2 44 62 97

2004년 2.5 53 2.4 7.1 65 100

자료: 청성면사무소 내부자료, 옥천군 농업기술센터(2004).

청성면과 산계리의 가축사육현황을 보면, 청성면의 경우 한우 

1,339두, 돼지 937두, 닭 509수 등이며,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인 산계

리의 경우 한우 138두, 돼지 8두, 닭 94수로 홍성군 홍동저수지 유역

에서 가장 가축사육두수가 적은 문당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축산업

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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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보청천 유역(청성면 산계리)의 가축사육두수

구 분 청성면 산계리 산계1리 산계2리 산계3리

한우 1,339 138 76 21 41

돼지 937 8 - 8 -

닭 509 94 53 37 4

계 1,059 216 66 777

자료: 청성면사무소 내부자료(2004).

2.3. 보청천 유역의 수질실태 조사

2.3.1. 용배수로 수질조사 개요

보청천 유역의 수질변화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지점은 보청천 유

역 산계리 친환경농업마을 조성사업 대상면적 65ha를 중심으로 보

청천 상류의 용수원에서부터 용배수로를 거쳐 보청천 하류까지 총 

4개 지점으로 선정하 다(<그림 4-13> 참조). 

수질조사 시기는 벼농사 기간인 5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매 한달 

간격으로, 조사대상은 농경지 주변 소하천 및 용배수로로 설정하

지점1: 원수유입지점 지점2: 원수최종지점 

지점3: 지천(마을) 지점4: 배출지점 

그림 4-13.  보청천 유역(산계리)의 수질실태 조사지점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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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는 물의 흐름에 따라 지점1, 지점2, 지점3, 지점4 순으로 시

료를 채취하여 온도, pH, EC, DO항목에 대해서는 현장 측정기를 사

용하여 측정 기록한 후 미리 준비된 시료보관함에 넣어 실험실로 옮

겨 나머지 항목에 대해 분석하고, 유량은 유속계와 하천단면을 측정

하여 계산하 다. 분석항목은 pH, EC, COD, NH4-N, NO3-N, PO4-P, 

TN, TP, Ca, K, Mg, Na이며 이 지역의 유출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BOD 항목을 추가적으로 측정하 다.

수질조사 지점의 특성을 살펴보면, 지점1은 산계리의 모든 용수

가 공급되는 지점이며, 용․배수로가 잘 정리되어 있어 시료를 채취

하기와 현장분석이 매우 용이한 지점이다. 지점2는 친환경농업마을

의 2/3지점으로 이곳에서 용수로가 갈라지면서 인근 논을 통과해 지

점3과 4로 배수가 된다. 지점3은 지점1에서 일부 유입된 용수가 배

수되어 흐르는 소하천으로 산계리 마을과 인근 임야에서 발생되는 

물이 흘러 지점4로 배출되는 지점이며, 지점4는 모든 유입된 물이 

보청천으로 배출되는 지점이다(<그림 4-14> 참조). 

 

그림 4-14.  보청천 유역(산계리)의 수질실태 조사지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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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용배수로 수질조사 결과

보청천 유역 및 산계리 친환경농업단지의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

조사 결과 조사 위치에 따른 수질변화는 항목 간에 많은 차이가 있

으나 유입수인 지점1과 최종배출수 지점인 지점4값을 비교하면 TN, 

COD, 질산성 질소는 농도가 낮아지며 암모니아성 질소와 인의 경우 

약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6> 참조).

표 4-26.  보청천 유역의 조사지점별 수질특성

조사

위치
pH

EC NH4-N NO3-N PO4-P TN TP CODCr

(dS/m) (mg/L)

지점1 7.6 0.33 0.05 2.21 - 3.45 0.05 32.0

지점2 7.5 0.33 0.06 2.10 - 3.46 0.05 29.7

지점3 7.5 0.30 0.05 1.63 0.02 3.32 0.07 26.9

지점4 7.5 0.32 0.11 1.83 0.02 3.13 0.11 22.8

자료: 농업과학기술원(2004).

조사시기별 수질특성을 보면 홍성군 측정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의 조사항목에서 논농사가 시작되는 5월보다는 9월에 수질이 개선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7> 참조). 

표 4-27.  보청천 유역의 조사시기별 수질특성

조사

시기
pH

EC NH4-N NO3-N PO4-P TN TP CODCr

(dS/m) (mg/L)

5월 24일 7.6 0.37 0.10 3.74 0.01 4.35 0.16 41.9

6월 11일 7.5 0.36 0.00 1.61 0.00 3.05 0.03 26.0

6월 23일 7.3 0.35 0.13 2.01 0.01 4.32 0.04 32.2

9월 08일 7.8 0.20 0.03 0.42 0.02 1.65 0.04 11.3

평 균 7.5 0.32 0.07 1.94 0.01 3.34 0.07 27.9

자료: 농업과학기술원(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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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보청천 유역 친환경 및 관행농업 지역의 수질변화 비교

보청천 유역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이 수질 환경에 미치는 향

을 비교하기 위해서 사례지역 유역 내에 흐르고 있는 하천의 수질변

화를 비교하 다. 

보청천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산계리 친환경마을과 인근 

관행농법 지역인 청성면 하서리에 대한 3번의 수질검사 결과, pH의 

경우 친환경지역에서는 유입수보다 유출수가 낮아진 반면 인근 관

행농법 지역에서는 유출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염소이

온, COD, NO3-N, TP의 경우 친환경농업 지역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암모니아성질소, TN, 인산염의 경우 인근 농업지역이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28> 참조). 친환경농업지역에서 

유기물과 TP의 배출이 인근 관행지역보다 작지만 질소의 경우 인근 

관행지역보다 더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보아 친환경농업지역에 가

축분뇨 퇴비나, BB비료의 첨가, 자체생산된 퇴비의 살포가 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보청천 유역의 친환경농업 마을에서 오리농법이 수질에 미

표 4-28.  산계리 친환경마을 및 인근 관행지역의 수질 변화 비교

구분 pH
Cl

-
CODCr NH4-N NO3-N PO4-P TN TP

(mg/L)

친환경

(산계리)

유입 7.80 7.29 10.08 0.04 2.58 0.033 10.78 0.096

유출 7.46 9.38 15.23 2.05 2.23 0.164 13.87 0.271

증감 -0.34 2.09 5.15 2.01 -0.35 0.13 3.09 0.18

관행

유입 7.61 7.24 8.99 0.02 2.43 0.035 10.55 0.152

유출 7.85 12.85 17.78 0.46 3.27 0.127 9.31 0.371

증감 0.24 5.61 8.79 0.44 0.84 0.09 -1.24 0.22

자료: 충북농업기술원(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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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해 2002년에 관행농법을 실천하다가 2003

년에 오리농법으로 전환된 필지를 대상으로 오리농법 실천 전후의 

논의 유입수와 유출수 수질을 측정하 다(<표 4-29> 참조). 

동일 필지에서 오리농법 실천 전후의 관개수 유입․유출 수질 측

정 결과 오리농법 실천 전후 모두 pH는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으

며 2003년 오리농법 실천 이후의 변화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염

소이온에 대한 농도는 오리농법 실천 이전의 경우 유출수의 농도가 

더 낮았지만 오리농법 실천 이후에는 농도가 약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OD와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의 경우 약간 증가하지

만 변화 정도가 크지 않아 오리농법 실천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고, 질산성질소는 오리농법 이전보다 더 많이 감소하지만 

유입농도가 높아서 오리사육에 의한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오리농법 실천이 수질에 미치는 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9.  오리농법 실천 전후의 관개수 유입․유출 수질 변화

구분 pH
Cl

-
CODCr NH4-N NO3-N PO4-P

(mg/L)

2002

유입 7.75 12.73 13.87 0.06 0.81 0.02

유출 7.47 10.56 16.30 0.34 0.94 0.06

증감 -0.28 -2.17 2.43 0.28 0.13 0.04

2003

유입 7.57 7.70 8.67 0.08 2.29 0.05

유출 7.00 8.80 10.87 0.27 2.12 0.09

증감 -0.57 1.10 2.2 0.19 -0.17 0.04

자료: 충북농업기술원(2004).

2.4. 보청천 유역의 토양조사

보청천 유역에 위치한 산계리의 논토양(73.6ha)은 주로 화성평탄

지에 분포하는 강서통이며, 점토함량이 8~12%인 사양질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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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산계리 지역의 2004년 3월 19일자 친환경농업 단지 내 논토양 정

조사 결과를 보면 pH는 5.7로 적정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

고, 유기물 함량은 1.7%로 적정 수준인 2.5%를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효인산은 90mg/kg으로 적정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인

산집적 문제도 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표 4-30> 참조). 

표 4-30.  산계리 친환경농업시범마을 토양검사 결과

구분
필지
수

면적
(ha)

pH
(1:5)

유기물
(%)

유효인산
(mg/kg)

치환성이온(cmol
+
/kg) 유효규산

(mg/kg)K Ca Mg

산계리

2002 235 62 5.6 1.6 87 0.23 3.9 0.9 85 

2003 237 62 5.8 1.7 79 0.20 4.5 1.0 89 

2004 249 65 5.7 1.7 90 0.19 3.2 0.8 88

전국 - - 5.7 2.2 136 0.32 4.0 1.4 86

적정화학성 - -
6.0
∼6.5

2.5
∼3.0

80
∼120

0.25
∼0.3

5.0
∼6.0

1.5
∼2.0

130
∼180

주: 산계리의 연도별 논토양검사결과는 3월에 34개 논토양 검정수의 평균값

이며, 조사는 각 년도 3월(모내기 이전)에 실시하 음.

자료: 옥천군 농업기술센터(2004).

한편 친환경농법 실천 전후 산계리 지역의 논토양 속에 함유된 

중금속 농도를 알아보기 위해 2002년 친환경농법 실천 이전과 2003

년 친환경농법 실천 이후의 토양을 분석한 결과, 납과 구리 농도가 

친환경농법 실천 이후 급격하게 감소되었고, 비소를 제외한 모든 항

목의 금속들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논토양의 중금속 평균함량과 산

계리의 토양 함량을 비교한 결과, 친환경농법 실천 이전에는 납의 

농도가 전국 평균치보다 높게 나와 농약 또는 비료에 포함된 납성분

이 토양 일부에 잔류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2003년 친환경농업 실천 

이후 납성분의 함량이 상당히 낮아졌으며, 전 항목에서 전국 평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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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낮고,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제시한 우려기준과 대책기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31> 참조). 

이는 관행농법에서 사용되었던 농약과 화학비료의 양을 줄인 것

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친환경농법의 실천이 중금속에 

의한 오염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4-31.  산계리 논토양의 중금속 평균함량 및 범위

항목

연도

Zn Pb Cd As Cu Ni Cr

(mg/kg)

친환경

이전

평균 2.292 5.903 0.070 0.083 2.031 0.297 0.661

최고 5.534 21.531 0.240 0.193 5.888 0.623 0.984

친환경

이후

평균 0.953 0.177 0.015 0.122 0.093 0.040 0.115

최고 7.522 0.257 0.050 0.236 0.145 0.066 0.188

전국

평균

평균 4.47 4.84 0.105 0.59 4.70 0.67 0.338

최고 96.70 66.44 1.099 5.62 41.59 60.24 4.918

기준치
우려기준 300 100 1.5 6 50 40 4

대책기준 700 300 4 15 125 100 10

주: 2002년 34개 지점, 2003년 20개 지점의 분석결과임.

자료: 충북농업기술원(2004).

2.5. 보청천 유역 생물상 조사

옥천군 지역의 친환경농업에 의한 생태계의 변화정도를 알아보

기 위해 옥천군 지역 친환경시범마을과 인근마을의 수서 무척추동

물의 개체수를 비교한 결과, 수서 무척추 동물의 종 개체수는 친환

경농업 지역이 4,171마리/6ℓ로 관행농업 지역 1,723마리/6ℓ보다 

2.4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5 한편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조사

15
 옥천군 지역의 수서생물 개체수 조사결과는 보청천 유역 사례지역인 

청성면 산계리 지역에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같은 보청천 유역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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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리나라 전체의 평균 개체수를 보면 친환경농업 지역이 약 2.9

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32> 참조).

표 4-32.  옥천군의 수서 무척추동물의 개체수 비교

구  분 곤충 환형동물 패류 감각류 합계 지수

옥천
친환경농업 623 2.6 115 3,431 4,171 100

관행농업 288 1.3 337 1,102 1,723 44

전국 

평균

친환경농업 189 6.1 89 1,279 1,563 100

관행농업 82 1.2 78 370 531 34

주: 2001년 8월 3일부터 9월 13일 동안의 옥천에서 시료 6L에 포함된 개체수임.

자료: 농업과학기술원(2004).

또한 옥천군의 친환경농업 시범마을과 인근 관행농업 지역의 지

상부 곤충의 개체수를 조사한 결과, 친환경마을은 인근 관행지역에 

비하여 천적이나 해충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농가에 비하여 시범마을에서는 정  예찰로 적기에 방제를 하기 때

문에 농약방제 회수가 50% 정도로 줄어 곤충들이 생활하기에 유리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표 4-33> 참조). 

표 4-33.  친환경지역에서의 지상부 곤충의 개체수

위 치 구 분 천적 해충 기타 합계 지수

옥천군
친환경농업 11 12 12 34 100

관행농업 6 9 8 25 65

전국 평균
친환경농업 17 252 15 284 100

관행농업 8 52 12 72 25

주: 옥천군 개체수는 2001년 8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10번 채취한 평균임.

자료: 농업과학기술원(2004).

원면 지탄리 친환경농업시범마을의 2001년도 평가결과 자료를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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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옥천군의 물질균형 순환체계 분석

옥천군 지역 전체의 물질순환 체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작

물 생산을 위해 외부에서 투입되는 화학비료 사용량 및 배합사료의 

사용량, 작물의 양분요구량 및 흡수량, 가축 분뇨 발생에 따른 양분

공급량 등에 관한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

우선 옥천군의 2003년말 기준 성분별 비료사용량을 보면 질소 

1,341톤, 인산 506톤, 칼리 598톤 등 총 2,445톤이 투입된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옥천군의 가축사육두수는 홍성군의 경우와 달리 1984년을 

기점으로 큰 폭의 변동 없이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물질균형에 큰 부하를 줄 가능성이 있는 돼지 사육두수가 2003

년 말에 6,585두로서 홍성군 45만두의 1.5% 수준에 지나지 않아 가축

분뇨의 대량 발생에 의한 오염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

림 4-15> 참조).  

그림 4-15.  옥천군 주요 가축사육두수 변동 추이

자료: 옥천군청(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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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생산을 위해 외부에서 투입되는 농후사료 사용량을 농가표

준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한육우의 경우 농후사료 소비

량은 33,029톤, 젖소 3,731톤, 돼지 1,765톤, 닭 9,334톤 등 총 47,859

톤이 소비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볏짚, 사료작물 등의 조사료 

소비량은 한육우의 경우 14,023톤, 젖소 3,492톤으로 총 17,515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표 4-34> 참조).

표 4-34.  옥천군 주요 가축사양을 위한 사료소비량 추정

단위: 톤

지역명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총계

농후
사료

조사료
농후
사료

조사료
배합
사료

배합
사료

농후
사료

조사료

옥천읍 10,457 4,440 1,319 1,234 135 1,079 12,990 5,674

동이면 4,947 2,101 1,448 1,355 165 553 7,113 3,456

안남면 1,908 810 - - 55 1,055 3,018 810

안내면 2,805 1,191 443 414 6 3,030 6,283 1,605

청성면 4,302 1,826 - - 251 21 4,574 1,826

청산면 1,356 576 - - 682 21 2,059 576

이원면 2,808 1,192 231 216 369 624 4,032 1,408

군서면 2,477 1,052 - - 34 2,917 5,428 1,052

군북면 1,969 836 291 272 68 34 2,362 1,108

총  계 33,029 14,023 3,731 3,492 1,765 9,334 47,859 17,515

주: 사료소비량은 ｢2002 농축산물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 2003)의 축산 부문 

경 비 산정시 투입된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것임.  

가축 분뇨 발생 원단위를 이용한 연간 분뇨 발생량을 추정해 보

면 한우의 경우 54,787톤, 젖소 10,512톤, 돼지 10,095톤, 닭 10,045톤

등 총 85,440톤으로 추정되었다(<표 4-35> 참조). 또한 옥천군의 읍

면별 가축 분뇨 발생량을 보면 한우 사육두수가 많은 옥천읍과 동이

면이 각각 22,995톤(26.9%), 13,825톤(16.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축 분뇨 총발생량을 비료성분량으로 환산하면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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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427톤, 인산 180톤, 칼리 204톤 등 총 811톤으로 추정되어 화학비

료 투입량의 약 33.2%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35.  옥천군 가축분뇨 발생량 및 비료성분 환산량 추정

구 분
사육두수

(두, 수)

연간 분뇨 발생량(톤) 가축분뇨의 비료 성분량(톤)

분 뇨 계 질소 인산 칼리

한육우 10,281 37,901 16,887 54,787 210 111 115

젖  소 809 7,264 3,248 10,512 30 8 20

돼  지 6,585 3,846 6,249 10,095 81 24 22

닭 229,347 10,045 - 10,045 105 37 46

계 59,056 26,384 85,440 427 180 204

옥천군의 경지면적 10,645ha에서 미곡, 맥류, 잡곡, 두류, 과수 등 

다양한 작물재배를 위해 소요되는 총양분요구량은 질소 1,195톤, 인

산 500톤, 칼리 768톤 등 총 2,462톤이며, 단보당 양분요구량은 각각 

12.8kg, 5.3kg, 8.2kg으로 추정되었다(<표 4-36> 참조).

표 4-36.  옥천군 작물 양분요구량 및 양분공급구조

구   분 질소 인 칼리 계

작물양분요구량(A)

(톤)

1,195 500 768 2,462

화학비료공급량(B) 1,341 506 598 2,445

유기질비료공급량(C) 41 72 26 139

가축분뇨 양분공급 가능량(D) 427 180 204 810

가축분뇨 실제 활용량(E) 256 180 204 640

총양분이용량(B+C+E) 1,638 758 827 3,223

양분초과량(B+C+E-A) 443 258 60 761

경지면적당 작물양분요구량

(kg/10a)

12.8 5.3 8.2 26.3

경지면적당 화학비료투입량 14.3 5.4 6.4 26.1

경지면적당 총양분투입량 17.5 8.1 8.8 34.4

경지면적당 양분초과량 4.7 2.8 0.6 8.1

화학비료충족도(B/A)
(%)

112.2 101.3 77.9 99.3

총양분공급도((B+C+E)/A) 137.1 151.7 107.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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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분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외부에서 공급되는 화학비료의 

양은 질소 1,341톤, 인산 506톤, 칼리 598톤 등 총 2,445톤이며, 단보

당 화학비료 투입량은 14.3kg, 5.4kg, 6.4kg으로 질소와 인산의 경우 

화학비료만으로 양분 요구량을 약간 초과하며, 칼리는 약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작물재배에 투입되는 화학비료 외에 유박 

및 부산물 퇴비 등 기타 유기질 비료와 가축 분뇨의 퇴비화와 액비

화 등을 통해 투입되는 양분까지 고려하는 경우 단보당 질소 4.8kg, 

인 2.7kg, 칼리 0.6kg 정도 양분요구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표 4-36> 참조).

옥천군의 양분수지 실태를 살펴보면, 지역별 질소 양분수지(양분

과잉)의 경우 질소성분 화학비료 충족도가 30% 이상 초과하고 한우 

사육두수가 많은 옥천읍과 이원면이 1.5~2배 정도 초과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서면의 경우 질소질 화학비료 충족도는 작물요구

량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가축분뇨의 자원화시 질소 성분 함량이 

높은 닭의 사육수가 많아 질소 성분이 1.5배 정도 과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천군의 경우 이들 세 지역을 제외하고는 질소 성분의 

과잉문제는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산

계리를 포함하고 있는 청성면의 경우 질소 성분이 양분요구량의 

98% 수준으로 약간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4-16> 참조).  

한편 옥천군의 읍면별 인산 성분의 양분수지(양분과잉) 실태를 

살펴보면 한우 사육두수가 많은 옥천읍, 닭 사육수가 많은 군서면, 

가축사육두수는 적으나 화학비료 충족도가 높은 안남면, 청산면, 이

원면 등이 작물 양분요구량을 1.5~2배 정도 초과하여 인산집적이 높

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이면, 군북면, 안내면, 청성면의 경우 

양분충족도가 작물 양분요구량의 1~1.5배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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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옥천군 양분수지(질소, 인산) 실태(2003년 기준)

옥천군의 양분수지의 경우 홍성군에 비하면 많이 양호한 편이지

만 질소보다는 인산 충족도가 높은 지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인

산 성분을 기준으로 물질균형 달성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옥천군의 경우 가축분뇨의 비료성분 충

족도에 비해 화학비료의 비료충족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화학비료 

감축만으로도 물질균형을 달성하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옥천군 지역의 양분균형 측면에서의 분석결과를 물질순환 흐름

도를 통해 종합해보면 <그림 4-17>과 같다. 옥천군 농업생태계의 물질

순환 체계를 보면 10,645ha의 농경지에 투입되는 양분총량은 가축 분뇨자

원화로부터 투입되는 양분량과 화학비료로 투입되는 성분량을 합하면 총 

3,223톤에 달하며, 이중 23.6% 정도인 761톤(질소 443톤, 인산 258톤, 칼리 

60톤)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침투되어 지표수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엔

트로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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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산

한육우:  10,281두
젖  소:    809두

돼  지:  6,585두

  닭:  229,347수

농경지(9,478ha)

비료 투입성분총량: 3,223톤

(N:1,638톤, P:758톤, K:827톤)

무기물 유출 및 축적
지표수․지하수
(비료 성분: 761톤)

작물

하천
(5,126톤)

가축 분뇨
(85,440톤)

농후사료

(47,859톤)

조사료

(17,515톤)

화학비료
(2,445톤)
N: 1,341톤
P:   506톤
K:   598톤

유기질비료
(유박 등)
N:  41톤 
P:  72톤
K:  26톤

축산물
육류
우유
계란

그림 4-17.  옥천군 농업생태계의 물질순환 구조

퇴비․액비
(80,314톤)

식량
 16,599톤
  1,816톤
  1,530톤

  10,180톤
  18.627톤

양분흡수량
(2,462톤)
N: 1,195톤
P:   500톤
K:   768톤

곡류
서류
특작류

채소류
과실류

2.7. 보청전 유역의 물질균형 분석

2.7.1. 보청천 유역의 물질순환 체계 분석

보청천 유역의 사례지역인 청성면 산계리(친환경농업마을 조성지

구) 지역의 물질순환분석을 위한 표준시비량을 기초로 한 양분 요구

량은 질소 12.8톤, 인산 5.5톤, 칼리 8.1톤으로 시산되었다. 

한편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화학비료 투입량(성분량 기준)은 질소 

6.8톤, 인산 3.7톤, 칼리 4.1톤으로 화학비료 충족도는 질소, 인산, 칼

리가 각각 52.9%, 67.7% 50.9%로 평균 55.4% 정도이며, 유박 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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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비료 공급량이 질소 2.6톤, 인산 0.9톤, 칼리 0.6톤 정도로 조사

되었다. 또한 산계리의 가축사육두수는 한우 138두, 닭 94두 등으로 

가축에 의해 발생되는 비료성분량은 질소 2.96톤, 인산 1.53톤, 칼리 

1.59톤 등 총 6.08톤 정도인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이러한 가축 분뇨

로부터의 실제 양분공급 가능량은 질소, 인산, 칼리가 각각 2.8톤, 

1.3톤, 1.9톤으로 나타났다(<표 4-37>, <표 4-38> 참조). 

표 4-37.  산계리 가축분뇨 발생량 및 비료성분 환산량 추정

구 분
사육두수
(두, 수)

연간 분뇨 발생량(톤) 가축분뇨의 비료 성분량(톤)

분 뇨 계 질소 인산 칼리

한육우 138 509 227 735 2.82 1.49 1.55

젖  소 - - - - - - -

돼  지 8 5 8 12 0.10 0.03 0.03

닭 94 4 - 4 0.04 0.02 0.02

계 518 234 752 2.96 1.53 1.59

표 4-38.  산계리 작물 양분요구량 및 양분공급구조

구   분 질소 인 칼리 계

작물양분요구량(A)

(톤)

12.8 5.5 8.1 26.4

화학비료공급량(B) 6.8 3.7 4.1 14.6

유기질비료공급량(C) 2.6 0.9 0.6 4.1

가축분뇨 양분공급 가능량(D) 3.5 1.6 1.9 7.0

가축분뇨 실제 활용량(E) 2.8 1.3 1.9 6.3

총양분이용량(B+C+E) 12.2 5.9 6.6 25.0

양분초과량(B+C+E-A) -0.6 0.4 -1.5 -1.4

경지면적당 작물양분요구량

(kg/10a)

12.4 5.4 7.9 25.6

경지면적당 화학비료투입량 6.6 3.6 4.0 14.2

경지면적당 총양분투입량 11.8 5.7 6.4 24.3

경지면적당 양분초과량 -0.6 0.4 -1.4 -1.4

화학비료충족도(B/A)
(%)

52.9 67.7 50.9 55.4

총양분공급도((B+C+E)/A) 95.2 112.5 81.6 94.6

따라서 산계리의 작물양분요구량에 대한 총양분충족도는 질소, 

인산, 칼리가 각각 95.2%, 112.5%, 81.6%로 인산 성분만이 작물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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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량을 약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계리 지역이 가축

사육두수가 적어서 가축 분뇨를 통한 양분공급량이 적고, 친환경농

업 실시 이후 토양검정을 통한 맞춤비료의 사용으로 화학비료의 사

용량을 지속적으로 줄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표 4-38> 참조). 

2.7.2. 보청천 유역의 오염원별 배출부하량 분석

보청천 유역 청성면 산계리 지역의 오염원별 배출부하량을 살펴

보면, BOD, TP의 경우 인구에 의한 생활하수가 각각 47.9%, 43.1%

로 가장 큰 오염 배출원이었다. 따라서 현재 산계리의 경우 생활하

수가 직접 유입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정화시설의 설치 및 생활

하수 저류조를 설치하여 하천 및 농지에 생활하수가 직접 하천과 농

지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TN의 경우는 비점오염원에 

의한 배출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농경지내의 양물질 배출 관리

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표 4-39> 참조). 

그러나 산계리의 오염원별 배출부하량 수준은 홍동저수지 유역

의 대표적인 친환경농업 마을인 문당리의 일일 배출부하량 BOD 

33.05kg, TN 17.22kg, TP 1.52kg에 비해 각각 74%, 88.9%, 57.2% 수

준으로 낮게 나타나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표 4-39.  보청천 유역(산계리)의 오염원별 배출부하량

단위: kg/일

행정리

BOD TN TP

인구 축산
비점

오염원
합계 인구 축산

비점

오염원
합계 인구

축

산

비점

오염원

합

계

산계리 11.73 5.29 7.48 24.5 3.28 3.41 8.61 15.3 0.375 0.26 0.23 0.87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4).

한편 축산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퇴비화․액비화하여 농경지로 

살포할 때 발생되는 비점오염들을 고려하는 경우 비점오염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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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염원 배출이 산계리에서 가장 비중이 큰 오염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강우시 이 오염원들이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

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4-18> 참조). 

0

5

10

15

kg/일

인구 축산 비점오염원

BO D

TN

TP

0

5

10

15

kg/일

인구 축산 비점오염원

BO D

TN

TP

축산에 의한 비점오염원을 고려한 경우

축산에 의한 비점오염원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그림 4-18.  보청천 유역(산계리)의 오염원별 배출부하량 비교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4).

2.7.3. 보청천 유역의 강우시 유출특성 분석

보청천 유역 사례지역(산계리)의 유출량을 측정하기 위해 6월 24

일과 9월 8일 2번의 시료를 채취하 다. 1차 시기에는 5일간 많은 비

가 내렸으며 2차 시기에는 2일간 12mm가 내렸다(<표 4-40> 참조). 

표 4-40.  보청천 유역(산계리)의 강우사상별 강수량

강우사상 측정일 강우기간 강수량(mm)

1 2004. 6. 24 6. 19 ∼ 6. 23 362

2 2004. 9. 8 9. 6 ∼ 9. 7  12

자료: 농업기반공사 내부자료(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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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시 유출특성 분석결과, BOD의 경우 비가 많이 내린 1차 시

기에 최종배출지점인 지점4의 농도가 높아 분해 가능한 유기물이 

인근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2차 시기에는 반대

로 배출수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따라서 BOD의 경우 배출

수가 약간은 증가하지만 많은 양은 아니며 강우강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COD, TN의 경우 원수보다 배출수

의 농도가 낮아지는 것을 뚜렷하게 볼 수가 있으며 농도 감소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TP의 경우는 다소 증가는 하지만 농도

가 낮아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표 4-41> 참조). 

표 4-41.  옥천 사례지역의 지점별 BOD, COD, TN, TP 농도

항목 구분 지점1 지점2 지점3 지점4

BOD

1차 1.19 n.a n.a 1.58

2차 1.48 1.15 0.92 1.39

평균 1.34 1.15 0.92 1.49

COD

1차 38.8 38.5 32.0 19.6

2차 12.0 11.6 11.6 10.0

평균 25.4 25.05 21.80 14.80

TN

1차 4.53 4.79 4.65 3.30

2차 1.86 1.75 1.38 1.61

평균 3.20 3.27 3.02 2.46

TP

1차 n.a 0.06 0.03 0.07

2차 0.04 0.01 0.05 0.07

평균 0.04 0.04 0.04 0.07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4).

2차 시기에 측정된 수질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원수가 농

경지를 통과한 후 수질이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런 경향은 

1차 측정시기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9> 참조). 따라서 

홍동저수지 유역처럼 인근의 축산단지 등 오염원이 많이 존재하는 

지역과 달리 산계리 지역은 주변 오염원이 미치는 향이 적고 농경

지가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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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1
EC: 163.8
BOD: 1.48
TN: 1.86
TP: 0.04

지점3
EC: 163.1
BOD: 1.15
TN: 1.75
TP: 0.01

지점2
EC: 158.5
BOD: 0.92
TN: 1.38
TP: 0.05 지점4

EC: 151.7
BOD: 1.39
TN: 1.61
TP: 0.07

단위
EC: uS/cm
BOD,TN,TP: mg/L

지점1
EC: 163.8
BOD: 1.48
TN: 1.86
TP: 0.04

지점3
EC: 163.1
BOD: 1.15
TN: 1.75
TP: 0.01

지점2
EC: 158.5
BOD: 0.92
TN: 1.38
TP: 0.05 지점4

EC: 151.7
BOD: 1.39
TN: 1.61
TP: 0.07

단위
EC: uS/cm
BOD,TN,TP: mg/L

그림 4-19.  보청천유역(산계리) 지점별 수질농도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4).

지금까지의 산출된 보청천 유역 산계리 지역에 대한 원단위 배출

부하량과 실제 측정된 측정값을 이용하여 부하량을 계산한 결과, BOD

를 제외하고는 실제 측정된 부하량이 원단위를 사용한 측정량보다 높

게 나타났다(<표 4-42> 참조). 이는 강우에 의한 유출로 인해 농경지에 

존재하던 오염물질이 더 많이 배출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TN과 TP의 

경우는 원단위에 의한 계산보다는 실제 측정을 통해 부하량을 산정해

야 오염부하에 대한 과소평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42.  보청천유역의 원단위 배출부하량과 유출부하량과의 비교

단위: kg/일

구분 원단위 배출부하량 유출부하량

BOD 24.50 22.03

TN 15.30 25.55

TP 0.87 1.11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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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가반응 분석

3.1.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반응

3.1.1. 조사농가 개황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사례지역의 농가중 설문서 답변이 충실

하게 이루어진 45개 농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 다. 홍성지역 농

가의 경우 평균연령은 53.3세, 교육경력은 중졸 정도인 9.6년, 친환

경농업 실천경력은 7.7년이고 인증 년차는 5.1년으로 조사되었다. 한

편 옥천지역 조사대상 농가의 평균 연령은 56.7세, 교육수준은 7.5

년, 친환경농업 실천경력은 3.3년이고 인증 년차는 1.4년으로 홍성지

역에 비해 친환경농업 육성의 초기단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환경농가조사표는 ｢부록 3｣ 참조). 

3.1.2.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경 성과

친환경농업 실천이후 관행농업 대비 노동력, 생산비, 소득 등 경

성과를 비교한 결과, 노동력 증감에 있어 홍성지역의 경우 증가했

다고 답한 비중은 55.6%로 노동력 투입 증가율은 평균 36.7%로 조사

되었으며, 옥천지역은 오히려 응답자의 66.7%가 감소했다고 답했고 

평균 35.6%의 노동력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홍성지역의 

경우 주로 유기농법 실천농가가 주류인 반면 옥천은 실천경력이 낮

아 저농약과 무농약재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생산비 증감에 있어서 홍성지역의 경우 증가했다고 답한 비중은 

51.1%로 평균 생산비 증가율은 54.4%로 나타났으나, 옥천지역의 경

우는 오히려 58.3%가 감소한 것으로 답했고 생산비 감소율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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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로 나타났다(<표 4-43> 참조). 

소득 증감에 있어 홍성지역의 경우 노동력 투입 증가로 생산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증가했다고 답한 비중이 60.0%이고 

소득증가율은 28.6%로 나타났으며, 옥천지역의 경우도 소득이 증가

했다고 답한 비중은 75%를 차지하고 평균 소득증가율은 30%로 나

타났다. 이는 두 사례지역의 경우 관행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 

30% 정도 소득이 높게 나타난 것은 생산된 친환경 쌀이 차별화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가 확보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4-43.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경 성과 평가 비교 

단위: %

조사항목
농가
반응

충남 홍성 충북 옥천

응답비중 평균증감율 응답비중 평균증감율

관행농업 대비 
친환경농업실천 이후 
노동력 증감

① 감소
② 증가
③ 비슷

15.6 18.2 66.7 35.6

55.6 36.7 25.0 21.7

28.9 - 8.3 -

관행농업 대비 
친환경농업실천 이후 
생산비 증감

① 감소
② 증가
③ 비슷

13.3 13.3 58.3 22.7

51.1 54.4 25.0 22.5

35.6 - 16.7 -

관행농업 대비 
친환경농업실천 이후 
소득 증감

① 감소
② 증가
③ 비슷

11.1 12.5 16.7 17.5

60.0 28.6 75.0 30.0

28.9 - 8.3 -

3.1.3. 친환경농업실천 의사결정과 실천기술에 대한 평가 

친환경농업 의사결정에 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개방화 시대 미

래농업의 대안이 51.1%,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명감이 24.4%로 

농업인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록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의 친환경농업 교

육․홍보가 사례지역의 친환경농법 실천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긴 하지만 결국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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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인 친환경농법 수용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더 중요하게 작용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4-44> 참조). 

표 4-44.  친환경농법 의사결정과 실천기술 평가 및 향후 전망

조사항목 농가반응 비중(%)

친환경농업 의사결정에 
향을 미친 요인

① 개방화 시대 미래농업의 대안 51.1

②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명감 24.4

③ 주위 농가의 권유  13.3

④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의 추천  6.7

⑤ 기타 4.4

현행 친환경농법 실천기술 
및 방법의 효과

① 아주 만족 2.3

② 대체로 만족 17.7

③ 어려움은 있지만 가능성을 보고 실천 77.8

④ 문제점이 많아 실천하기 어려움 2.2

친환경농업 관련 
정보수집

① 환경농업단체 58.3

② 주변 농가(작목반 등) 25.0

③ 기술센터 등 정부기관의 농교육/지도 10.4

④ 기타(신문/잡지, 농자재판매상 등) 6.3

친환경농업 실천 애로사항

① 제초작업 31.5

② 병해충 방제 29.6

③ 친환경농자재의 구입 및 제조 18.5

④ 농산물 판매 13.0

⑤ 기타 7.4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

① 유통(판로) 지원 51.1

② 생산(자재) 지원 28.9

③ 농민 교육․계몽 13.3

④ 지도자 육성 6.7

⑤ 기타 -

향후 친환경농업 실천면적 
확대 또는 축소 의향

① 축소할 것임 -

② 현 수준 유지 57.8

③ 확대할 것임 42.2

참고로 친환경농업의 수용 및 확산과정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사례지역의 사회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마을지도자의 역량과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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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과 미래농업에 대한 비전을 가진 30∼40대의 역할이 마을주민의 집

단적인 의사결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향후 친환경농업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서는 마을별․지역별로 

리더십을 가진 젊은 지도자를 발굴하여 핵심주체로 육성될 수 있도

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마을단위에서 친환경농업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리더의 발굴과 

육성은 물론 마을내 자발적 조직(경종-축산농가의 연계)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 조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현장견학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친환경농법 실천기술의 효과성에 대해서 어려움은 있

으나 가능성을 보고 실천하고 있다는 비중이 78.8%로 나타났고, 대

체로 만족한다는 비중은 17.7%로, 아주 만족한다는 비중이 2.3%로 

어려움 속에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문제가 있어 계속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2.2%가 있었다. 

친환경농업 관련정보의 수집처는 환경농업단체 58.3%, 작목반 등 

주변농가 25%, 농업기술센터 등 정부기관의 농교육 10.4%로 나타

나 환경농업단체와 작목반 등 농민 스스로의 정보획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정부기관의 정보제공이 매우 미흡한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환경농업단체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농

업인 교육과 자발적인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농업실천의 애로사항으로는 제초작업 31.5%, 병해충 방제 

29.6%, 친환경 농자재 구입․제조 18.5%로 친환경농법의 생산기술

측면의 애로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통측면

의 농산물 판로는 13.0%로 큰 애로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사례지역의 경우 수년 동안 친환경농법의 실천경력에 힘입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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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된 농산물의 판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나 생산기술이 정립되

지 않아 현장에서 제초와 병해충 방제 등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으로는 유통(판

로)지원 53.1%, 생산자재 지원 26.9%, 농민교육 13.3%, 지도자 육성 

6.7%로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보가 관건인 것

으로 제시하 다.

향후 친환경농법 실천면적 증감에 대한 의향과 관련 현행수준 유

지 57.8%, 확대 42.2%로 친환경농업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점

차적으로 친환경농법 실천 면적을 확대해가는 것이 친환경농업 실

천농가 대부분의 견해로 해석된다.

한편 친환경농자재의 가격수준에 대해 비싸다는 견해는 유기질 

비료 91.1%, 토양미생물자재 93.3%, 오리․우 이 등 자재 73.3%, 

병해충방제용 자재는 88.9%로 제시되었으며, 적정하다는 의견은 오

리․우 이 등이 26.7%, 병해충 방제용 자재 11.1%로 자재 73.3%로 

나타나 친환경농법 확산을 위해서는 실천농업인이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친환경농자재의 개발과 공급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45> 참조). 

표 4-45.  친환경농자재의 가격수준 평가

단위: %

농자재 종류 비쌈 적정 저렴

유기질 비료 91.1 8.9 -

오리․우 이 등 자재 73.3 26.7 -

토양개량용 미생물 자재 93.3 6.7 -

병해충방제용 자재 88.9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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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가축분뇨이용 평가 및 유기질비료 사용 의향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경우 가축분뇨 이용에 있어서 애로요인으

로 가축분뇨 제조․살포를 위한 제도구축 미흡 42.4%, 품질․규격의 

신뢰저하 20.3%, 이동․살포의 어려움 13.6%, 악취 10.2% 등으로 나타

나 사례지역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들의 경우 가축분뇨자원화의 활성화

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46> 참조).

Codex 유기생산 지침에 따라 인증 유기농산물 재배의 경우 공장

형 축분퇴비 투입이 금지되는 경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들의 반응

은 유기물 공급의 대안으로 유기축산 단지 조성을 통한 자체조달 

45.3%, 유기재배를 포기하고 무농약 또는 저농약으로 인증단계 하향

조정 30.2%, 다른 농자재로의 대체 22.6%로 나타나, 거의 절반 정도

의 실천농업인은 경종과 축산 부문의 유기적인 순환농업을 통해 유

기농축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46.  가축분뇨 이용에 대한 농업인의 평가

조사항목 농가반응 비중(%)

가축분뇨 이용 애
로사항

① 가축분뇨 제조․살포를 위한 제도 구축 미흡 
② 품질 및 규격이 신뢰하기 어려움
③ 이동 및 살포의 어려움
④ 악취가 심함
⑤ 가격이 비쌈
⑥ 기타(가축분뇨를 구하기 어려움 등)

42.4
20.3
13.6
10.2
6.8
5.2

공장형 축분퇴비 
투입금지시 유기
물 공급 대책

① 유기축산 단지를 조성하여 자체 조달
② 유기재배를 포기하고 무농약․저농약 재배 실천
③ 다른 농자재로 대체
④ 친환경농업 포기

45.3
30.2
22.6

1.9

사례지역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유기질 비료 사용실태를 보면 

유박 40.0%, 퇴비 25.7%, 액비 19.3%, 볏짚 10.7%, 녹비작물 2.1%로 

나타났고, 향후 사용의향에 대해서는 유박 39.3%, 녹비작물 24.3%, 

퇴비 17.1%, 액비 10.7%, 볏짚 7.9%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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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들은 액비 사용을 크게 줄이고 대신 녹비작물을 크게 증가시킬 

의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47> 참조).

표 4-47.  유기질 비료 사용실태 및 향후 사용 의향

구  분 유박 액비 퇴비 볏짚 녹비작물 기타 계

현재 사용 실태 40.3 19.3 25.7 10.7 2.1 1.9 100.0

향후 사용 의향 39.3 10.7 17.1 7.9 24.3 0.7 100.0

3.2. 관행농가의 반응

3.2.1. 조사대상 경 주의 특성

관행농가는 홍성지역과 옥천지역의 농가 중 설문서에 충실하게 

답한 42농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 으며, 조사대상 농가의 경 주

의 특징은 평균 연령은 47.2세, 교육수준은 중졸 정도인 9.8년, 농

경력 22.5년으로 나타났다(관행농가조사표는 「부록 3」참조). 

3.2.2. 친환경농업 실천의향에 대한 평가

조사대상 관행농가 중 친환경농업 실천의향이 있는 농가가 

89.2%로 절대다수로 나타났으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이유로는 

미래농업의 대안 59.5%,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사명감이 18.9%로 

거의 70% 정도가 친환경농업 실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

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부의 화학적 농자재 사용규제와 관련 당연히 수용이 42.4%, 적

절한 보상이 있을 경우 수용이 45.5%로 나타나 관행농가의 환경규

제에 대한 시각은 적절한 보상을 전제로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화학비료 대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51.3%, 유기질비료 외부구입 30.8%, 기타 17.9%로 조사되어 

가축분뇨자원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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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8.  친환경농업 실천의향에 대한 관행농가의 반응

조사항목 농가반응 비중(%)

친환경농업 실천 의향
① 실천의향이 있음 89.2

② 실천의향이 없음 10.8

친환경농업 실천을 
희망하는 이유

① 미래농업의 대안 59.5

②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명감 18.9

③ 주위농가의 권유 13.5

④ 유관기관 추천 등 8.1

정부의 화학자재 사용 규
제에 대한 수용 의사

① 당연히 수용 42.4

② 적절한 보상이 있을 경우 수용 45.5

③ 여건상 받아들이기 어려움 12.1

화학비료 대체를 위한 가
장 좋은 방법

① 가축분뇨 자원화 51.3

② 유기질 비료 외부 구입 30.8

③ 기타(자원을 이용한 자체 제조 등) 17.9

친환경농법전환 의사결정에 있어서 애로요인으로는 판로확보(소

득문제) 28.3%,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부족 18.7%, 제초 및 병해충 

발생(생산량 감소) 14.6%, 의식교육 및 홍보부족 9.6%, 노동력 부족 

8.4%, 마을 공동체의 의사결정 문제가 6.8%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농법 전환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유통 및 가공시설 확

충이 23.7%,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이 19.7%, 정부의 소득지지 

표 4-49.  친환경농법전환 의사결정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농법전환 애로사항 비중(%) 농법전환을 위한 요구사항 비중(%)

판로확보 문제(소득감소) 28.3 유통(판로), 가공시설 확충 23.7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부족 18.7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사업 19.7

제초 및 병해충발생(생산량 감소) 14.6 정부의 소득지지 정책 16.2

의식 교육 및 홍보 부족 9.6 친환경 생산기술 개발․지원 12.1

노동력 부족 8.4 기술교육․정규교육과정 설치 5.6

마을 공동체 의사결정 문제 6.8 친환경농자재 지원 4.0

인증절차 복잡 6.1 농촌관광사업과의 연계활성화 3.0

화학비료 대체 문제 3.5 농민 의식교육 및 지도자 육성 2.9

지도자 육성 문제 2.5 마을 구성원 협의체 구성 지원 2.1

친환경농법 정보 획득 문제 1.5 친환경 인증업무 대행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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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6.2%, 친환경 생산기술개발 및 지원 12.1%, 기술교육 및 정규

교육 과정 설치 5.6%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민들이 주로 농가소

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판

로확보, 생산․유통․가공 기반시설, 소득지지 정책 등이 친환경농

법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인 것으로 판단

된다(<표 4-49> 참조). 

3.2.3. 가축분뇨 이용에 대한 관행농가의 반응

가축분뇨 이용시 관행농가의 애로요인으로는 가축분뇨 제조 및 

살포를 위한 제도구축 미흡 26.3%, 품질 규격이 신뢰하기 어려움 

19.2%, 이동 및 살포의 어려움 24.7%, 악취가 심함 13.1%, 가격이 

비쌈이 10.6% 등으로 나타나서,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분뇨 제조․살포에 관한 규정을 신축적으로 바꾸고, 제도적 뒷

받침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4-50> 참조). 

표 4-50.  가축분뇨 이용에 대한 관행농가의 평가

조사항목 세부항목/농가반응 비중(%)

가축분뇨 이용 
애로사항

① 가축분뇨 제조․살포를 위한 제도 구축 미흡 
② 품질 및 규격이 신뢰하기 어려움

③ 이동 및 살포의 어려움
④ 악취가 심함
⑤ 가격이 비쌈

⑥ 기타(가축분뇨를 구하기 어려움 등)

26.3

19.2

24.7

13.1

10.6

6.1

3.2.4. 친환경농업 실천교육 및 주민갈등해소에 대한 반응

친환경농업 실천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및 갈등 조정방안으로

는 주민 의식교육 확대 45.7%, 주민 협의체 조직 활성화 34.3%, 주

민대상 공청회 활성화 20.2%로 주민 의식교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제시된 의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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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협의체, 공청회 모두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것이 갈등조정의 유

력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표 4-51> 참조). 

임차농의 친환경농업 전환시 애로사항으로는 소유주와 임대료 

조정문제 47.6%, 임대기간의 불확실성 28.6%, 소유주와의 직불금 수

혜 갈등 23.8% 등으로 나타났다. 임차농이 우리나라 농경지의 65%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임차농의 친환경농업 실천은 해당농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소유주와의 임대료 조정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 4-51.  친환경농법 실천 교육 및 주민갈등 해소에 대한 반응

조사항목 농가반응 비중(%)

주민 의견수렴/갈등조정 방안

① 주민 의식교육 확대 45.7

② 주민 협의체 조직 활성화 34.3

③ 주민 대상 공청회 활성화 20.0

임차농의 친환경농업 전환 

애로사항

① 소유주와의 임대료 조정 문제 47.6

② 임대기간의 불확실성 28.6

③ 소유주와의 직불금 수혜 갈등 23.8

3.3. 축산농가의 반응

3.3.1. 조사대상 양축농가의 특성

축산농가 조사는 홍성지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가축

분뇨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건이 되는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

으며, 이 중에서 설문조사를 충실하게 답한 26개 농가를 분석대상으

로 선정하 다. 경 주의 특징은 평균 연령은 49.8세, 교육수준은 11.9

년, 축산업 경력 17.5년, 가구당 평균사육두수는 모돈 214두, 비육돈 

2,182두, 평균 축사면적은 모돈 284평, 비육돈 580평으로 나타났다(축

산농가조사표는 ｢부록 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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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가축분뇨처리 실태 

조사대상 양돈농가의 가축분뇨처리 방식을 보면 퇴비화 34.9%, 

액비화 32.3%, 자체정화처리 11.3%, 퇴비공장 처리 3.8%, 해양투기 

14.5%로 퇴비화와 액비화를 통한 자원화 방식이 71%를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자원화 이용방식에 있어서 자가이용이 13.5%, 군지

역내 이동 63.4%, 군외 타지역이동 23.2%로 자원화 방식으로 처리

된 물량의 76.9%는 홍성군 지역 내에 투입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양돈농가의 톤당 평균처리비는 9,500원, 최대지불가능

액은 18,000원 정도이고, 현행 분뇨처리비의 비중은 생산비의 7.3%

를 차지하고, 최대지불 가능액 기준으로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약 9%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양축농가의 분뇨처리시 애로사항으로는 처리비용 및 

시설비가 많이 든다가 50.2%, 악취가 심함이 9.8%, 살포경지 확보의 

어려움이 9.3%, 가축분뇨처리 제도가 미흡하다는 견해가 8.6%로 나

타나서, 축산농가는 경종농가와는 달리 가축분뇨 처리의 제도적 문

제보다는 고가의 시설투자 및 유지비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4-52> 참조).

표 4-52.  양축농가의 분뇨처리시 애로사항

조사항목 응답비중(%)

① 시설비․유지비와 처리비 과다

② 악취가 심함

③ 살포 경지 확보가 어려움

④ 가축분뇨 처리제도 구축 미흡

⑤ 가축분뇨 처리시스템의 불안정

⑥ 기타(품질 및 규격 미흡 등)

50.2

9.8

9.3

8.6

7.2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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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양축농가의 사육두수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면적에 비

해 적당한 편이라는 응답이 75%, 면적에 비해 많은 편이 16.7%, 면

적에 비해 적은 편이 8.3%로 대부분의 양축농가는 축사 및 가축분

뇨처리 시설면적에 적절한 사육두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답하

다. 향후 가축사육 의향에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 61.5%, 사육

규모를 증가시킬 것이다 23.1%, 사육규모를 줄일 것이다 15.4%로 

약 85%의 양축농가는 사육두수를 현상태로 유지하거나 증가시킨다

는 입장이어서 물질균형에 입각한 가축사육두수 감축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홍성군 지역의 가축사육두

수를 감축시키는데 대한 양축농가의 반대 입장이 강할 것으로 추측

된다.

가축사육두수 감축방식에 대한 입장은 자발적인 감축과 적절한 

보상이 65%, 농가별 사육한도 설정과 사육권 거래방식이 24.1%로 

나타나 양축농가의 대부분은 적절한 보상을 전제로 한 자발적인 참

여 방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53> 참조).  

표 4-53.  양축농가의 가축사육에 대한 견해

조사항목 농가반응 비중(%)

사육두수 적정여부

① 시설면적에 비해 많은 편 16.7

② 시설면적에 비해 적당한 편 75.0

③ 시설면적에 비해 적은 편 8.3

향후 가축사육 의향

① 사육규모를 늘일 것임 23.1

② 사육규모를 줄일 것임 15.4

③ 현 상태를 유지함 61.5

사육두수 감축방식

① 자발적인 감축과 적절한 보상 65.5

② 농가별 사육한도 설정 및 가축사육권 거래 24.1

③ 엄격한 규제에 의한 감축 3.4

④ 기타(사육감축 거부 등)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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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학비료 대체에 대한 농가의향 분석

4.1. 농가의향 분석방법

본 절에서는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유기질비료의 사

용가능성을 추정한다. 다시 말하면 비시장재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16을 이용하여 관행농가가 화학비

료를 가축분뇨 및 유기질비료로 대체하는데 필요한 화학비료 가격변

화에 대응한 반응을 분석한다.

생존분석은 동물실험 또는 인간의 임상실험에서 얻어지는 수명 

즉 생존시간(연구가 시작된 시점부터 특정한 반응(사망)이 관측될 

때까지의 기간)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구체적

인 함수형태를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WTP의 분포형태를 가정할 필

요가 없이 자료가 지닌 특징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7  

4.2. 생존분석에 의한 지불의사액 추정

생존분석에 의한 구체적인 추정방법에는 Turnbull(1976)에 의해 

제시되고 Habb와 McConnell(1997)에 의해 정리된 Turnbull분포 방법

16
이선선택형식에서 응답자의 WTP를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확률효용함수를 기초로 하는 Hanemann(1984)의 효용격차모형(The 

Utility Difference Model)과 지불의사액 함수를 기초로 하는 Cameron 

(1988)의 모형(The Variation Function Model) 그리고 생존함수를 기초

로 하는 Carson(1985)의 생존분석이 있다. 각각의 모형들은 장단점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함수형태를 가정할 필요가 없는 생존분석을 이용

하여 화학비료 대체거부의 지불의사액(대체 수락의사액)을 추정하 다. 
17
 이하의 상세한 설명은 허명회･박미라(1991), 栗山浩一･北畠能房･大島

康行(2000), 이상 ･신용광･김 (2004)을 참조로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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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이 이용된다. 이 방법에서는 이선선택방식에서 제시액과 이에 

대응한 수락확률곡선(생존함수라고도 불림)이 구해지면 이를 기초로 

모집단의 WTP 평균값이나 중앙값을 추정할 수 있다.

제시액이 T1,  T2, ,Tj인 경우에 응답자의 WTP가 제시액의 구간

[Tj− 1,   T j  ]에 포함될 확률을 S1,  S2, , Sj+1이라고 가정하면, 이 식은 다

음과 같이 표현된다.

Sj= P (Tj−1 WTP ≤ Tj )     (4.6)

이때 응답자는 대부분 T1,  T2, ,Tj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응답하

지만 최대제시금액 Tj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Tj+1 = ∞라고 
가정한다. 

응답자가 제시액을 수락할 누적분포확률(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을 Fj라고 가정하면 이는 식(4.7)과 같다.

Fj=P (WTP ≤ Tj)     (4.7)

예를 들어 2단계 이선선택모형에서 제시액 T2에서 No, T1에서 

No인 응답자수를 N1, 제시액 T2에서 No, T1에서 Yes인 응답자수를 

B1, 제시액 T2에서 Yes, T3에서 Yes인 응답자수를 Y3, 제시액 T2에

서 Yes, T3에서 No인 응답자수를 B2라고 가정하면 대수우도함수는 

식(4.8)과 같다.

lnL= (N1 lnF1 +N 2 lnF2+ )   

+      B2 ln (F2−F1 ) +  B3 ln (F3−F2 ) +

+ Y3 ln (1 − F3 ) +  Y4 ln (1− F4 )          (4.8)

상기 식을 미분하여 F(F1∼ Fn )  을 구하고 수락확률곡선을 추정

할 수 있다. 

WTP의 평균값은 하한평균값, 상한평균값, 중앙평균값으로 불리

는 값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앙평균값을 이용하 다. WTP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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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값은 구체적인 수치를 결정할 수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수락

확률이 0.5가 되는 금액을 포함한 제시액에 의한 구간을 제시한다.

Turnbull법의 특징은 제시금액 사이에 WTP가 제시될 확률을 추

정하고 각각의 제시액에 대한 수락확률을 구할 경우 이들의 정보나 

제시금액 전후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관행농가 42농가에게 직접면담조사 방

법을 조사되었다. 질문방법은 화학비료를 유기질비료로 대체할 의향

에 대하여 이선선택형태로 질문하 으며 이 가운데 유효표본 31명

을 대상으로 분석에 이용하 다. 

4.3. 생존분석에 의한 분석결과

Turnbull법을 이용하여 화학비료 대체 수락의사의 생존확률과 생

존확률도를 구하면 <표 4-54>와 <그림 4-20>이다. 

표 4-54.  Turnbull법에 의한 생존확률

제시금액 범위
생존확률 t값 P값

하한값 상한값

0 500 0.857 8.49 0.000
**

500 2000 0.714 5.91 0.000**

2000 4000 0.571 5.26 0.000**

4000 4000 0.429 4.20 0.000
**

4000 6000 0.286 2.86 0.009**

6000 8000 0.143 1.89 0.073

8000 +∞ 0.000

샘플수 31

대수우도 -43.91

주: **는 1% 유의수준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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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확률(대체거부)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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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Turnbull법에 의한 생존확률도

생존확률과 생존확률도를 이용하여 수락의사액을 계측한 결과는 

<표 4-55>와 같다. 계측결과 관행농가의 50%가 화학비료를 유기질

비료로 대체할 경우의 화학비료 가격은(중앙값)은 20kg당 4,000원~ 

6,000원인 것으로 계측되었다. 이 금액은 현재의 화학비료가격이 

20kg당 5,800원임을 가정할 경우에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실적으로 관행농가가 화학비료를 유기질비

료로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농가가 

화학비료를 유기질비료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양자간에 2배 이상의 

가격차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후 친환경농업체제

로의 전환에 필요한 유기질비료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격

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의 정비가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55.  Turnbull법에 의한 대체 수락의사액

구  분 WTP

중앙값의 범위 4,000원 ∼ 6,000원

평균값 4,0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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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성 분석

사례지역의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과 관련한 경제 분석은 크

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다. 

첫째는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경제적 외부효과에 관

한 분석이다. 이를테면 친환경농업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화학비료의 

감축에 따른 효과, 농업환경요소(토양, 물, 생물다양성 등)의 경제적 

효과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에 관한 분석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환경 

개선의 경제적 효과 계측으로 국민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신뢰확보

의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는 친환경농업체제로 전환됨에 따른 경제성 분석이다. 즉,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친환경농법을 도입하여 농을 하

는 경우 기존 관행농법에 비해 어느 정도의 생산비가 더 투입되는지

와 경 비와 소득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이

러한 분석 결과는 친환경농법으로 전환할 때 농가들의 위험 및 불확

실성에 대한 의사결정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의 친환경농

업체제로 전환됨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사례지역의 투입-산출에 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1차년도

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배부하여 회수한 농장부와 추가로 조

사된 친환경농업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소득분석을 실시하 다. 

홍성지역의 경우 평균 약 6~7년 정도의 친환경농업 실천경력을 

가진 반면, 청성면의 경우는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사업이 시작된 

2002년부터 약 2년의 친환경농업 실천경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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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단보당 쌀 생산비는 청성면 산계리의 경

우 698천원으로 나타났고, 홍동면의 경우 749천원으로 나타나 일반

농법의 생산비인 593천원보다 1.2~1.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그러나 사례지역의 경우 지자체나 정부로부터 홍동면은 약 42천

원, 산계리는 약 71천원 정도의 친환경농자재 및 유기질 비료 등을 

지원받기 때문에 순수하게 농가가 부담하는 생산비는 더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경 비는 청성면 산계리

의 경우 유기질비료비, 환경농자재비 등이 관행농법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아 청성면 산계리의 경우 단보당 경 비는 424천원으로 나

타났고, 홍동면의 경우 유기질비료, 노력비 등이 높아 396천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농법의 경 비 대비 친환경농법 경 비는 129∼

13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56> 참조).

친환경농산물의 농가수취가격(정곡 80kg 기준)은 청성면의 무농

약재배 인증의 경우 193천원으로 나타나 관행농법에 비해 가격 프

리미엄이 18.4%로 나타난 반면, 홍동면 유기재배 인증의 경우는 234

천원으로 가격 프리미엄이 4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동면 지역의 경우 친환경농법이 정착되었고 홍동농협의 수매와 

생협 등과의 직거래망 확보 등으로 계약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어 농

가 수취가격이 높은 반면, 청성면 지역의 경우 친환경농업실천 경력

이 낮고 판로 확보가 아직 잘 이루어지 않아 농가 수취가격이 상대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실천농가의 조수입은 생산된 농

산물의 판로와 판매단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단수(kg/단보)는 적용농법, 실천경력 및 

기술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나, 유기농법을 실천하는 홍동면

의 경우는 농법이 안정기에 접어들어 관행농법의 89% 수준인 549kg

으로 나타났고, 산계리의 경우도 무농약농산물 인증 1년차인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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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kg에 비해 약간 증가하여 관행농법의 88.5% 수준인 543kg으로 

나타났다. 

표 4-56.  사례지역의 친환경쌀 재배의 경 성과 비교

단위: 천원/10a

구  분 홍동면 청성면(산계리) 전국(관행)

조수입(A) 1,173 957 917

단수(조곡, kg) 549 543 613

가격(원/kg) 2,136 1,762 1,463

가격(원/80kg, 정곡기준) 234 193 163

생
산
비
(D)

경

비
(C)

종묘비 13.3 10.6 10.5
비료비 30.6 43.0 25.0
 - 무기질비료비 - 15.0 19.7

  (무기질비료 지원) - (12.0) -
 - 유기질비료비 30.6 28.0 5.3

  (유기질비료 지원) (16.0) (11.2) -
병해충방제비 2.8 8.6 29.2
환경농자재비 77.2 62.6 -

(환경농자재 지원) (26.0) (47.6) -
농구비 90.3 88.2 97.8
농광열수리비 3.2 3.6 3.7

기타재료비 5.1 5.1 5.4
고용노력비 10.9 16.8 18.4
위탁 농비 40.1 37.8 10.4
농시설비 1.3 2.4 1.5

임차토지용역비 95.3 97.9 103.8
소  계 396.0 424.6 305.7
자가노력비 188.7 102.5 107.7
자기토지용역비 138.8 139.6 151.2
자본용역비 25.3 31.3 28.1
계 748.8 697.6 592.7

정부․지자체 지원 총액 (42.0) (70.8) -
순수부담 생산비 706.8 626.8 592.7

소  득
지원액 제외 776.5 532.7 611.6
지원액 포함 818.5 603.4 611.6

순소득
지원액 제외 423.7 259.2 324.6
지원액 포함 465.7 330.0 324.6

소득률(%)
지원액 제외 66.2 55.7 66.7

지원액 포함 69.8 63.1 66.7

주: 사례지역 생산비 조사결과는 2004년 기준 홍동면 18개 유기재배 농가와 
청성면 16개 무농약재배 농가의 생산비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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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법 실천농가의 단보당 소득은 산계리의 경우 생산비가 

높은 반면 농가 수취가격이 낮아 관행농법의 87.1% 정도인 533천원 

정도이나, 홍동면의 경우 생산비는 높지만 농가 수취가격도 높아 관

행농법보다 1.27배 정도 높은 수준인 약 777천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받은 친환경농자재비 및 유기

질비료비 등을 제외하면 농가 소득은 홍동면의 경우 819천원으로 

증가하고, 산계리의 경우도 603천원으로 증가하여 관행농법의 소득

과 비슷하거나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보당 순소득의 경우 친환경농법 실천의 초기 단계에 있는 청성

면은 약 259천원으로 관행농법의 79.7% 수준에 불과한 반면, 친환경

농법 정착 단계에 있는 홍동면의 경우는 약 424천원으로 오히려 일

반농법보다 약 1.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년차를 기준으로 농가를 구분하여 

연차별 소득을 추산한 결과, 홍동면 사례지역의 경우 인증 1년차와 

2년차의 소득수준은 각각 459천원, 522천원으로 관행농가 612천원에 

비해 각각 153천원, 89천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차 이후 관

행농법의 소득을 능가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성면 

산계리 사례지역의 경우 인증 1년차 소득수준이 397천원으로 관행

농가 612천원에 비해 214천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년차와 3년

차에 관행농가 대비 소득격차가 각각 151천원, 45천원으로 줄어들어 

4년차에 이르러 관행농법의 소득을 능가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그림 4-21> 참조).18  

홍동면 사례지역의 경우 이미 저농약 및 무농약농법을 3년 이상 

18 연차별 소득은 동일한 농가를 매년 조사하여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

나 연구 기간의 한계로 인해 사례지역 농가를 친환경농산물 인증년차

별로 구분하여 연차별 소득을 추산하 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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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한 이후에 유기농법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무

농약농법을 위주로 하는 초년도 소득 평균이 청성면 산계리에 비해 

약 15.6%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지역별로 소득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친환경농업을 실천

한 이후 3∼5년간의 정착 단계에 이르는 경우 관행농업과 유사한 소

득 수준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정착하는 

시점인 약 3∼5년 동안의 이행기간에 대한 적절한 소득보상 등의 인

센티브 부여와 생산된 농산물을 차별화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의 구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21.  사례지역 농가의 연차별 쌀 소득차이 분석

350.0

450.0

550.0

650.0

750.0

850.0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홍동면 청성면 관행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소  득

관  행 612 612 612 612 612 612 612

홍동면 459 522 622 704 765 789 801

청성면 397 461 567 655 727 754 773

관행대비 

소득격차

홍동면 -153 -89 11 93 153 178 190

청성면 -214 -151 -45 44 116 142 161

천원/10a

홍동면 청성면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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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친환경농업체제 전환을 위한 추진전략

지금까지 친환경농업체제 전환을 위한 기술적․환경적․사회경

제적 분석을 기초로 사례연구를 시도하 다. 제5장에서는 사례분석 

결과를 기초로 시스템 전환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의 기본방향과 

｢전략분석-전략선택-전략실천｣의 3단계로 나누어 전략을 제시하

다. 전략분석에서는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내부적 역량 및 외부적 여

건 분석을 종합하여 SWOT 분석과 사례지역의 양분수지 분석을 기

초로 물질균형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제시하 다. 전략

적 선택에서는 인식전환, 인프라구축, 지원․규제․보상의 정책프로

그램 추진체계와 여러 가지 농업환경정책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AHP 분석기법을 적용하 다. 실천전략에서는 실행프

로그램 우선순위에 따라 인프라 구축, 지원․규제․보상의 정책결

합, 제도적․법적 지원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 다. 

끝으로 사례지역의 물질균형 달성을 정책목표로 친환경농업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프로그램(기존프로그램과 신규프로그램)

에 소요되는 추진단계별(2005∼2014) 개략적인 정책비용을 산정하여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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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수립의 접근방법

1.1. 전략수립의 기본방향

친환경농업시스템 전환과 관련 전략수립(strategy formulation)은 

국가적인 관점에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종합

적인 활동계획이라 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체제 전환의 비전은 농업

과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국민(현세대와 미래세대 포함)의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하 다(<그림 5-1> 참조). 즉 친환경농업체제 전환을 

통해 농업을 저비용으로 국토를 관리․보전함으로써 깨끗하고 아름

다운 강산을 유지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국토관리 생명산

업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표로는 농업환경

자원의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통한 물질균형 달성, 생태계 보전,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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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친환경농업체제 전환의 비전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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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의 안전성 확보, 농가의 수익성 유지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환경규제 및 보상시스템 등 

적절한 정책결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체제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추진전략 수립을 위해

서는 우선 농업부문의 환경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이

루어져야 한다. 시스템 전환의 주요과제는 어떻게 하면 농업부문의 

활동이 자연자원, 서식처, 생물학적 다양성, 경관 등을 손상시키지 

않고 지속적인 수익성이 유지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느냐 

하는데 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수립의 

기본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로 설정하 다. 

첫째, ｢감축(Reduced) ↔ 재활용(Recycled) ↔ 재사용(Reuse)｣등 

3R을 기초로 한 지역단위 자연순환형 농업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해야 한다.

둘째, 농업생산 측면에서 ‘최대시스템’에서 환경용량을 고려한 

‘최적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최대생산을 통한 생산성 증대 

중심에서 지역단위(필지단위) 농업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생산 

체제로 전환토록 해야 한다. 

셋째, 농업환경자원에 관한 과학적인 분석을 기초로 한 정책프로

그램 개발과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지원, 환경규제와 

규제에 대한 보상 수단 간에 적절한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친환경농업 추진과 관련된 주체인 ｢농업인-소비자-연구

자-정책담당자｣간의 적절한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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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략수립 체계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전

략적 분석, 전략적 선택, 전략 실천 등 3단계로 나누어 접근될 수 있

다(<그림 5-2> 참조).

그림 5-2.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전략수립 체계

외부여건 비전․목표설정 내부자원

전략적 분석

전략적 선택 전략 실천

정책대안 개발․평가

최적전략의 선택

인적자원

인적시스템

세부실행

프로그램

물적자원

배분

전략적 분석(strategic analysis)에서는 내부자원 역량과 외부환경 

여건에 관한 분석을 기초로 SWOT 분석을 통한 농업환경관리 측면

에서의 문제점 진단과 물질균형 분석을 통해 지역단위 환경관리목

표를 설정한다.19 SWOT 분석은 내부자원의 강점(S)과 약점(W)을 파

악하고 외부환경의 기회(O)와 위협(T) 요인을 분석한 후 전략적 대

19
 SWOT(Strengths, Weakness, Opportunity, Threats, SWOT) 분석은 전략

수립 단계에 있어서 내외부적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 분

석의 장점은 내부와 외부적 여건을 동시에 판단할 수 있고,  강점․약

점․기회․위협 요인 등이 간단명료하게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 

파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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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전략수립을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내부역량 분석의 경우 경제적 수익성 분석(profitability analysis), 핵

심역량분석, 조직진단, 벤치마킹 등을 적용할 수 있고, 외부분석의 

경우 물질균형 분석, 기술동향 분석, 시나리오 기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20  

강점(S) 약점(W)

기회(O) 위협(T)

내부분석
- 수익성분석
- 벤치마킹

외부분석
- 물질균형분석
- 기술수준분석
- 시나리오분석

전략선택

그림 5-3.  SWOT 분석의 구성 체계

전략적 선택(strategic choice)에서는 전략적 분석을 통해 제시된 

결과를 기초로 주어진 여건 하에서 목표달성을 위해 실현 가능한 전

략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평가함으로써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고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시한다.  

전략 실천(strategy implementation)에서는 전략적 분석과 전략적 

선택에서 제시된 내용의 종합적 분석․평가를 통해 선택된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배분에 기초한 인프라 구축, 지원․

규제․보상을 위한 세부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20
 전략수립을 위한 분석기법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이승주(2004, 37-86)

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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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분석

2.1. SWOT분석

환경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적 분석을 위해서 우선 제4장

의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자원 및 외부여건 분석과 위협과 

기회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통해 사례지역의 SWOT 분석을 시도하

다.

홍동저수지 유역의 경우 강점으로는 민간주도형 친환경농업 실

천으로 확고한 환경친화적 경 마인드 보유, 대표적 친환경농업 단

지로서의 이미지 보유,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 확산, 풀무생협을 통

한 판로망 구축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보, 리더십을 지닌 지도자

와 젊은 인력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약점으로는 축산에 의한 오염

부하가 홍동저수지 및 주변 하천 수질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의 가축사육두수 감축 의지나 환경개선 

의지가 미흡한 점, 관행농가의 친환경농업 실천의지 및 화학비료 대

체 의지가 미흡한 점, 친환경경종-축산농가 연계 부족으로 가축분뇨 

자원화가 미흡하고 유기질비료의 외부구입이 늘어나고 있는 점 등

으로 파악되었다(<표 5-1> 참조).

홍동지역의 기회요인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수요 확대, 

국내외적인 친환경농업 실천 필요성 인식 증대, 친환경농업과 생태관

광의 이벤트 증가, 녹색경  마인드를 지닌 청장년층의 참여 확대, 

축산업등록제 및 친환경축산직불제에 대한 축산농가 참여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위협요인으로는 가축사육두수 증대에 따른 오염부

하가 더욱 가중될 가능성, 주요 관개용수인 홍동저수지 유역 수질악

화에 따른 친환경농업 지역으로서의 이미지 훼손 우려, 농업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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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임차농 증가 우려 등을 들 수 있다.  

표 5-1.  홍동저수지 유역의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SWOT 분석 

 ￭ 강점(Strengths)  ￭ 약점(Weakness)

‧ 민간주도형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친환경
농가의 확고한 환경친화적 경  마인드 
보유
‧ 친환경농법 실천기술 보급 확산
‧ 풀무생협 등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직거
래 및 농협-유통업체-생산자간의 3자 계
약제를 통한 판로망 구축
‧ 친환경농업 판로 확대로 친환경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 확보
‧ 친환경농업 선도자와 젊은 노동력을 중
심으로 한 마을 조직체 운  활발
‧ 지속적인 생산자-소비자 교류 증대로 홍
동면 친환경농업 단지의 이미지 구축

‧ 홍동저수지 및 주변 하천의 수질 불량
‧ 대규모 축산업에 따른 가축 분뇨 발생 및 
부적절한 처리로 인한 환경부하 심각
‧ 축산농가의 가축사육두수 감축 필요성 
인식 및 환경개선 의지 미흡
‧ 기존 관행농가의 친환경농업 실천의지 
및 화학비료 대체 의지 미흡
‧ 지자체의 친환경농축산업 관련 기술보
급․농가의식 교육 투자 부족
‧ 친환경경종-축산농가 연계 부족으로 지
역내 가축분뇨 자원화 미흡 
‧ 친환경농가의 주요 유기질비료 외부구입 의존
‧ 오리농법 위주의 단일 친환경농법 실천

 ￭ 기회(Opportunities)  ￭ 위협(Threats)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수요 확대
‧ 국제적/국가적/지역적 환경 기준 강화로 인한 
지역내 친환경농법 실천 필요성 인식증대
‧ 환경농업을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
‧ 환경경  마인드를 가진 청장년 농업경

자의 참여 확대 가능성
‧ 풀무학교를 통한 친환경농업 실천교육 
및 녹색경 체 양성 활성화
‧ 친환경농업 관련 지자체 및 관련단체의 
관심과 지원 증가 추세
‧ 축산업등록제 및 친환경축산 직불제 실시
를 통한 친환경축산농가 참여 확대

‧ 부적절한 가축 분뇨처리에 따른 환경부
하 증가로 수질오염 심화 가능성
‧ 관개용수인 홍동저수지 유역 수질악화와 
가축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친환경농업 
지역으로서의 이미지 훼손 우려
‧ 중장기적으로 노동력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심화
‧ 지역 내 부재지주 증가에 따른 임차농가 
증가 우려
‧ 유기농업의 공장형 축분사용금지로 인한 
유기농가의 지역 내 가축분뇨 자원화 활
성화 저해

보청천 유역의 강점은 양호한 수질 및 수려한 자연환경조건에 따

른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입지적인 유리성, 수변구역으로 물이용 

부담금의 재원활용, 친환경농업마을조성사업을 통한 기술적․경제

적 지원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친환경농법 실천교육, 정보획득 

기반, 판로구축, 젊은 인력 확보, 친환경농자재 확보 등 친환경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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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고, 이에 따라 농가 소득이 불안

정한 점 등의 약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5-2> 참조).

표 5-2.  보청천 유역의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SWOT 분석 

 ￭ 강점(Strengths)  ￭ 약점(Weakness)

‧ 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입지적 유리성 
확보(수질, 자연환경조건 등)
‧ 보청천 유역 농업용수의 수질양호
‧ 경종농가의 친환경농업 실천의 필요성 
인식 강함
‧ 친환경농업마을조성사업 지구 선정으
로 기술적․경제적 지원 확대
‧ 수변구역으로 물이용부담금 배분에 따
른 환경자재 지원 등 친환경농업 지원 
확대
‧ 환경친화적 농업경 에 있어서 중소규
모가족경 의 유리성 

‧ 친환경농법 실천교육, 정보획득 기반 취약
‧ 지자체의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프로그
램 미흡
‧ 젊은 노동력 부족에 따른 친환경농업 추진
을 위한 인적 기반 취약
‧ 친환경농산물 판로망 구축 미흡
‧ 친환경농업 미정착에 따른 소득불안정
‧ 친환경농업 실시경험 및 기반이 약해 병충해, 
기후변화 등에 대한 대처능력 낮음
‧ 가축분뇨 공급량 부족으로 유기질비료의 
외부 의존도 높음
‧ 대부분의 농경지가 사질토로 이루어져있
어 양분유출 방지에 취약

 ￭ 기회(Opportunities)  ￭ 위협(Threats) 

‧ 보청천 유역의 자연환경 청정지역의 이
미지 부각 및 녹색관광과 연계가능성
‧ 지자체의 친환경농업 지원 증가 추세
‧ 국제적/국가적/지역적 환경 기준 강화
로 인한 지역내 친환경농법 실천 필요
성 인식증대
‧ 지역 친환경농산물 브랜드(향수쌀) 개발
‧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보 및 수요증대 가능성
‧ 환경경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의 리더
십 증대
‧ 주민 협의체 및 농조직 활성화

‧ 친환경농업마을조성사업 만료 이후 계속
사업 부재로 인한 친환경농업 참여 농민의 
이탈 우려
‧ 농업노동력의 고령화 가속에 따른 노동력 
부족 가중
‧ 지역 내 부재지주 증가에 따른 임차농가 
증가 우려
‧ 보청천 상류 보은군 지역의 축산업 확대로 
인한 보청천 수질 악화 우려
‧ 유기농업의 공장형 축분사용금지로 인한 
유기농법 활성화와 지역내 가축분뇨 자원
화 활성화 저해

보청천 유역의 기회요인으로 청정지역의 이미지와 연계된 그린 

투어리즘 확대 가능성, 친환경농산물 브랜드 개발, 친환경농산물 판

로확보 및 수요증대 가능성, 환경경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의 리더

십 증대 및 주민협의체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친환경농업마

을조성사업 이후 계속사업 부재로 인한 친환경농업 참여농가의 이

탈 우려, 농업인구의 고령화 및 임차농 증가 등을 친환경농업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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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저해시키는 위협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친환경농업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두 사례지역 모두 강점과 기

회 요인을 최대한 살리는 강점-기회전략(SO전략), 약점과 위협요인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약점-위협전략(WT전략)이 유력한 대안이다. 이

밖에도 강점을 가지고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강점-위협전략

(ST전략),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로 살리는 약점-기회전략(WO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2. 시나리오 분석

사례지역의 물질균형 달성을 위해 홍성군 지역의 경우 세 가지 시

나리오, 옥천군 지역의 경우 한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분석을 시

도하 다. 홍성군 지역의 경우 물질균형 정책변수로 돼지사육두수 감

축, 화학비료 감축, 가축분뇨 정화처리 확대, 가축분뇨 자원화(퇴비

화․액비화)를 통한 외부이동 확대 등으로 설정하 다(<표 5-3> 참조). 

첫째, ｢시나리오 1｣은 가축사육두수(돼지 기준)를 30% 감축하고, 

양돈분뇨 발생량의 15%를 정화처리하며, 돼지 15만두의 분뇨를 서산 

AB지구 등 타지역으로 이동시키고, 화학비료 사용량(성분량 기준)을 

질소 50%, 인산 30%까지 감축하는 경우 작물 양분요구량 대비 총양

분수지는 질소 141.1%, 인산 109.4%로 나타났다. 

둘째, ｢시나리오 2｣는 가축사육두수(돼지 기준)를 30% 감축하고, 

양돈분뇨 발생량의 20%를 정화처리하며, 돼지 10만두의 분뇨를 서

산 AB지구 등 타지역으로 이동시키고, 화학비료 사용량을 질소 

60%, 인산 40%까지 감축할 경우 양분수지는 질소 147.9%, 인산 

111.7%로 나타났다. 

셋째, ｢시나리오 3｣은 가축사육두수(돼지 기준)를 30%까지 감축

시키고, 양돈분뇨 발생량의 20%를 정화처리하며, 돼지 15만두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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뇨를 서산 A․B지구(간척농지 지역)로 이동시키고, 화학비료 사용량

을 질소 50%, 인산 30%까지 감축하는 경우 양분수지는 질소 

133.4%, 인산 105.3%로 나타났다.

표 5-3.  사례지역 양분수지 감축 시나리오
단위: %

구  분
돼지사육
두수 
감축률

화학비료 
감축률

정화처리
비중

퇴․액비
외부이동 
비중

양분수지

홍

성

군

현재 - - 11.2
돈분퇴비 20
돈분액비 10
계분   80

질소 207.1

인산 234.3

시나리오 1 30 50 11.2
돈분퇴비 50
돈분액비 50
계분   80

질소 108.7

인산 131.2

시나리오 2 30 50
16.8

(50%증가)

돈분퇴비 40
돈분액비 40
계분   90

질소 108.8

인산 129.4

시나리오 3 40 50
20

(78%증가)

돈분퇴비 50
돈분액비 50
계분   90

질소 95.0

인산 110.0

옥
천
군

현재 - - - -
질소 137.1

인산 151.7

시나리오 1 - 30 - -
질소 103.4

인산 121.3

따라서 홍성군의 양분수지 달성을 위해서는 돼지 적정사육 두수 

30∼32만두 목표로 설정하면 30% 감축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이와 

더불어 돼지 10∼15만두에서 발생하는 발생량을 타지역으로 이동시

키고 화학비료(질소와 인산) 사용량(성분량 기준)을 30∼60% 정도 

줄여야만 물질균형을 거의 달성하여 환경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옥천군의 경우는 지역단위 환경용량에 비해 가축사육두수

가 적어 가축분뇨에 의한 양분발생량이 작물양분요구량의 30%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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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못하는 반면, 화학비료 충족도는 양분요구량 대비 평균 99%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현행 수준보다 화학비료를 30% 정

도 감축하여 부족분을 가축분뇨 자원화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나

리오 1」로 상정할 경우, 총양분충족도는 질소 103.4%, 인산 121.3%

수준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옥천군은 화학비료 투

입량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면 단기간에 물질

균형을 달성하여 환경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 전략적 선택 

3.1. 프로그램 추진체계

친환경농업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수립의 프로그램 추진 체계는 

<그림 5-4>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우선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위

한 적극적 농업환경자원관리라는 측면에서 인식의 대전환을 전제로 

한 전략적 선택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인력, 기술, 정

보, 시장조성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인력육성과 관련 그린

경 체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인력(농업

인, 지자체 공무원, 시군의원 등)의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한 의식전

환이 중요하다.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해당지역의 농업환경여건에 

적합한 최적자원관리방안(Best Management Practices, BMP)과 자연

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종-축산 연계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단위 농업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

한 농업환경지표의 개발 및 관련 지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를 

기초로 한 농업환경지도 작성에 관한 프로그램도 추진되어야 할 것

이다. 이밖에도 친환경농산물이 차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유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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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및 마케팅 프로모션 전략이 개발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으로는 앞에서 제시

된 바와 같이 적절한 정책결합이 관건이므로 지원․규제․보상의 

정책프로그램의 개발과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수

단, 규제적 수단과 상호준수제도에 관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한다. 실천전략의 실제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생산규모와 생

산방법 전환을 위한 규제․보상․지원의 정책프로그램과 기술, 인

력, 정보, 시장조성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이 필요하다. 

그림 5-4.  전략적 선택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체계

관
련
주
체
 
네
트
워
크

구
축

▪BMP 작성․보급
▪자연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 

▪그린경 체 교육․훈련
▪지도인력의 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의식전환 

▪지역단위 농업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D/B구축, 농업환경 오염도 작성

▪차별적 유통시스템 구축 
▪친환경농산물 마케팅 프로모션

지원․규제․보상

인식전환
▪친환경농업개념의 재정립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위한 적극적 농업자원환경 관리

인프라구축

▪보조금 지원, 환경세․부과금 부과 
▪가축사육두수할당제, 폐업보상 등

▪가축사육 도제한, 가축분뇨살포기준
▪화학비료등록제, 오염총량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 
▪메뉴방식 친환경직불제

제
도
적 
․
법
적 

지
원
체
계

구
축

정보

기술

인력

시장조성

경제적수단

규제적수단

상호준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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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친환경정책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결정

3.2.1.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AHP 활용과 분석절차

친환경농업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수단은 제3장의 <표 3-3>에

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하며, 개별 정책수단은 효율성, 효과성, 시

행가능성, 정치적수용성 등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다. 정책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정책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계층분석 의사결정과정(AHP)을 적용하 다.  

AHP분석은 목표들 사이의 중요도(weight)를 계층적으로 나누어 

파악함으로써 각 대안들의 중요도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고정비용이

나 유동비용과 같은 정량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자료도 동

시에 고려하는 특징이 있다.21 

AHP분석을 이용하여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일반적으로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 의사결정문제의 계층화

의사결정 문제를 서로 관련된 의사결정사항들의 계층으로 분류하

여 의사결정계층(Decision Hierarchy)을 설정한다. 이 단계에서는 문제

의 각 요소를 최종목표, 평가기준, 대체안으로 분류하여 여러 의사결

정 사항들을 계층화하는 단계이다. 계층의 최상층에는 가장 포괄적인 

21 Saaty에 의해 개발된 계층분석 의사결정과정은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간의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계량

화가 곤란한 문제나 애매한 상황 하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AHP의 기본개념, 이론적 기초, 적용절차, 응용분

야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조근태, 조용곤, 강현수(2003)에 잘 제시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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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의 목적이 설정되며, 그 다음 계층들은 의사결정의 목적에 

향을 미치는 비교 가능한 다양한 속성들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계층의 최하층은 선택의 대상이 되는 의사결정대안들이 구성된다. 이

러한 평가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AHP에서는 항목간에 독립성이 유

지되고, 상위항목에 대한 하위요인의 종속성이 확보되고, 처리가능한 

항목의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상호배타성｣, ｢완전결합성｣, ｢처리성｣

이라는 평가기준선정의 기본원리에 따라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정책의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그림 5-5>에 

제시된 바와 같은 다단계 계층구조로 설정하 다.

최종목표 농업환경정책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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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친환경농업체제 전환을 위한 정책수단의 계층구조

농업환경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기준으로는 제3장에서 제시

한 효과성, 효율성, 시행가능성, 정치적수용성을 고려하 다. 정책의 

효율성은 투입(비용)에 대한 산출(편익)비율을 평가하는 항목이며, 

효과성은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또한 시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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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은 정책참여에 대한 감시･인가 등 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며, 정치적 수용성은 정책조치에 대한 정치적

지지 정도에 대한 평가항목이다. 

다음으로 친환경정책에 대한 선택대안의 설정이다. 제3장의 <표 

3-2>와 <표 3-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농업환경정책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며 국가별 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결합되어 시행

되고 있다. 이 가운데 부분적으로 국내에 도입된 대안이나 검토단계

에 있는 대안들을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선택 프로그램으

로 설정하 다. 

분석대상 프로그램은 우선 경제적 수단으로 친환경직접지불제, 

가축사육두수 할당제, 가축사육권 거래제, 잉여양분 부과금제, 환경

세(비료, 농약, 농자재 등)를 선정하 다.22 또한 규제적 수단으로 친

환경농자재 사용기준, 농약사용량규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설정, 퇴

비･액비 살포기준, 가축사육 도제한을 선정하 다.23 기술지원 및 

22
 경제적 수단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친환경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

법을 실천하는 경우에 소득보전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가축사육두수 할당제는 특정지역의 환경용량에 부합되는 적정규모의 

사육두수를 할당하는 제도이며, 가축사육권 거래제는 가축을 사육하는 

권리를 거래(매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잉여양분 부과금제는 적정수

준 이상의 양분부하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환경세(비

료, 농약, 농자재 등)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농자재에 대한 세금을 부

과하는 제도이다.
23
 규제적 수단으로 친환경농자재 사용기준은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오리 등)와 관련한 사용기준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농약사용량 규제는 

농약사용에 있어 특정농약 및 특정성분을 규제하는 것이며, 화학비료 

사용기준은 단위면적당 화학비료 일정량 이상의 비료성분 투입을 규

제하는 제도이다. 퇴비･액비 살포기준은 단위면적당 일정량 이상의 퇴

비･액비 살포를 규제하는 제도이다. 가축사육 도제한은 단위면적(축

사)당 가축사육 도를 규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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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친환경농법 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 교육을 선정하 다.24 모

니터링 및 정보는 모니터링 시스템과 농장부 작성을 선정하 다.25 

<2단계> 평가기준 비교

이번 단계에서는 평가기준과 대체안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단계이

다. 평가기준과 대체안의 중요도 평가에는 절대비교 방법과 쌍대비

교 방법이 있다. 먼저 절대비교는 경험을 통해 얻게 된 표준을 기억 

속에 갖고서 대안을 비교하는 경우이고 쌍대비교는 공통의 속성에 

따라 대안을 쌍으로 비교하는 경우이다(Saaty, 1990) 

AHP에서는 계층의 요소간에 1대 1로 쌍대 비교하는 상대측정이 

이용되지만 본 연구와 같이 대안수가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쌍대비

교가 곤란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쌍대비

교26를 이용하여 중요도를 평가하고 대체안인 정책수단은 전문가들

이 생각하는 표준을 비교하는 절대비교방법을 이용하 다.

조사대상선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자원･환경경제학을 전공하는 전문

가를 대상으로 시행 가능한 농업환경정책 프로그램을 제시한 후에 

국내 실정에 맞는 친환경농업정책을 평가하도록 하 다. 설문조사는 

전자메일을 이용하 으며 총 34명의 전문가에게 발송하여 26명의 

응답을 회수하 다. 

24
 기술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친환경농업 기술지원은 친환경농법 

개발 등의 연구는 물론 개발된 기술에 대한 보급을 지원하는 제도이

며, 교육은 친환경농법 및 환경문제 인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정

책 프로그램을 말한다. 
25 
모니터링 시스템은 특정지역 또는 농가단위의 환경변화 실태에 대한 

점검･관찰을 실시하는 정책이며 농장부작성은 농자재의 투입과 

농산물 생산･판매 상황을 농장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26
 항목간의 상대비교는 9점 척도의 쌍대 비교치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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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문가들의 평가 가운데 일관성지수가 1.0이하인 16명의 전문

가들의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대안별 농업환경정책 프로그램의 국내

도입에 따른 중요도를 평가하 다.

<3단계> 가중치의 추정(Estimation of Relative Weights)

Saaty의 가중치 계산방법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요소들의 상대적인 

가중치와 절대적인 가중치를 구하 다. 

상대적인 가중치는 일관성지수( CI, Consistency Index)27와 일관

성비율( CR, Consistency Ratio)28을 이용하여 쌍대비교에 의한 가중

치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를 검토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일

관성 판정기준으로 Satty가 제안한 CR값 0.1 이하(10%이내)를 일관

성기준으로 선정하 다.29

<4단계> 가중치의 종합(Aggregation of Relative Weights)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3단계>에서 구한 평가기준의 가중치

와 대체안의 가중치를 곱하여 의사결정 사항들의 상대적인 가중치

를 종합화한다. 이를 이용하여 평가대상이 되는 여러 대안들에 대한 

종합순위를 얻는 단계이다. 

27
 일관성지수( CI)는 ( λ max -N )/( N-1)에 의해 계측되며, 쌍대
비교행렬이 완전한 일관성을 가지는 경우에 0이며 일관성이 낮을수록 

큰 값을 가진다.
28 일관성비율( CR)은 CI/R로 계측되는데 쌍대비교행렬의 CI를 계

산하여 무작위 일관성지수( R)로 나눈 값이다. 무작위 일관성지수는 
행렬의 크기가 3, 4, 5일 경우에 각각 0.58, 0.90, 1.12이다.

29
 일관성의 판정기준은 Tone(1986)는 CI와 CR값이 모두 0.15 이하일 

경우, Satty(1995)는 CR값이 0.1 이하(10%이내)에 들 경우에 해당 쌍
대비교 행렬은 가중치(판단)에 일관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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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정책프로그램의 우선순위 계측결과

가. 평가기준의 상대비교결과

본 연구에서는 평가자들의 평가치를 종합하기 위하여 수치통합

방법을 이용하 다.30 구체적으로는 평가자가 작성한 쌍대비교행렬

의 각 원소에 대하여 전체 평가자의 평가치를 기하평균을 이용하여 

통합하고 다음으로 기하평균을 원소로 하는 단일 쌍대비교행렬을 

구하 다. 16명의 전문가가 평가한 평가기준의 상대비교 결과를 수치통합

한 결과는 <표 5-4>와 같다.

표 5-4.  평가기준의 수치통합 결과
전체

(기하평균)
효율성 효과성 시행가능성 정치적수용성

효율성 1.00 0.53 0.55 1.50

효과성 1.00 0.96 2.41

시행가능성 1.00 2.33

정치적수용성 1.00

가중치 0.19 0.33 0.34 0.14

16명의 전문가가 평가한 쌍대비교행렬을 기하평균으로 통합한 우

선순위벡터(가중치)는 효율성, 효과성, 시행가능성, 정치적수용성이 

각각 0.19, 0.33, 0.34, 0.14로 시행가능성과 효과성이 친환경농업정책

을 평가하는 중요한 평가기준임을 알 수 있다.

나. 농업환경정책프로그램의 절대비교 결과

다음으로 전문가별 농업환경정책의 절대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표 5-5>와 같다.

30
 수치통합 방법이 행렬의 역수성을 유지시키는 유일한 방법으로 알려

져 있다(조근태, 조용곤, 강현수,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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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정책평가기준별 농업환경정책의 절대비교 결과

지원정책명 효율성 효과성
시행
가능성

정치적
수용성

경제적
수단

친환경 직접지불제 0.064 0.076 0.090 0.091

가축사육두수 할당제 0.071 0.086 0.063 0.049

가축사육권 거래제 0.073 0.074 0.052 0.050

잉여양분 부과금제 0.067 0.073 0.053 0.051

환경세(비료, 농약 등) 0.063 0.071 0.059 0.045

규제적
수단

친환경농자재 사용기준 0.068 0.063 0.074 0.080

농약사용량 규제 0.064 0.073 0.077 0.077

화학비료 사용기준 설정 0.074 0.067 0.077 0.081

퇴비･액비 살포기준 0.070 0.067 0.074 0.079

가축사육 도 제한 0.072 0.077 0.067 0.063

기술지원 
및 교육

친환경농업 기술지원 0.083 0.071 0.086 0.091

친환경농업 교육 0.080 0.070 0.091 0.089

모니터링 
및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0.075 0.076 0.074 0.081

농장부 작성 0.076 0.056 0.061 0.074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친환경농업 기술지원과 교육 관련 프

로그램이 중요도가 높은 정책으로 분석되었으며 정책의 효과성 측

면에서는 가축사육두수 할당제, 가축사육 도 제한, 친환경직접지불

제, 모니터링 시스템이 중요도가 높은 정책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

로 정책의 시행가능성 측면에서는 친환경농업교육이나, 친환경직접

지불제, 친환경농업 기술지원 등이 중요도가 높은 정책으로 분석되

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정치적 수용가능성 측면에서는 친환경농업 

기술지원, 친환경농업 교육, 친환경 직접지불제의 중요성이 높았다. 

다. 농업환경정책의 종합평가 결과

농업환경정책에 대한 AHP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우선 국내의 친

환경농업 관련정책 도입에 있어서는 시행가능성과 효과성을 중요시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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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친환경농업관련 지원정책의 종합평가 결과

평가기준과 지원정책별 가중치

종합
가중치

우선
순위

평가기준 
지원정책명

효율성 효과성
시행
가능성

정치적
수용성

0.19 0.33 0.34 0.14

경제적
수단

친환경 직접지불제 0.064 0.076 0.090 0.091 0.080  3

가축사육두수 할당제 0.071 0.086 0.063 0.049 0.070  9

가축사육권 거래제 0.073 0.074 0.052 0.050 0.063 12

잉여양분 부과금제 0.067 0.073 0.053 0.051 0.062 13

규제적
수단

환경세(비료, 농약 등) 0.063 0.071 0.059 0.045 0.062 14

친환경농자재 사용기준 0.068 0.063 0.074 0.080 0.070 10

농약사용량 규제 0.064 0.073 0.077 0.077 0.073  6

화학비료 사용기준 설정 0.074 0.067 0.077 0.081 0.074  5

퇴비･액비 살포기준 0.070 0.067 0.074 0.079 0.071  7

기술지원 
및 교육

가축사육 도 제한 0.072 0.077 0.067 0.063 0.071  8

친환경농업 기술지원 0.083 0.071 0.086 0.091 0.081  2

모니터링 
및 정보

친환경농업 교육 0.080 0.070 0.091 0.089 0.082  1

모니터링 시스템 0.075 0.076 0.074 0.081 0.076  4

농장부 작성 0.076 0.056 0.061 0.074 0.064 11

평가기준별 가중치와 지원정책별가중치를 종합한 종합가중치는 

친환경농업교육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친환경농업 기술지원, 친

환경직접지불제도, 모니터링 시스템, 화학비료 사용기준 설정 등의 

순서로 계측되어 이들 정책들은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

으로 사료된다. 

친환경농업교육, 친환경농업 기술지원, 친환경 직접지불제는 정

책의 시행가능성과 정치적수용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전체적인 

종합가중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종합가중치가 

높게 나타난 정책은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모든 평가항목에서 중간 

이상의 평가를 받은 정책이었다. 한편 가축사육두수 할당제는 효과

성 측면에서는 점수가 높았지만 정책의 정치적 수용성과 시행가능

성 측면에서는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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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의 실천

4.1. 실천전략의 단계적 추진

친환경농업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정책추진 과정은 2014년을 목표년도로 친환경농업 시스템구축을 위

한 초기발전단계, 도약단계, 정착단계 등 3단계로 나누어 접근하

다(<그림 5-6> 참조).

제 1단계: 단기

(2005-2006)

제 2단계: 중기

(2007-2009)

제 3단계: 장기

(2010-2014)

<초기발전단계>

‧친환경농업 부문별 

세부 실천목표 설정

‧환경성과 모니터링 

D/B 구축 착수

<도약단계>

‧지역단위 물질균형 

달성 세부계획 추진

‧농업환경오염 총량

 관리제 시범사업 실시

<정착단계>

‧지역단위 물질균형 

달성 시스템 정착

‧농업환경모니터링 

 시스템 정착

실
천
이
행
도

기간

그림 5-6.  친환경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계적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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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계인 ｢초기발전단계｣에는 비료, 농약의 표준사용량 유도 및 

친환경농업 목표설정, 실천 가능한 친환경농업 기술 정립과 물질균

형 시범사업 추진, 지역단위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지역별 D/B 구

축작업 착수 등을 들 수 있다.

제2단계인 ｢도약단계｣에는 물질균형 달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경종-축산부문의 유기적인 연계체제 구축, 농업환경오염 총량관리제

도 시범사업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제3단계인 ｢정착단계｣에는 지역별 물질균형 달성을 위한 시스템

의 전국적 확대, 농업환경오염도 및 관련 D/B구축 완료, 농업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정착 등을 들 수 있다.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

에서 제시된 단계적인 접근을 기초로 지역단위 자연순환농업과 환

경친화적 축산업 정착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

다(<그림 5-7> 참조). 우선 기술개발, 인력육성, 모니터링 시스템 구

축, 유통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

다. 중장기 과제로는 지역별 농업환경오염도 작성과 모니터링 시스

템 구축, 가축사육권거래제, 지역단위 농업환경오염 총량관리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인프라구축과 중장기 프로그램 개발

은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

해서는 친환경농업 이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역별 점검시스템을 

확립하고, 점검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인센티브 부여 등 정책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농업환경 D/B 구축 및 계측시스템을 확립하여 농

업환경 변화 및 환경개선효과의 지속적인 계측과 평가가 이루어지도

록 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유관기관 및 단체 등 다양한 

관련주체들의 참여와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관리체제인 친환경농업 



166

거버넌스(Governance)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단위의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가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림 5-7.  친환경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추진 로드맵

환경질 개선 + 농업의 다원적 기능확대

지역단위 자연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

친환경농업 
인프라구축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ꋬ지역단위 최적 농지침 
작성 보급
ꋬ자연순환형 농업시스템의 
체계화
ꋬ친환경농업경 유도
ꋬ관련정책의 통합․ 조정 및 
신규사업 개발

ꋬ친환경농업기술개발
ꋬ그린경 체 육성
ꋬ농업환경모니터링을 
위한 D/B구축
ꋬ친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 지원

ꋬ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가축분뇨자원화 시스템 
구축
ꋬ환경부하을 고려한 
가축분뇨관리정책 개발
ꋬ사료의 자급기반 확충과 
축분비료 수출강구

중장기 기반구축

ꋬ 농업부문 환경오염도 작성 및 환경성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ꋬ 지역단위 농업환경오염 총량관리제도 도입
ꋬ 지역단위 물질균형을 위한 생산규모와 농법에 대한 규제

< 정책추진 로드맵>
1단계(2005-2006) 2단계 (2007-2009) 3단계 (2010-2014)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ꋬ모니터링 D/B 구축 착수 
ꋬ친환경농업기술 진단․

평가
ꋬ그린경 체 육성계획 
계획 수립 및 착수

ꋬ친환경농산물 마케팅 
프로모션 계획수립

ꋬD/B 구축 및 GIS 
농업환경오염도 작성

ꋬ지역별 맞춤형 기술 
개발 및 보급

ꋬ그린경 체에 대한 
지속적 지원 및 관리

ꋬ친환경농산물 이력관
리 시스템 보급

ꋬ농업환경모니터링 
시스템 정착

ꋬ농업부문 청정기술 
개발 및 정착

ꋬ육성된 그린경 체의 
핵심인력화

ꋬ유통시스템 차별화 정착

자연순환형 
농축산업 
시스템 구축

ꋬ지역단위 최적 농 지
침(BMP) 작성 계획수
립 및 착수

ꋬ경종-축산 연계 프로그
램 개발

ꋬ메뉴형 친환경농업 
직불제 개발 및 착수

ꋬ지역단위 농업환경오염 
총량관리제 계획수립 

ꋬ지역단위 BMP의 
보완 및 보급 확대

ꋬ유기경종-축산단지 
조성

ꋬ메뉴방식 친환경직불
제 실시 및 확산

ꋬ가축사육권거래제 
시범사업 실시

ꋬ농업환경오염 총량관리
제 시범사업 실시

ꋬ지역단위 BMP활용 
일반화  

ꋬ유기적인 경종-축산 
연계시스템 구축

ꋬ메뉴방식 친환경 직불
제의 일반화

ꋬ가축사육권거래제 정착
ꋬ농업환경오염 총량관
리제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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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전략실천을 위한 실행 프로그램

4.2.1. 시스템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가. 친환경농업 교육․훈련 확대를 통한 인력개발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선택에서 제시된 농업환경

정책수단의 종합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교육․훈련 프로

그램이 제일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5> 참

조). 이는 친환경농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주체의 의

식전환을 기초로 한 자발적 참여와 동기부여가 중요하므로 관련 주

체별 효과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추진에 상당한 투자

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효과적인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청각 자료와 친환경농업 실천 매뉴얼과 같은 

교육교재 개발과 교육담당 전문강사 발굴․육성 등을 통한 교육․훈

련 인프라구축을 과감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친환경농업교육은 실천농업인교육, 정책담당 공무원교육, 시․군

의원 교육, 유관기관 담당자 교육 등 대상자별로 차별화하여 실시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인 대상의 친환경농업 프로그램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교

육, 실천기술 교육, 현지 견학교육 등으로 나누어 실효성 있는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인의 의사결정에 관한 조

사결과(<표 4-44> 참조)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친환경농업 관련정보

가 주로 환경농업관련단체와 작목반 등을 통해 형성되고 있으므로 

이들 단체의 교육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특히 마을별 선도자를 육성하기 위해 지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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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위탁교육을 실시하거나, 선진사례를 벤치

마킹할 수 있도록 해외견학 프로그램 등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군․읍면 포함)와 농업기술센터 등의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친환경농업 토론회

와 세미나 등에 참석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교

육 참여를 통한 전문지식 습득 및 농업인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그림 5-8> 참조).

친환경농업 교육․훈련․홍보 담당기관

(시․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 관련단체, 

소비자단체, 대학교, 전문학교 등)

농업인
유관기관 담당자

시․군의원

정책담당자

(중앙․지방정부)
소비자

교재․프로그램개발 전문강사 발굴․육성

의식교육, 기술교육, 현지견학, 해외견학

그림 5-8.  친환경농업시스템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가 시군의원들에 의

해 이루어지므로 지자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

발과 시행도 필요하다. 이밖에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 및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소비자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된 주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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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공공교육기관(농업기술센터, 대학교, 전문학교 등), 민간교육기관(대

학교, 환경농업관련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나. 맞춤형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보급

맞춤형 친환경농업기술인 최적관리방안(BMP)은 사례지역 농업

환경모형을 적용하여 환경부하 분석과 진단을 통해 주어진 농업환

경자원 여건 하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방안으로서, 지역

별 환경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사례지역의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와 관행농가의 친환경농업 실천

기술에 대한 조사에서 제초 및 병해충 방제가 상당한 애로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어(<표 4-44> 참조) 이와 관련하여 농촌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개발과 보급이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 농업환경여건 하에서 지역단위 맞춤형 BMP의 관건은 

경종과 축산부문의 유기적인 연계에 달려있으므로 지역적 환경용량

을 고려한 자연순환형 경종-축산 시스템 구축이 긴요하다. 지역단위

의 자연순환형 시스템 구축을 확대키 위해 시범단지 조성 및 보급을 

확대하고, 주요 지역별 경종농가․양축농가․농협 등이 협의체를 구

성하여 축분퇴비 및 액비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순환

농업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도 지

역별․작물별․ 농규모에 적합한 정 농업과 유기농업 육성을 위

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2005년부터 Codex지침을 기초로 한 유기농산물 인증이 이

루어지 때문에 공장형 축분퇴비가 유기농자재로 사용할 수 없게 됨

에 따라 사례지역의 농업인들은 유기축산 단지를 조성을 유력한 해

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표 4-46> 참조). 따라서 지역별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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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한 실효성있는 유기경종-유기축산 단지 육성프로그램을 적극 추

진해야 할 것이다.

지역단위 맞춤형 환경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홍성군 지역은 

물질균형 분석결과 군내 농경지에서 처리 가능한 용량을 초과하는 

과다한 가축분뇨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경 규모 및 농법 

전환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는 화학비료 투입량 감축과 적절한 부산물

비료(가축분뇨퇴비 포함)가 투입될 수 있는 방안, 지역단위 환경용량 

수준으로 가축사육두수 감축 방안, 가축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지역 외로 유출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홍성군 지역의 경우 인근 서산 A․B지구(논 면적 약 

10,121ha)를 잘 활용하면 돼지 15만 8천두(논 ha당 15.6두 살포가능)

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수용능력이 있으므로 지역 외 양분이

동은 유력한 대안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중장기적으

로 완벽한 가축분뇨자원화 시스템 도입(양질의 축분퇴비 및 액비생

산)과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재이용하는 바이오가스 시스템 도입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 지역단위 농업환경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농가단위 농업환경관리 시스템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농가등록제

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농가가 구입하는 농자재에 점검 및 확인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어야 할 것

이다. 따라서 농가단위 보다는 우선 지역단위로 친환경농업 시스템

이 잘 운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환경정보관

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우선 지역별 농업생태계의 환경자정

능력을 고려한 신뢰할만한 양분수지지표(질소 및 인산 수지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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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출과 이용자 중심의 농업환경성과를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농업환경오염 지도가 작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농업

환경여건, 수질, 토양특성, 생물다양성 등 관련분야별 농업환경지표

의 개발과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단위 농업환경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중

앙정부가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분야의 연구기관이 컨소시

엄을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연구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라. 원활한 시스템 운 을 위한 시장조성 활성화 

생산측면에서 친환경농업시스템이 제대로 운 되기 위해서는 생

산된 친환경농산물이 시장에서 적절하게 차별화 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나 관행농가 모두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판로 확보가 관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44>, <표4-49> 참조). 따라서 친환경농업 시스템이 구축된 지역의 

환경성에 대한 평가와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수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생산-소비 연계 프로그램, 즉 시장에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그린마케팅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린마케팅에서는 고

객, 사회, 환경에 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이 고려되므로 소비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상호교류 프로그램이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그린투어리즘이 마케팅

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별 특화품목 개발과 농촌체험(오리방사 체

험, 친환경농자재 제조, 갯벌체험, 옹기체험, 고구마 수확, 사과수확, 

쌀가공 등)을 연계한 친환경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이밖에도 시장조성 활성화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부문은 물론 

경종-축산의 유기적인 연계로 친환경축산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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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라벨링 도입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에코 라벨링 도입은 

지역단위(또는 마을단위) 환경질 개선에 대한 성과를 청정 이미지와 

연계하여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에코 라벨링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틈새시장(niche market)을 활용하고 농산물 가격을 

시장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특별한 환경성, 경

관이나 문화적 전통 등을 브랜드 이미지에 연결하는 전략은 틈새시

장 상품과 서비스 마케팅을 위해 유용한 것으로 점차 확산되는 것으

로 분석되고 있다.31 또한 지역단위의 환경성과가 해당지역에서 생

산된 농산물에 차별성을 부여하는 경우 파생된 내적 품질(derived 

internal quality)로 간주할 수 있다.32 따라서 환경질이 개선된 지역에

서 생산된 농산물의 경우 안전성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소비

자는 관행농산물에 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 

시장조성 기능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은 환경성과 개선으로부

터 추가적으로 파생되는 농산물 품질에 대한 상업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린 투어리즘을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논의 경우 수확이 끝난 경우 녹비작물은 물론 경관작물을 재

배하여 해당지역별 축제 이벤트를 개최하여 도시민과의 교류의 장

으로 활용하고, 지역 축제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판매, 고구마캐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이미지를 제고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도를 높일 수 있다. 

31
 농촌개발에 있어서 틈새시장 개발의 전략은 농촌공간을 상징적으로 

차별화하고 그것을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여 체계적으로 소개한 자

료는 OECD(1995)를 들 수 있다.
32
 어메니티와 결합되어 농산물 가격의 프리미엄을 부가 시키는 유형으

로 내적품질(internal quality)과 파생된 내적 품질, 외적 품질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OECD(1999, 38-40)

에 제시되어 있다.



173

4.2.2. 지원․규제․보상의 적절한 정책결합

가. 경제적 유인 프로그램의 강화

환경친화적인 행동방식에 향을 미치는 경제적 유인 수단은 농가 

고정자산 기준 보상, 농 은퇴(감축) 보상, 농방식 기준보상, 화학

적 농자재에 대한 환경세(부과금), 상호준수 장치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등 친환

경농업육성 정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단위(또는 수계단위, 마

을단위 등)로 물질균형의 달성 정도에 따라 기존 지원방식에 추가적

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유인책을 들 수 있다. 또한 수계별․지역별

로 환경부하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농업생산규모 및 농

법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상호준수 프로그램을 확

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친환경농축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직불제와 친환경축산직불제가 대표적인 상호준수 프로그

램이며, 향후 친환경농업체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들 프로그램의 

적용대상 및 지원규모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사례지역의 경제성 분석(<그림 4-21> 참조)에서 제시된 바와 같

이 친환경농업의 도입에 있어 이행 초기에는 수량이 감소하고 생산

비가 증가한 반면 판로망이 구축되지 않아 농가수취가격의 프리미

엄 수준도 낮아 소득감소가 불가피하므로 관행농업에 비해 소득 감

소분이 보상될 수 있는 직접지불제 단가조정 등 적절한 정책프로그

램이 보완 또는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33 특히 친환경농업 실천의 이

33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제 단가는 관행농업과 친환경농업간의 소득차이

를 보전해주는 방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현실적으로 지급단가를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농업과 친환경농업간의 

소득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므로, 단순히 소득격차만을 근거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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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간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므로 친환경농업 직불제 단가 산정 및 

프로그램 집행시 이행기간을 고려한 직불금의 차등 지원이 합리적

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지역별로 소득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친

환경농업을 실천한 이후 3∼5년간의 정착 단계에 이르는 경우 관행

농업과 유사한 소득 수준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

서 친환경농업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정착되는 시점인 

약 3∼5년 동안의 이행기간에 대한 적절한 소득보상 등 인센티브 부

여가 필요하다. 

나. 가축의 사육 도규제 및 사육권거래제 도입 검토

지역단위 환경용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축산부문

의 사육 도규제와 가축사육권거래제 등의 도입에 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사례지역인 홍성군 지역의 양돈농가에 대한 의식조사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표 4-53> 참조), 양돈농가 대부분이 적정사육두

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답변했고, 현 수준의 사육두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가축

분뇨 발생량이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양을 훨씬 초과함에도 불구

가 산정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직불제 단가는 소득, 생

산비, 순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생산비 증가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은 환

경친화적 농업경 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친환경농

산물의 차별화된 판로망 구축으로 가격 프리미엄을 통한 소득 보전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따른 외부경제효과(농산물의 안전성과 환경개선 

효과 등)의 내부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친환경농업직

불제 단가산정 방식에 관한 설명은 김창길, 김태 (2003a, 59-62)에 제

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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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양돈농가의 가축사육두수 감축에 대한 의지는 약한 것으로 나

타나, 가축사육두수 감축의 필요성을 알리고 양축농가를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는 축산폐수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가축사육 도를 제한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가축단위(Livestock unit)당 노르웨이가 

0.4ha, 스위스는 ha당 3 가축단위, 스웨덴은 ha당 종돈 2.2두, 비육돈 

10.5두 초과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도 ha당 비육돈 7두 

사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축사육권거래제는 오염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배출권거래제(marketable permit system)에 이론적 기

초를 두고 있다. 실제로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가축분뇨의 과잉발

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정책수단이다. 가축사육권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는 이들 국가에서는 양돈업자의 폐업(buy-out 

scheme)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양돈의 부정적 환경 향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양돈 쿼터의 정부 매입 등 가축분뇨관리정책에 

약 900만유로(약 130억원)가 투입되고 있으며, 벨기에는 2001년에 

돼지 사육두수를 10%까지 감축하기 위해 종돈에 대해 약 400유로

(약 60만원), 비육돈에 대해 약 118유로(약 17만 7천원)의 프리미엄

을 양축농가에게 지급하여 총 7천만 유로(약 1,050억원)가 소요되었

다. 환경처리 용량에 따라 가축사육두수를 할당하는 네덜란드 배출

권거래제(Dutch permit system)는 양분 총량관리제와 분뇨처리에 대

한 규제와 병행되는 경우 환경적으로 효과적이고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가축사육쿼터제도를 분리하여 정책효

과를 평가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이 제시되었다(Wossink,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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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당국
환경관리목표설정

↓
사육권 총거래물량산출

양축농가A

(사육권A)

양축농가B

(사육권B)
거래 양축농가N

(사육권N)
거래

거래량 할당

감시 및 통제 감시 및 통제

그림 5-9.  가축사육권 거래제의 골격

가축사육권거래제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가축등록제가 전제되어

야 하고, 사육권 도규제 등 강력한 규제조치와 병행되어야 한다. 

사육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양축농가에 사육권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경관리목표의 설정과 삭감목표량의 결정이 필요하다. 거래

권을 분배하는 방식에는 무상분배, 경매와 직접판매가 있다. 각각의 

방식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현실적인 방법은 무상분배와 경매를 

일정부분씩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경종-축산 연계 시스템 구축

관행농가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관행농가의 절반 이상이 미래농

업의 대안으로서의 친환경농업 실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화학비료의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가축분뇨 자원화를 선택했다(<표 

4-48> 참조). 한편 화학비료 가격상승에 따른 화학비료 대체 의향에 

대한 조사에서 화학비료 가격이 평균 70%이상 상승할 경우 화학비

료를 다른 유기질비료로 대체할 것으로 분석되어 화학비료 가격상

승에 따른 관행농가의 유기질비료 대체의향은 상당히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종농가와 양축농가의 효과적인 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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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가축분뇨처리 민간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이 구축

되어야 한다. 민간업체는 축산농가로부터 가축분뇨를 적절히 수거하

고 발효시켜 경종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살포하는 전체 과정의 작

업을 담당하며, 이들 업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주체별로 소

요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이다. 민간업체는 가축분뇨 및 액비 사용에 

따른 경종농가의 위험을 어느 정도 부담하는 방안(예를 들면 작물수

확량이 평년수준 대비 8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피해분 보상)과 

수량증대 등 경종농가의 경 성과가 이루는 경우(평년작황보다 10% 

이상 증산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업체로 하여금 가축분뇨 퇴비 및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농

경지를 확보토록 하며, 이들 업체가 효과적으로 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 및 농축협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한

다. 현실적으로 민간업체에 대해 어느 정도 업이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축농가로부터 가축분뇨처리 비용을 분담토

록 하고(생산비의 7% 정도), 경종농가의 농경지에 대한 살포비용 및 

가축분뇨 발효탱크 설치비의 상당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그림 5-10> 참조). 

민간업체의 경종-축산 연계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가축분뇨를 살포할 자가 농지가 부족한 양축가는 의무적으로 인근

지역 또는 타지역의 농지소유자나 분뇨처리업자(manure processors)와 

분뇨처리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가축분뇨처리계약제(Manure Transfer 

Contract System)를 도입하여 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축분

뇨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가축사육두수를 감축

해야 하며, 이러한 제도는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도

로 가축 분뇨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수송업자의 역할이 체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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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그림 5-10.  민간부문 참여 시스템 운 의 기본 틀

시스템 운 비

수익(±α)

양축농가 부담

(경종농가 부담)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

중장기적으로 가축분뇨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가축등록제

를 기초로 중장기적으로 벨기에에서 운 하고 있는 가축분뇨은행

(livestock manure bank)의 도입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벨기에의 경우 가축분뇨은행은 양축농가의 신고 및 등록업무, 축분

퇴비와 액비의 유통업무, 부과금 부과와 행정상 과태료 수금, 보상

금 지불 업무, 통제와 감시업무, 허가권, 환경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

고 있다. 

라. 환경규제 강화와 환경기준의 합리적인 조정

환경규제는 환경기준을 도달하기 위해 농업인의 경제활동에 강

제적 제한 즉, 특정규칙 준수 또는 처벌(재정지원 철회 포함)이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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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강제적 수단으로 유출금지, 거리․장소규제, 사육 도 제한 등

을 들 수 있다. 

수질오염 측면에서 축산폐수가 지표수로 직접적으로 유출하는 

경우 벌칙을 강화하고, 악취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 축사나 

가축분뇨 저장시설은 공공시설 및 주거지에서 일정 거리를 확보토

록 해야 할 것이다. 

허가대상 규모 이상의 양축농가가 신규로 축산을 시작하는 경우 

환경 향평가와 발생분뇨의 처리방안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가축사육환경을 고려하기 위해 적절

한 수준의 가축사육 도 제한과 중장기적으로 양축경  확장 제한

도 필요하다. 특히 가축 집사육 지역의 경우 신규농가의 진입제한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수질오염 방지 목적으로 화학비료와 가축분뇨의 살포량․살포시

기, 수로․개천․습지 등과의 일정거리 유지 등의 규정에 대한 검토

와 일요일, 공휴일, 저녁이나 심야에 퇴비와 액비 살포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퇴비 저장시설은 처리방법

에 따른 적절한 저장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보상-준수요건이 작동되는 상호준수 프로그램의 확대

지금까지의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생산측면에서의 친환경농업 실

천농가의 확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농업생태계의 건전한 유

지․보전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는 부여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친환경농업의 궁극적인 달성목표를 ‘농업과 환경과의 조화’로 설

정하는 경우 농업생태계의 건전한 유지․보전을 위한 활동도 친환

경농업을 위한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생태계의 건전

한 유지․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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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건전한 농업생태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인 메뉴방식

의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지역별․농가별 입지적 여건 및 농가의 경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농업

인이 실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보조금을 

받는 형태의 직불제도이다. 

친환경농업직불제 메뉴로 고려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겨울철 

피복작물(자운 , 호  등)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 저수지와 호수의 

유입수 주변 농경지에 수질정화작목(연, 미나리 등)을 재배하는 농가

지원, 지역단위 물질균형을 기초로 양축경 규모 축소농가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피복작물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토양 질 개선은 물론 환경보전과 경관유지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이며, 호  등을 재배하는 경우 조사료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바. 환경친화적 자발적 농축산 경  유도 

개방화시대 친환경농업 체계 구축을 통해 친환경 농조합법인과 

경 능력을 갖춘 농지도자가 중심이 되는 21세기 한국농업의 비

전과 에코팜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2∼5ha의 경 규모에 경

종과 축산을 연계하여 친환경농업(유기농업 포함)을 실천하는 한국

형 가족농 중심의 지역단위 자연순환형 자립농 모델을 개발하여 제

시해야 한다. 특히 한국형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모델 개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임차농이 60% 정도를 차지하므로 소유주와의 임대

료 조정과 임대기간의 불활실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표 4-51> 참조). 

환경친화적 자발적 농업경 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

된 의식전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아울러 선도농업인을 중심으로 

에코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실제로 사례지역 주민의 의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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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 및 갈등조정 방안에 대한 조사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주민 의식

교육과 주민 협의체조직 및 주민대상 공청회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

시하 다(<표 4-51> 참조). 

친환경농업 실천에 있어서는 개인의 노력보다는 집단행동

(collective action)이 더욱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집단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적절한 제도적 조건을 갖추어 놓고 지역

단위 공동체 구성원들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

원하면 되는 것이다. 특히 컨설팅을 통한 자문과 조직이라는 두 

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집단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한 행동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문구조를 만들어 행위자들이 

함께 모여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체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람들은 합동 계획(joint planning)을 위한 모임을 통

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집단 조직의 갈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집단행동을 위한 적절한 제도적 틀을 개발하는데 핵심적인 과제

는 지방자치단체, 지역공동체, 집단들 간에 긴 한 자문이 이루어지

도록 하는 것이다. 즉 지역적 수준에서 정보와 비전을 자유롭게 공

유할 수 있는 담당 주체간의 파트너십이 이루어져야 한다. 집단행동

은 자발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또한 합의의 

형식은 표준화된 유형은 없으나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와 협약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합의 형식은 해당지역의 환경성

에 대한 평가라는 사회적 인식의 자산으로는 물론 지속적인 시스템 

운용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자발적 합의의 장점은 지역공동체

가 의사결정 과정과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으므로 일단 정해진 사

업에 상당한 추진력을 가짐은 물론 지역공동체의 인적 및 사회적 자

본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집단행동이 잘 이루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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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34. 이를 위해서는 경연(contest)에 의한 자극적 인센티브로 마을단

위로 환경친화적인 농업시스템이 구축되는 경우 시상하는 제도이다. 

수상을 받게 되는 마을의 우수사례는 타지역으로 확산되는데 유력

한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     

일단 집단행동의 조건이 창출되고 집단적인 자발성이 촉진되면 

다음 단계는 자금이나 교육 및 훈련 등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을주민 스스로가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지침서를 

만들고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단위 친환경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

자들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정책의 수용성 및 정당성을 제고 시킬 수 

있으므로 위원회 설치,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

요하다. 또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

단체 등 거버넌스에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바람직한 시민참여를 위

해서는 시민참여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

련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조례의 제정 등을 통

해 시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

사. 농업부문 환경오염 총량관리제도 도입

오염총량관리제도는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규제제도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계의 환경용량을 기초로 오염물질 삭감에 관한 

계획, 즉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

고 이를 근거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환경친화적 유역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2005년부터 도입

34
 집단행동의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OECD(1999, 47-54)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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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추진될 계획이다. 오염총량관리제의 기본방침은 오염총량관리

목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지역별․수계별 오염부하량 

할당,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등이 포함된다. 

오염총량관리제의 실행을 위해서는 수계의 환경용량을 구해야 

하며, 그 근거가 수계의 자정능력이다. 환경용량은 일정한 지역 내

에서 환경질을 유지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 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한계로 정의될 수 있다(환경

정책기본법에서의 개념 규정).

농업부문에서도 하천과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농업환경오염 

총량관리제도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하여 농촌지역의 오염물질의 과

학적․합리적인 삭감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35 농업환경오염 총

량제는 지역별 농업환경자원의 환경용량에 따라 목표기준을 설정하

고, 농축산업 생산 활동의 투입과 산출을 관리하는 제도이며, 지방

자치단체가 총량관리제도의 실시여부는 임의로 결정하나 시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즉, 물질균형달성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보전적 농업지역으

로 선포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균형달성 정도에 따라 청정 

농업지역, 환경유지 농업지역, 환경우려 농업지역, 환경악화 농업지

역 등으로 분류하여 공표토록 하고, 물질균형 달성을 지속적으로 관

리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농업정책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부여 

및 관련 정책의 수혜대상 폭을 확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양분관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 가운데 하나로

35
 가축분뇨의 효과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농림부․환경부 합동대책

반(T/F)에서는 지역별 토지의 비료 수용 용량 내에서 가축사육을 유도

하는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을 목표(2007년부터 실시)로 단계별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가축사육총량제를 도입하기

로 발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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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네덜란드의 과잉양분관리를 위한 핵심 정책프로그램인 무기물기

장제도(MINAS)의 도입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업부문의 총량관리제도가 실제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우선 

관리대상 물질은 질소와 인 등 주요 양분을 대상으로 하고, 수계단

위로 목표수질 관리를 위해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식

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장기적으로 지역별․농가별 경지

면적, 가축사육두수, 재배작물, 토양 등에 관한 D/B를 구축하고 양분

수지 산출모델을 적용하여 지역별 환경부하 지도를 작성해야 할 것

이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대상지역의 오염총량관리 

목표량(TN, TP, BOD 등)을 달성하기 위한 삭감계획을 수립하여 단

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의 도입도 바람직하다. 우선 낙동강․금강․

산강 수계 등 환경특별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무적 오염총량관리

제를 실시하는 수계지역을 중심으로 농업부문 총량관리제도를 실시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2.3. 제도적․법적 지원체계 구축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제도적․법적 지원체제의 

구축도 필요하다. 현행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제시된 친환경농업의 

개념은 생산측면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농업생태계 관리와 물

질순환 등의 개념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36  친환경농업의 개념이 환

36 
친환경농업육성법(제정 1997. 12. 13, 법률 5442호; 2001. 3. 28 일부

개정, 법률 제6452호)은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

써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친환경농업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

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

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등을 통하여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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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용량에 맞추어 농축산물 생산규모를 조정하고 자연순환농업을 확

산시켜 환경부하를 최소화함으로써 농업생태계를 적절하게 관리하

는 개념으로 재정립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친환경농업의 개념을 기초로 지역단위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과 실천에 관한 제도적 장치의 구축에 관해서도 법률 내용에 담

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현행 가축분뇨 처리를 다루고 있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하여 오분법)에서는 가축분뇨를 축산폐수로 

총칭하여 폐기물처리 규정과 동일한 규제위주의 법규를 적용하고 

있고, 가축분뇨처리도 정화 후 방류처리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다.37 

경종과 축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순환농업시스템이 구축되기 위

해서는 가축분뇨자원화를 촉진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축분뇨자원화의 활성화를 위해 오분법에서 축산부분을 분

리하여 독자적인 ｢가축분뇨 관리적정화 및 자원화 촉진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8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을 생산하는 농업”으로, 생산 측면에 한정

하여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37 
현행 가축분뇨 처리 및 관리를 다루는 법률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

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1991. 3. 8 제정, 법률 제4364호; 2002. 12. 26 

개정, 법률 제6827호)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

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가축분뇨는 “가축이 배설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

질”로, 축산폐수는 “가축분뇨와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이 가축

분뇨에 섞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8
 가축분뇨의 효과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농림부․환경부 합동대책

반(T/F)에서도 현행 오분법에서 가축분뇨 부문을 분리하여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방안을 제시하 다(농림부․환

경부합동, 2004, 26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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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임차농의 경우에도 친환경농업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소유주와의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가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미래농업의 핵심부문을 친환경농업을 

전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과 정책담당자에 대한 인

센티브 부여도 필요하다.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인 농정과

(또는 농축산과)의 명칭을 친환경농업정책과로 변경하고 관련업무의 

통합과 효과적인 집행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친

환경농업체제 정착과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농축산농가의 관

리, 직접지불금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새로운 기구의 설

립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확대 등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다.

5.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비용 추정

5.1. 홍성군의 친환경농업체제 전환을 위한 정책비용 추정 

홍성군의 경우 물질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표 5-3>에

서 제시된 바와 같이 ｢시나리오 1｣∼｢시나리오 3｣ 중 어느 경우에

서나 돼지사육두수 30% 감축과 화학비료 투입량 50% 감축은 기본

적인 대전제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을 단기간 내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책비용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10년 후인 2014년을 목표달성 년도로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정책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이면서 

농민들의 충격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홍성군의 경우 2004년에 약 57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토

양개량제공급, 친환경비료지원, 친환경농자재지원, 친환경농축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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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제, 가축분뇨자원화 사업, 축산폐수공공처리사업 등 다양한 친환

경농축산업 육성사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39 이들 사업은 홍

성군이 친환경농업체제로 전환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정

책프로그램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표 5-7> 참조). 

홍성군의 친환경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 프로그램으로

는 친환경농업 교육․훈련, 유기농축산단지화, 물류센터지원, 도농교

류사업, 저수지수질정화 작목재배, 피복작물재배, 돼지사육두수조정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친환경농업직불제의 메뉴방식 프로그램으로 적용될 수 있는 

피복작물재배 지원사업의 정책비용 산정에 있어서 ha당 지원단가는 

102만원을 적용하 다.40 피복작물재배 지원사업 규모는 2005년에 

100ha, 2007년 200ha, 2010년 300ha를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또한 저수지 수질정화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저수지 인근에 수질

정화 작목인 연 등을 재배하는 경우 10a당 소요비용은 800만원(논 

임차비 제외)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ha당 지원단가는 실제 소요비

용의 70%수준인 560만원으로 산정하 다. ha당 쌀 재배시의 순소득

39 축산폐수 정화처리를 위한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은 1997년에 총사업비 

167억원을 투입하여 일당 250톤 처리규모의 혐기성소화조 방식으로 

설치되었으나, 처리공법의 문제로 2001년 39억원, 2003 26억원 투입

하여 보강공사를 추진하 다. 연간 54,000톤의 양돈분뇨 처리를 목표

로 운 하고 있으며 톤당 평균 처리비용은 약 22,000원 수준이고, 공

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농가는 허가대상 35농가, 신고대상 66농가, 규

제대상 미만 44농가 등 총 145농가이다.
40
 피복작물(녹비작물)인 자운 과 헤아리베치 등을 재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종자비, 트랙터 사용료 및 노력비 등으로 단보당 15∼20만원

(약 17만원) 정도로 추정되어 ha당 지원단가는 소요비용의 60%인 102

만원으로 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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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친환경농업체제 전환을 위한 소요예산 추정(홍성군 사례)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4 2005 2007 2010 2014

 사업량 투자액 투자액

<기존사업>

규제․지원․보상

토양개량제공급 5,582 톤 378 500 550 600 650

푸른들가꾸기사업 120 ha 14 30 45 60 75

친환경비료지원 9,934 ha 1,476 1,700 2,000 2,300 2,600

친환경농업직불제 530 ha 425 600 1,000 1,500 2,000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1 개소 180 360 540 720 900

친환경벼건조시설 1 개소 180 300 450 600 600

친환경농자재지원 230 ha 276 350 450 600 750

친환경축산직불제 28 농가 301 500 650 800 1,000

축산분뇨퇴비화 1,873농가 562 700 850 900 900

축산분뇨액비화사업 55 개소 935 1,200 1,400 1,600 1,800

축산분뇨발효촉진제공급 25 톤 29 60 70 80 90

축산분뇨악취제거제공급 300 호 50 100 150 200 250

축분비료유통센터 설립 1 개소 160 300 450 600 750

축산폐수공공처리사업 1 개소 900 900 900 900 900

소  계 5,836 7,600 9,505 11,460 12,365

<신규사업>
인프라구축

친환경농업교육․훈련 - - 500 800 1,200 1,500

물류센터설립 - - 1,000 2,000 3,000 3,000

도농교류사업 - - 200 400 600 800

규제․지원․보상

유기농축산단지화 - - 300 1,000 1,000 1,500

돼지사육두수조정   

 - 돼지사육두수감축 - - 463 1,388 2,313 3,238

 - 양돈농가폐업보상 - - (1,430) (4,290) (7,150) (10,010)

저수지수질정화작목재배 - - 28 56 60 60

피복작물재배 - - 102 204 306 306

 소  계 - -
2,593

(4,023)
5,848

(10,138)
8,479

(15,629)
10,404

(20,414)

 총  계 - -
10,193

(11,623)
15,353

(19,643)
19,939

(27,089)
23,669

(33,679)

주: (  )에 제시된 액수는 양돈농가 폐업보상에 대한 예산액이 포함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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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80만원(최근 3개년 평균치)이므로 ha당 지원단가를 560만원으로 

하는 경우 순소득을 보전하고 수질정화 작목을 재배하는데 투입되

는 상당한 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이다. 홍성군의 경우 농업용 저수지

는 8개소이고 소유지가 36개소에 달한다. 이중 농업용 저수지별 개

소당 3ha 정도의 지원대상면적으로 산정하면 연간 약 1,680만원이 

소요된다. 2005년에는 8개소 가운데 50%인 4개소에서 추진하고, 

2007년부터 8개소로 확대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돼지사육두수 감축사업은 양돈농가가 사육두수 감축시 보조금 지

원 규모인 수취의향가격으로 제시한 평균치(비육돈 두당 46,250원)를 

적용하여 2005년 3만두, 2007년 5만두, 2010년 7만두, 2014년 9만두

를 감축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추정하 다. 한편 돼지사육농가가 폐업

하는 경우 두당 보상액은 양돈농가가 제시한 수취의사가격으로 제시

한 평균치(비육돈 두당 143,000)를 적용하 고, 2005년 1만두, 2007년 

3만두, 2010년 5만두, 2014년 7만두를 가정하여 추정하 다.41

홍성군의 친환경농업체제 전환을 위한 정책비용은 2005년도는 전

년도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 투자액인 약 59억원보다 거의 배가되는 

102억원으로, 2007년 154억원, 2010년 199억원, 2014년 237억원으로 추

정되었다. 또한 돼지사육두수 감축과 관련 폐업보상책이 병행되는 경

우 친환경농업정책 집행에 소요되는 정책비용은 2005년 116억원, 2007

년 196억원, 2010년 271억원, 2014년 337억원으로 추정된다.  

41 양돈농가의 폐업시 보상액 산정은 설문조사에 나타난 2.5년간의 기대

수익에 대한 보상분에 5년간 두당 평균소득 27,400원과 연간 회전율 

2.1회를 적용한 산정치로 두당 143,000원으로 추정되었다. 실제로 폐

업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두당 보상 외에도 시설에 대한 보상이 추

가되어야 할 것이다. 년차별 두당 사육두수 감축정도는 2014년 목표연

도를 기준으로 2005년부터 1만두 감축으로 시작하여 16만두까지 줄이

는 경우를 상정하여 단계별로 감축하는 방안을 적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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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옥천군의 친환경농업체제 전환을 위한 정책비용 추정

옥천군의 경우 홍성군과 달리 물질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미 <표 5-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가축사육두수가 많지 않아 화학

비료를 30% 정도만 줄여도 물질균형에 거의 접근할 수 있다.  

옥천군의 경우 친환경인증농가지원, 친환경농자재지원, 친환경직

불제, 조건불리직불제, 오염농지 휴경보상, 친환경우수농가견학, 가

축분뇨자원화사업 등 다양한 친환경농축산업 육성사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을 기준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약 27

억원이 투자되고 있다(<표 5-8> 참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은 친환경농업시스템 전환을 위한 유용한 사업으로 지

속적인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옥천군 지역의 경우 물질균형 달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농업 교육․훈련 사업과 물류센터설립,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등 

세 가지를 제시하 다.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농업인

들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농업 교육과 지역별 선도농업인 발굴 및 지

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별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실천의지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권역의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을 추진하면 화학비료 투입량 감축

은 물론 물질균형을 달성함으로써 지속적인 환경친화적 농업이 정

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미 친환경농업 시

스템 전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개별 프로

그램이 확대됨으로써 정책수혜 대상 폭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14년을 목표로 2005년 약 53억원, 2007년 83억원, 2010년 113억원, 

2014년 약 142억원 정도가 투자된다면 옥천군의 물질균형 달성은 

물론 환경부하가 최소화된 청정지역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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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친환경농업체제 전환을 위한 소요예산 추정(옥천군 사례)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4 2005 2007 2010 2014

사업량 투자액 투자액

<기존사업>
인프라구축

친환경쌀상표등록 2 건 3 - - - -

친환경농촌방문행사 12 회 12 50 100 150 250

친환경우수농견학 2 회 2.5 5 10 20 40

친환경농업교육 1 회 2.1 5 10 30 50

규제․지원․보상

친환경농업직불제 114 ha 70 150 300 450 500

친환경인증농가지원 291 호 146 200 300 400 500

친환경마을조성 65 ha 28 40 60 80 100

댐지역 친환경지원 - 512 650 750 850 900

친환경농자재지원 3,587 ha 507 600 800 900 1,000

밭 작물퇴비공급 211천포 574 700 900 1,100 1,300

토양개량제공급 3,219톤 227 250 300 350 400

푸른들가꾸기사업 734 ha 112 150 200 300 400

퇴비마을육성 5 개소 70 80 100 120 140

조건불리지역직불제 230 ha 92 110 150 200 250

오염농지 휴경보상 5 ha 25 30 40 50 70

미생물배양기 5 대 12 20 30 40 50

농약안전사용장비 1,530 세트 49 60 80 100 120

축산분뇨액비살포기 1 대 10 30 50 70 100

축산분뇨액비저장조 8 기 136 200 250 300 350

축산분뇨퇴비화 2 개소 36 50 70 90 100

소  계 2,626 3,380 4,500 5,600 6,620

<신규사업>

인프라구축

친환경농업교육․훈련 - 400 800 1,200 1,600

물류센터설립 - 500 1,000 1,500 2,000

규제․지원․보상

친환경농업지구조성 - 1,000 2,000 3,000 4,000

 소  계 1,900 3,800 5,700 7,600

 총  계 2,626 5,280 8,300 11,300 1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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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요약 및 결론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전략 마련을 

위해서는 농축산업 생산 활동별 환경부하 평가, 수질 향 평가, 토

양특성 평가, 생태계 향 평가와 사회경제적 향평가 등 과학적 분

석을 기초로 한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을 위해 사례지

역을 대상으로 농업환경 실태 조사(작물재배현황, 비료사용량, 가축

사육현황 및 분뇨발생량, 수질조사, 토양조사, 생물상조사 등)를 통

한 물질균형분석, 농가반응분석, 경제성 분석 등을 수행하 다.

홍성군 홍동면 사례지역의 수질분석 결과 홍동저수지 상류에서 

발생된 모든 오염원들이 홍동저수지에 축적되어 홍동저수지 수질이 

부 양화 상태에 있었으며, 홍동저수지 하류로 내려올수록 수질상태

가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동저수지 유역의 오염원별 배

출부하량 분석 결과, 가장 큰 오염부하량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은 축

산부문으로 전체 BOD 배출부하량의 52.5%, TN의 77.9%, TP의 

7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우시 유출부하량 분석결

과도 축산농가가 집한 지점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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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축산부문에서 발생한 가축분뇨가 자원화되어 농경지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보관, 처리, 시용량, 시용시기 등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

다. 특히 홍동면 친환경농업 단지의 관개수로 이용되고 있는 홍동저

수지 유역의 수질이 불량하다는 것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의 대표적인 친환경농업 지역의 이미지를 구축해 온 홍동면의 이미

지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홍동저수지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홍동저수지 유역의 주요 오염원인 

축산농가의 적절한 가축분뇨 처리 및 저수지 유입수의 정화, 최적

농관리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옥천군 청성면 보청천 유역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으로 지정되어 있어 수질이 2급수 수준으로 양호하며 주변에 큰 오

염원이 없어서 농업지역 유입수 및 유출수 수질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지역의 논물 유

출수 농도가 주변 관행농가에 비해 약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청천 유역의 오염원별 배출부하량을 살펴보면, BOD, TP의 경우 

인구에 의한 생활하수가 각각 47.9%, 43.1%로 가장 큰 오염 배출원

이었으며, 비점오염원에 의한 배출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현재 산계리의 경우 생활하수가 직접 유입되는 것을 예

방할 수 있는 정화시설의 설치 및 생활하수 저류조를 설치하여 하천 

및 농지에 생활하수가 직접 하천과 농지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하

며, 강우시 양물질 유출방지를 위한 농경지내의 양물질 배출 관

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재 보청천 유역 산계리 지역의 

경우 친환경농업 실천과 종합양분관리를 통해 비교적 양호한 수질

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례지역의 논토양 비옥도 분석결과 홍동저수지 유역의 경우 인

산농도가 120~146mg/kg 수준으로 높아 강우시 인유출이 예상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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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보청천 유역의 경우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보청천 유역의 친환경농업 실천 전후의 논토양 

중금속 농도를 분석해본 결과, 납과 구리 농도가 친환경농법 실천 

이후 급격하게 감소되었고, 비소를 제외한 모든 항목의 금속들이 감

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지역의 물질균형 분석 결과, 홍성군의 경우 질소 207.1%, 인

산 234.3%, 칼리 167.8% 정도로 작물양분요구량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생태계의 물질순환 체계를 보면 16,383ha의 

농경지에 투입되는 양분총량은 가축분뇨 자원화로부터 투입되는 양

분량과 화학비료로 투입되는 성분량을 합하면 총 9,732톤에 달하며, 

이 중 50.2% 정도인 4,883톤(질소 2,676톤, 인산 1,242톤, 칼리 965

톤)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침투되어 지표수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엔트로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옥천군 농업생태계의 물질순환 체계를 보면 10,645ha의 농경지에 

투입되는 양분총량은 가축 분뇨자원화로부터 투입되는 양분량과 화

학비료로 투입되는 성분량을 합하면 총 3,223톤에 달하며, 이중 

23.6% 정도인 761톤(질소 443톤, 인산 258톤, 칼리 60톤)이 외부로 유

출되거나 침투되어 지표수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엔트로피로 작용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의식조사 결과 개방화시대의 미래농업의 

대안으로서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가 높으며,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

해서는 판로문제(소득) 해결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축분뇨자원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

타났다. 

관행농가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관행농가의 절반 이상이 미래농

업의 대안으로서의 친환경농업 실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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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의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가축분뇨 자원화를 선택했다. 또한 

판로확보(유통가공시설 확충)를 통한 안정적 소득 보장이 친환경농업 

전환을 위한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러나 사례지역 관행농가의 화학비료 가격상승에 따른 대체의향을 조

사한 결과, 비모수적 방법을 이용할 경우 포당(20kg) 화학비료 가격

이 70% 인상될 경우(포당 평균 4,071원) 화학비료를 다른 유기질비료

로 대체할 것으로 분석되어 화학비료 가격상승에 따른 관행농가의 

유기질비료 대체의향은 상당히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군 지역 양돈농가에 대한 의식조사에서 양돈농가 대부분이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답변했고, 현 수준의 사육두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가축분뇨 발생량이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양을 훨씬 초과

함에도 불구하고 양돈농가의 가축사육두수 감축에 대한 의지는 약

한 것으로 나타나, 가축사육두수 감축의 필요성을 알리고 양축농가

를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지역 친환경농가의 경제성 분석 결과, 단보당 쌀 생산비는 

청성면의 경우 698천원으로 나타났고, 홍동면의 경우 749천원으로 

나타나 일반농법에 비해 1.2∼1.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단보당 소득은 청성면의 경우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높고 농가 

수취가격이 낮아 관행농법의 약 87.1%인 533천원으로 나타났다. 한

편 홍동면의 경우 생산비는 높지만 농가 수취가격도 높아 관행농법

보다 1.27배 정도 높은 수준인 777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사례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년차를 기준으로 농가를 구분하여 

연차별 소득을 추산한 결과 홍동면의 경우 유기농법 실천 약 2∼3년

차에, 청성면의 경우 저농약에서 무농약 농법을 실천한 3년차 이후

에 관행농법의 소득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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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친환경농업체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정착되는 시점

인 약 3∼5년 동안의 이행기간에 대한 적절한 소득보상 등 인센티브 

부여와 생산된 농산물을 차별화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

의 구축과 마케팅 프로모션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친환경농업의 개념은 우선 

기존의 생산측면에 초점을 맞춘 개념적인 틀에서 벗어나 농업생산

방식뿐만 아니라 생태환경 측면에서의 생산방식은 물론 물질순환과 

환경친화적 농업자원관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친

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전략개발과 실행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토록 제도

적․법적인 장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역단위의 친환경농업시

스템 전환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최고의사결정자의 적극적인 관

심과 실천의지가 필수적이다. 또한 관련주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친환경농업시스템 구축의 관건은 관련주체의 의식

전환을 기초로 한 실효성 있는 실천전략의 이행에 달려있다. 따라서 

관련주체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훈련 분야에 과감

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행된 전략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피드백이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정책프로그램으로 정착될 수 있다.

연구대상인 두 사례지역 친환경농업 시스템구축의 가능성은 충

남 홍성군 홍동저수지 유역의 경우 거의 지역전체가 이미 친환경농

법을 추진하고 있고 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인근 저수지와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들 지

역의 경우 수년 내 지역단위의 친환경농업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성군 지역의 경우 친환경농업 시스템 구축의 관건은 경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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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축산부문의 유기적인 연계와 돼지분뇨 발생량의 절대량 감축과 

적절한 처리에 달려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양돈산업이 빠른 속도

로 규모화․전문화됨으로써 신고대상 미만의 소규모 양돈농가는 거

의 없고 신고대상 이상의 중․대규모 농가로 구성되어 있어 점오염

원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연간 150~200억원 정도가 투자되어 관련정

책이 적절히 결합된다면 친환경농업시스템 구축이 중기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 옥천군의 경우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일부 지역

에 한정하여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이다. 그

러나 가축사육두수가 적고 상수원 상류지역인 보청천 유역은 수질

이 매우 양호하므로 연간 약 100억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

우 단기간 내 물질균형을 달성함으로써 친환경농업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 추진방안 모색을 위해 

시도된 이 연구는 환경의 지역적 특수성이란 측면에서 특정한 사례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하를 분석하고 물질균형 달성을 위한 실천

전략을 위한 실행프로그램을 제시하 다. 

홍성군 지역의 경우 가축사육두수가 많고 관행적인 농법이 주류

를 이루는 환경부하가 높은 대표적인 환경악화 농업지역으로 간주

될 수 있다. 한편 옥천군의 경우 가축사육두수가 적고 농업생산 활

동에 의한 환경부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아 대표적인 환경우려 농업

지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두 지역이 우리나라 농업전

체를 대표한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두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시

스템 전환을 위한 실천전략은 타 지역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데는 

해당지역의 환경부하 실태만 정확하게 평가된다면 관련 프로그램을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단위 친환경농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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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전환을 위한 개별 프로그램의 운용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의 역할분담 및 정책집행범위와 정책자금 분담 등 구체적인 방안

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역에 대한 결정은 정책담당

자의 역할이나 정책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정책 수행에 앞서 

신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정책의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기존 프로

그램의 경우에는 정책의 사후평가가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프로그램별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구체적인 역할분담 방안과 통합적 접근을 기초로 한 사전

적․사후적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방법론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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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네덜란드의 MINAS 관련 양식

 MINAS 세부 신고서 2003

이름:                    

주소:                    

신고서 내용
이 양식은 세부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신고서 작성 
요건을 참조하시고, 만약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반송해 주십시오.

작성내용
․2쪽의 총 가축수를 기입하고 인산과 질소
투입(Input)을 계산하시오

․3쪽의 허용된 손실과 4쪽의 인산과 질소 
산출(Output)을 계산하시오.

․다음으로 해설의 도움말 4에서 부과금을 
계산하시오. 

․1쪽의 요약 명세서에 이 부과금을 기입하시오.
주의! 작성란을 벗어난 정보는 처리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신고 면제 여부 확인

당신은 2003년 MINAS 신고서 
작성 면제에 해당합니까?

 아니오 ▶ 계속해서 신고서를 쓰시오.

 예
▶ 서류에 서명하고 부과금 관리

처로 보내시오. 

요약 명세서(Summary statement)

해설 48~49쪽에서 당신이 계산
한 금액을 기입하시오.

․2004년 9월 1일 이전에 지불
해야 합니다. 

인산부과금
€□□□□□.-

․인산부과금이 없으면 “0”
․인산부과금 지로서류의 금액을 
기입하시오.

질소부과금
€□□□□□.-

․질소부과금이  없으면 “0”
․질소부과금 지로서류의 금액을 
기입하시오.

신고(Declaration)
이 양식을 작성 후 부과금 관
리처(levy office)로 보내시오. 
 요금별납 7000
 9400 VD Assen

․2004년 9월 1일 이전에 지불
해야 합니다. 

․세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도 
이 신고서는 보내야 합니다. 

나는 이 서류에 사실만을 기재하 음을 서명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 - □□ -□□□□

서명: 서명날짜

□□ -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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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가축사육두수

1
2003년 총 면적에서 
3가축단위 이상 보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 간단한 신고서만 작성하시오

 예 ▶ 다음 모든 질문에 답하시오

2

2003년 평균 사육두수
․가축평균표나 동물
계산표를 이용하여 
총계를 기입하시오

축종 번호 평균 사육두수 축종 번호 평균 사육두수

□□□

□□□

□□□

□□□

□□□

□□□

□□□□□

□□□□□

□□□□□

□□□□□

□□□□□

□□□□□

□□□

□□□

□□□

□□□

□□□

□□□

□□□□□

□□□□□

□□□□□

□□□□□

□□□□□

□□□□□

2003년 투입(Input)   주의! 숫자는 0.5 이상으로 표기해 주십시오.

자료정보(안내) 인산(P2O4/kg) 질소(N/kg)

3 농후사료 연간사료조사표 □□□□□□ □□□□□□

4
허가된 사료공급자에 의한 
조사료 및 기타 사료

연간사료조사표 □□□□□□ □□□□□□

5
무허가 공급자에 의한 
조사료 및 기타 사료

사료표 □□□□□□ □□□□□□

6 가축 가축공급과 수송표 □□□□□□ □□□□□□

7
다른 토지에서 방목된 
자기소유 가축

Outpasture records □□□□□□ □□□□□□

8 가축분뇨 초기 비축량 □□□□□□ □□□□□□

9 가축분뇨 가축분뇨분석보고서 □□□□□□ □□□□□□

10 기타 유기질비료
비료 배달증거 서류
또는 농기록

□□□□□□ □□□□□□

11
질소 및 기타 양분
(예: 화학비료)

농기록 □□□□□□

12 두과작물에 의한 질소 도움말 1 참고 □□□□□□

13
등록된 가축분뇨 저장고의 
초기 비축량

□□□□□□ □□□□□□

14 총 투입(Total Input) 1~13번까지의 합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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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손실   주의! 숫자는 0.5 이상으로 표기해 주십시오.

총면적(ha) 손실기준 인산(P2O4/kg) 질소(N/kg)

15 토지로 허용된 손실
․토지표를 
이용하시오

․토지면적을 
기입하고 
손실기준을 
곱하시오

점토질 또는 토탄질의 목초지

□□□.□□ × 25  = □□□□□□

× 220 = □□□□□□

사질 또는 황토질의 목초지, 침식이 잘 안되는(습한) 토지

□□□.□□ × 25  = □□□□□□

× 220 = □□□□□□

사질 또는 황토질의 목초지, 침식이 잘되는(건조한) 토지

□□□.□□ × 25  = □□□□□□

× 220 = □□□□□□

점토질 또는 토탄질의 농경지

□□□.□□ × 25  = □□□□□□

× 190 = □□□□□□

점토 또는 토탄질의 농경지

□□□.□□ × 25  = □□□□□□

× 150 = □□□□□□

사질 또는 황토질의 목초지, 침식이 잘 안되는(습한) 토지

□□□.□□ × 30  = □□□□□□

× 110 = □□□□□□

사질 또는 황토질의 목초지, 침식이 잘되는(건조한) 토지

□□□.□□ × 30  = □□□□□□

× 100 = □□□□□□

점토질 또는 토탄질의 휴경지

□□□.□□ × 30  = □□□□□□

× 150 = □□□□□□

사질 또는 황토질의 휴경지, 침식이 잘 안되는(습한) 토지

□□□.□□ × 30  = □□□□□□

× 110 = □□□□□□

사질 또는 황토질의 휴경지, 침식이 잘되는(건조한) 토지

□□□.□□ × 30  = □□□□□□

× 100 = □□□□□□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지역

□□□.□□ × 10  = □□□□□□

× 50  = □□□□□□

16
목초지면적에 대한 
질소손실분 보정치

도움말 2 참고 □□□□□□

17 허용된 손실 15번+16번
+

□□□□□□
+

□□□□□□



202

2003년 산출(Output)   주의! 숫자는 0.5 이상으로 표기해 주십시오.

자료정보(안내) 인산(P2O4/kg) 질소(N/kg)

18 가축분뇨
가축분뇨분석보고서 
또는 수송증거서류

□□□□□□ □□□□□□

19 가축 가축공급과 수송표 □□□□□□ □□□□□□

20 축산품(우유, 계란 등) 축산품 공급표 □□□□□□ □□□□□□

21 조사료(Roughage) 사료표 □□□□□□ □□□□□□

22 농작물 및 원예작물 생산 작물 산출표 □□□□□□ □□□□□□

23 자가소유 토지에서 방목된 가축 Inpasture records □□□□□□ □□□□□□

24 소계 18~23번까지의 합계
+

□□□□□□
+

□□□□□□

총산출(Total Output)   주의! 숫자는 0.5 이상으로 표기해 주십시오.

자료정보(안내) 인산(P2O4/kg) 질소(N/kg)

25 가축분뇨 말기 비축분 □□□□□□ □□□□□□

26 가축분뇨 처리․가공에 대한 공제 □□□□□□ □□□□□□

27 허용된 손실 17번 값 기재 □□□□□□ □□□□□□

28 분뇨, 가축, 축산품을 통한 이동 24번 값 기재 □□□□□□ □□□□□□

29
등록된 가축분뇨 저장고의 
말기 비축량

□□□□□□ □□□□□□

30 원예농업에 대한 공제 □□□□□□ □□□□□□

31 총산출 25~30번까지의 합계
+

□□□□□□
+

□□□□□□

기타

32 해외에 있는 토지면적(ha) 토지표 이용 □□□.□□

33
원예농업에서 추정된 공제
(30번에서 답한 경우만)

0.005 이상으로 표기
재배면적(ha)
□□□.□□

시설면적(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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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AS 수송업자 인산 신고서 2003

이름:                    

주소:                    

신고서 내용

이 양식은 수송업자의 인산신고서

를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산

신고서 작성 요건을 참조하시고, 

만약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반송

해 주십시오.

다른 신고서를 필요로 하시면 LNV-창구 08

00-22-333-33(무료)으로 전화하시오.

아니면 www.mmlnv.nl/loket을 보시오.

신고 면제 여부 확인

당신은 2003년 MINAS 신고서 
작성 면제에 해당합니까?
․등록증명서 교정을 원하시
면 “MINAS 등록 증명서 교
정” 서류를 이용하십시오.

 아니오 ▶ 계속해서 신고서를 쓰시오.

 예
▶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

니 서류에 서명 후 과세 사무
실로 송부하시오. 

부과금

2쪽에서 계산된 금액을 기입하
시오.
․2004년 9월 1일 이전에 지불
해야 합니다. 

인산부과금
€□□□□□.-

․인산부과금이 없으면 “0”
․인산부과금 지로서류의 금액을 
기입하시오.

신고(Declaration)

이 양식을 작성 후 부과금 관
리처(levy office)로 보내시오.
 
 요금별납 7000
 9400 VD Assen

․2004년 9월 1일 이전에 지불
해야 합니다. 

․세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도 
이 신고서는 보내야 합니다. 

나는 이 서류에 사실만을 기재하 음을 서명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 - □□ -□□□□

서명: 서명날짜

□□ -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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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투입(Input)   주의! 숫자는 0.5 이상으로 표기해 주십시오.

자료정보(안내) 인산(P2O4/kg)

1 시험분석한 가축분뇨
․가축분뇨 수송증거서류 및 
분석보고서

□□□□□□

2 시험분석 안된 가축분뇨 ․가축분뇨 수송증거서류 □□□□□□

3 기타 유기질비료 비료 배달증거 서류 또는 농기록 □□□□□□

4
질소 및 기타 양분
(예: 화학비료)

비료 배달증거 서류 또는 농기록 □□□□□□

5
등록된 가축분뇨 저장고의 
초기 비축량

도움말 1 참고 □□□□□□

6 총투입  1~5번까지의 합계
+

□□□□□□

2003년 산출(Output)   주의! 숫자는 0.5 이상으로 표기해 주십시오.

자료정보(안내) 인산(P2O4/kg)

7 시험분석한 가축분뇨
․가축분뇨 수송증거서류 및 
분석보고서

□□□□□□

8 시험분석 안된 가축분뇨 ․가축분뇨 수송증거서류 □□□□□□

9 기타 유기질비료 비료 배달증거 서류 또는 농기록 □□□□□□

10
질소 및 기타 양분
(예: 화학비료)

비료 배달증거 서류 또는 농기록 □□□□□□

11
등록된 가축분뇨 저장고의 
초기 비축량

도움말 1 참고 □□□□□□

12 총산출  7~11번까지의 합계
+

□□□□□□

인산부과금 산출   주의! 숫자는 0.5 이상으로 표기해 주십시오.

자료정보(안내) 인산(P2O4/kg)

13 총 인산 투입 ․6번 값 기재 □□□□□□

14 총 인산 산출 ․12번 값 기재 □□□□□□-

15 인산 잉여
․산출이 투입보다 크면 “0” 

․곱하시오(€9)
□□□□□□

€9 ×

16 인산 부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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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AS 협약 신고서 2003

이름:                    

주소:                    

신고서 내용

이 양식은 협약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협약 신고서 작성 

요건을 참조하시고, 요건에 해당되

지 않으면 반송해 주십시오. 

만약 다른 신고서가 필요하면 LNV

-창구 0800-22-333-22(무료)로 전

화하시거나 www.mmlnv.nl/loket을 

보시오. 

작성내용

․2쪽의 가축의 인산과 질소 투입(Input)을 

계산하시오

․3쪽의 허용된 손실과 4쪽의 인산과 질소 

산출(Output)를 계산하시오.

․다음으로 해설의 도움말 4에서 부과금을 

계산하시오. 

․1쪽의 요약 명세서에 이 부과금을 기입하시오.

주의! 작성란을 벗어난 정보는 처리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신고 면제 여부 확인

당신은 2003년 MINAS 신고서 
작성 면제에 해당합니까?

 아니오 ▶ 계속해서 신고서를 쓰시오.

 예
▶ 서류에 서명하고 Levy office

로 보내시오. 

요약 명세서(Summary statement)

해설 33~34쪽에서 당신이 계산
한 금액을 기입하시오.

․2004년 9월 1일 이전에 지불
해야 합니다. 

인산부과금
€□□□□□.-

․인산부과금이 없으면 “0”
․인산부과금 지로서류의 금액을 
기입하시오.

질소부과금
€□□□□□.-

․질소부과금이 없으면 “0”
․질소부과금 지로서류의 금액을 
기입하시오.

신고(Declaration)

이 양식을 작성 후 부과금 관
리처(levy office)로 보내시오. 
 요금별납 7000
 9400 VD Assen

․2004년 9월 1일 이전에 지불
해야 합니다. 

․세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도 
이 신고서는 보내야 합니다. 

나는 이 서류에 사실만을 기재하 음을 서명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 - □□ -□□□□

서명: 서명날짜

□□ -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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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 및 질소 생산

1
2003년 총 면적에서 
3가축단위 이상 보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 간단한 신고서만 작성하시오

 예 ▶ 다음 모든 질문에 답하시오

2

축종별 인산 및 질소 생산을 
계산하시오

주의! 모든 숫자는 0.5/kg 이상으로 표시하시오.

축종번호 평균사육두수 연간 생산량 인산(P2O4/kg) 질소(N/kg)

□□□ □□□□□ × 인산 □□□.□□ = □□□□□

× 질소 □□□.□□ = □□□□□

□□□ □□□□□ × 인산 □□□.□□ = □□□□□

× 질소 □□□.□□ = □□□□□

□□□ □□□□□ × 인산 □□□.□□ = □□□□□

× 질소 □□□.□□ = □□□□□

□□□ □□□□□ × 인산 □□□.□□ = □□□□□

× 질소 □□□.□□ = □□□□□

3  총 인산 및 질소 생산
+

□□□□□
+

□□□□□

2003년 투입(Input)   주의! 숫자는 0.5 이상으로 표기해 주십시오.

자료정보(안내) 인산(P2O4/kg) 질소(N/kg)

4 자가생산 가축분뇨 3번 값 기재 □□□□□□ □□□□□□

5 가축분뇨 초기비축량 □□□□□□ □□□□□□

6
자기소유 토지에 방목된 
타인소유 가축의 분뇨

Inpasture records □□□□□□ □□□□□□

7 시험분석한 가축분뇨
가축분뇨 수송증거 
서류 및 분석보고서

□□□□□□ □□□□□□

8 시험분석 안된 가축분뇨 가축분뇨수송증거서류 □□□□□□ □□□□□□

9 기타 유기질비료
비료 배달증거 서류
또는 농장부

□□□□□□ □□□□□□

10
질소 및 기타 양분
(예: 화학비료)

농장부 □□□□□□ □□□□□□

11 두과작물에 의한 질소 도움말 1 참고 □□□□□□ □□□□□□

12
등록된 가축분뇨 저장고의 
초기 비축량

□□□□□□ □□□□□□

13 총투입(Total Input) 4~12번까지의 합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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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손실   주의! 숫자는 0.5 이상으로 표기해 주십시오.

총면적(ha) 손실기준 인산(P2O4/kg) 질소(N/kg)

14 토지로 허용된 손실
․토지표를 
이용하시오

․토지면적을 
기입하고 
손실기준을 
곱하시오

점토질 또는 토탄질의 목초지

□□□.□□ × 25  = □□□□□□

× 220 = □□□□□□

사질 또는 황토질의 목초지, 침식이 잘 안되는(습한) 토지

□□□.□□ × 25  = □□□□□□

× 220 = □□□□□□

사질 또는 황토질의 목초지, 침식이 잘되는(건조한) 토지

□□□.□□ × 25  = □□□□□□

× 220 = □□□□□□

점토질 또는 토탄질의 농경지

□□□.□□ × 25  = □□□□□□

× 190 = □□□□□□

점토 또는 토탄질의 농경지

□□□.□□ × 25  = □□□□□□

× 150 = □□□□□□

사질 또는 황토질의 목초지, 침식이 잘 안되는(습한) 토지

□□□.□□ × 30  = □□□□□□

× 110 = □□□□□□

사질 또는 황토질의 목초지, 침식이 잘되는(건조한) 토지

□□□.□□ × 30  = □□□□□□

× 100 = □□□□□□

점토질 또는 토탄질의 휴경지

□□□.□□ × 30  = □□□□□□

× 150 = □□□□□□

사질 또는 황토질의 휴경지, 침식이 잘 안되는(습한) 토지

□□□.□□ × 30  = □□□□□□

× 110 = □□□□□□

사질 또는 황토질의 휴경지, 침식이 잘되는(건조한) 토지

□□□.□□ × 30  = □□□□□□

× 100 = □□□□□□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지역

□□□.□□ × 10  = □□□□□□

× 50  = □□□□□□

15
목초지면적에 대한 
질소손실분 보정치

도움말 2 참고 □□□□□□

16 허용된 손실 14번 + 15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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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산출(Output)   주의! 숫자는 0.5 이상으로 표기해 주십시오.

자료정보(안내) 인산(P2O4/kg) 질소(N/kg)

17 가축분뇨 가축분뇨수송증거서류 □□□□□□ □□□□□□

18
타인소유 토지에 방목된 자
기소유 가축의 분뇨

Outpasture records □□□□□□ □□□□□□

19 소계 17번 + 28번
+

□□□□□□
+

□□□□□□

농작물 생산   주의! 숫자는 0.5 이상으로 표기해 주십시오.

총면적(ha) 기준 인산(P2O4/kg) 질소(N/kg)

20 농작물 생산 
․토지면적을 
기입하고 기준을 
곱하시오

총 목초지 면적

□□□.□□ × 65  = □□□□□□

× 300 = □□□□□□

총 경지 면적

□□□.□□ × 50  = □□□□□□

× 125 = □□□□□□

21 농작물 생산 소계
+

□□□□□□
+

□□□□□□

총산출(Total Output)   주의! 숫자는 0.5 이상으로 표기해 주십시오.

자료정보(안내) 인산(P2O4/kg) 질소(N/kg)

22
가축분뇨 및 타인소유토지에 
방목된 자기소유 가축의 분뇨

19번 값 기재 □□□□□□ □□□□□□

23 허용된 손실 16번 값 기재 □□□□□□ □□□□□□

24 농작물 생산 21번 값 기재 □□□□□□ □□□□□□

25 원예농업에 대한 공제 도움말 3번 참조 □□□□□□ □□□□□□

26 총산출 22~25번까지의 합계
+

□□□□□□
+

□□□□□□

기타

27 해외에 있는 토지면적(ha) 토지표 이용 □□□.□□

28
원예농업에서 추정된 공제
(30번에서 답한 경우만)

0.005 이상으로 표기
재배면적(ha)
□□□.□□

시설면적(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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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농업환경정책 평가를 위한 전문가 조사 설문서

전문가 조사 설문서
작성자:                

우리 연구원에서는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 추진방안”에 관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향후 친환경농업정책과 
관련한 방향을 조사코자 합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친환경농업정책 수립의 기
초 자료로 활용될 중요한 조사이므로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사표에 
관한 문의사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환경연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130-710,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락처: 김창길 팀장: 02-3299-4265,  changgil@krei.re.kr

신용광 전문연구원: 02-3299-4333,  ykshin22@krei.re.kr
김태  연구원: 02-3299-4315,  tykim@krei.re.kr

❈ 본 설문서의 각 문항을 답변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정책수단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성A의 중요성을 특성B의 중요성과 비교하여 

“비슷하게” 숫자 1

“약간” 숫자 3

“매우”  중요하면 숫자 5  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확실히” 숫자 7

“절대로” 숫자 9

참고로 “매우”와 “확실히”의 중간 정도로 생각되면 5와 7의 중간수인 6으로 응답할 수 있음.

․응답사례: “친환경농업 생산시스템구축을 위한 정책수단”을 결정할 때 특성A(효

율성)와 특성B(효과성)를 비교하여 특성A(효율성)가 특성B(효과성)보

다 매우 중요할 경우의 상대적인 중요도는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친환경농업 생산시스템구축을 위한 정책수단의 중요도 평가

특성A

A
가
절
대
로
중
요

A
가
확
실
히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서
로
비
슷
한
정
도

B
가

약
간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확
실
히
중
요

B
가
절
대
로
중
요

특성B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효율성 ✔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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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미래(5∼10년후)의 친환경농업 생산시스템구축을 위한 정책수단을 결정

함에 있어 다음에 제시한 기준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평가하시고 해당 

부분에 ✔표하여 주십시오.

친환경농업 생산시스템구축을 위한 정책수단의 중요도 평가

특성A

A
가
절
대
로
중
요

A
가
확
실
히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서
로
비
슷
한
정
도

B
가

약
간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확
실
히
중
요

B
가
절
대
로
중
요

특성B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효율성 효과성

효율성 시행가능성

효율성 정치적수용성

효과성 시행가능성

효과성 정치적수용성

시행가능성 정치적수용성

* 다음에 나열한 정책대안들은 미래의 친환경시스템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농업환경정책들입니다. 각각의 정책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친환경직접지불제 : 친환경농법을 실천하는 경우 소득보전을 위한 보조금 지급

  ② 가축사육두수 할당제 : 특정지역의 환경용량에 부합되는 적정규모의 사육두수 할당

  ③ 가축사육권 거래제 : 가축을 사육하는 권리를 거래(매매)할 수 있는 제도

  ④ 잉여양분 부과금제 : 적정수준 이상의 양분 부하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⑤ 환경세(비료, 농약, 자재) : 환경을 오염원을 유발하는 농자재에 대한 세금 부과

  ⑥ 친환경농자재 사용기준 :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오리 등)와 관련한 사용기준 설정

  ⑦ 농약사용량 규제 : 농약 사용에 있어 특정농약 및 특정 성분을 규제

  ⑧ 화학비료 사용기준 :  단위면적당 화학비료 일정량 이상의 비료성분 투입을 규제

  ⑨ 퇴비･액비 살포기준 : 단위면적당 퇴비･액비를 일정량 이상의 살포를 규제

  ⑩ 가축사육 도 제한 : 단위면적(축사) 가축사육 도를 규제하는 제도

  ⑪ 친환경농업 기술지원 : 친환경농업 생산기술에 관한 연구를 통해 환경성과를 개선 

  ⑫ 친환경농업 교육 : 친환경농법 및 환경문제 인식에 대한 교육

  ⑬ 모니터링 시스템 : 특정지역 또는 농가단위의 환경변화 실태에 대한 점검․관찰

  ⑭ 농장부 작성 : 농자재의 투입과 농산물 생산․판매 상황을 농장부에 기록

 ① 정책의 효율성은 환경오염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비용대비 편익을 의미합니다.

 ② 정책의 효과성은 정책당국의 환경오염 감축목표의 달성여부를 의미합니다.

 ③ 시행가능성은 정책에 대한 참여를 강요하여 정책효과가 이루어지는지를 의미합니다.

 ④ 정치적수용성은 정책조치에 대한 정치적지지 정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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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 다음은 정책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미래(5년∼10년후)에 필요한 여러 정책수단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제시한 각각의 지원정책에 대하여 정책의 

효율성측면에서 평가하시고 그 중요성을 ✔표하여 주십시오.
   (정책의 효율성이란 환경오염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비용대비 편익을 의미)

지원정책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경제적
수단

친환경 직접지불제
가축사육두수 할당제
가축사육권 거래제
잉여양분 부과금제
환경세(비료,농약 등)

규제적
수단

친환경농자재 사용기준
농약사용량 규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설정
퇴비･액비 살포기준
가축사육 도 제한

기술지원 
및 교육

친환경농법 기술지원
친환경농업 교육

모니터링 
및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농장부 작성

문3> 다음은 정책의 효과성을 기준으로 미래(5년∼10년후)에 필요한 여러 정책수단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제시한 각각의 지원정책에 대하여 정책의 

효과성측면에서 평가하시고 그 중요성을 ✔표하여 주십시오.
   (정책의 효과성이란 정책당국의 환경오염 감축목표의 달성여부를 의미)

지원정책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경제적
수단

친환경 직접지불제
가축사육두수 할당제
가축사육권 거래제
잉여양분 부과금제
환경세(비료,농약 등)

규제적
수단

친환경농자재 사용기준
농약사용량 규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설정
퇴비･액비 살포기준
가축사육 도 제한

기술지원 
및 교육

친환경농법 기술지원
친환경농업 교육

모니터링 
및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농장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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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 다음은 정책의 시행가능성을 기준으로 미래(5년∼10년후)에 필요한 여러 정책수

단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제시한 각각의 지원정책에 대하여 정

책의 시행가능성측면에서 평가하시고 그 중요성을 ✔표하여 주십시오.
   (시행가능성이란 정책에 대한 참여를 강요하여 정책효과가 이루어지는지를 의미)

지원정책
정책의 시행가능성 측면에서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경제적
수단

친환경 직접지불제
가축사육두수 할당제
가축사육권 거래제
잉여양분 부과금제
환경세(비료,농약 등)

규제적
수단

친환경농자재 사용기준
농약사용량 규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설정
퇴비･액비 살포기준
가축사육 도 제한

기술지원 
및 교육

친환경농법 기술지원
친환경농업 교육

모니터링 
및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농장부 작성

문5> 다음은 정책의 정치적수용성을 기준으로 미래(5년∼10년후)에 필요한 여러 정

책수단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제시한 각각의 지원정책에 대하

여 정책의 정치적수용성 측면에서 평가하시고 그 중요성을 ✔표하여 주십시오.
   (정치적수용성이란 정책조치에 대한 정치적지지 정도를 의미)

지원정책
정책의 정치적수용성 측면에서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아주 찬성 찬성 보통 반대 아주 반대

경제적
수단

친환경 직접지불제
가축사육두수 할당제
가축사육권 거래제
잉여양분 부과금제
환경세(비료,농약 등)

규제적
수단

친환경농자재 사용기준
농약사용량 규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설정
퇴비･액비 살포기준
가축사육 도 제한

기술지원 
및 교육

친환경농법 기술지원
친환경농업 교육

모니터링 
및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농장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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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농가 경 실태 및 설문 조사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실태 조사표(쌀)

우리 연구원에서는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 추진방안”에 관한 과
제의 수행을 위해 친환경업 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향후 친환경농업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중요한 조사이므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사표에 관한 문의사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환경연구팀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130-710,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락처: 김창길 팀장: 02-3299-4265,  changgil@krei.re.kr

신용광 전문연구원: 02-3299-4333,  ykshin22@krei.re.kr
김태  연구원: 02-3299-4315,  tykim@krei.re.kr

팩  스: 02-960-0164 

2004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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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벼농가 대상)

경 주명 (        세)
전화번호 (집/사무실)                      (휴대폰)

E-mail                      @

주    소                     도                    시/군                    읍/면                    리

학    력  ① 초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졸
친환경농업 

교육

교육기관:

연간 교육회수:      회

경작규모

전체 경지면적 친환경농업 실천면적 친환경 벼 재배면적

논:                 평

밭:                 평

논:                 평

밭:                 평

                    평

농경력 (년)
환경농업

실천경력
(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년도
         년(     년차)

경 유형  ① 개별 ② 작목반③ 농조합법인 ④ 회사법인 ⑤ 기타(                     )

해당작목(벼)

인증유형

 ① 유기재배   ( 평)   ② 전환기유기재배  ( 평)   

 ③ 무농약재배 ( 평) ④ 저농약재배 ( 평)

해당작목(벼)

재배농법

 ① 오리농법  (            평)   ② 우 이 농법  (             평)    ③ 쌀겨농법  (             평)

 ④ 기타                        (                 평)

농시설

보유내역

․시설종류(창고류):                 ․건축년도:          년 (내구:      년)    ․건축비:

                 ․건축년도:          년 (내구:      년)    ․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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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묘비 및 육묘관리비(종자소독, 상토 등)

비목 종류(품종) 수량 소요비용 비목 수량 단가 소요비용

․종묘비
․종자소독비

․상토비

3. 화학 비료비(모판비료, 기비, 추비) ※ 무농약재배 이하만 해당

종류 수량 단가 실제소요비용 지원액(지원비율%)

 

4. 유기질 비료비(유박, 가축분뇨, 자가퇴비, 짚, 녹비작물 기타 양분공급용 친환경자재) 

종류 수량 단가 실제소요비용 자가/구입 지원액(지원비율%)

5. 병해충방제비: 병해충방제용 친환경자재(한방 양재, 목초액 등) 또는 농약(저농약재배시)

종류 수량 단가 실제소요비용 자가/구입 지원액(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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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자재비(오리, 우 이 등 친환경자재 포함)

종류 수량 단가 실제소요비용 지원액(지원비율%)

․토양개량제  

․오리, 우 이 등 구입비

․오리막사 제작비(내구      년)

․망, 지주 등 구입비(내구      년)

․육묘상자(내구      년)

․활대(내구      년)

․모판비닐+모판부직포 

․기타( PP마대+콤바인마대+소농구비 등)

7. 농기계비 또는 농기계 임대․위탁 농비

작업종류 농기계 종류 사용일수 사용시간 자가/임대/위탁 평당 단가
총소요비용

(농기계비, 임대․위탁 농비)

․경운 및 로터리 일 시간

․이앙 일 시간

․수확 및 탈곡 일 시간

․건조 일 시간

․기타(제초 등) 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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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력비(하루 8시간 기준)

작업 종류
작업
일수

자가노동 고용노동

남 녀 남 녀

․퇴비제조 일 명 시간 명 시간 명 시간 명 시간

․상토준비 일 명 시간 명 시간 명 시간 명 시간

․종자준비 일 명 시간 명 시간 명 시간 명 시간

․육묘상자 및 묘판준비 일 명 시간 명 시간 명 시간 명 시간

․경운 및 로터리 일 명 시간 명 시간 명 시간 명 시간

․이앙(모내기) 일 명 시간 명 시간 명 시간 명 시간

․화학비료살포 일 명 시간 명 시간 명 시간 명 시간

․유기질비료(퇴비 등)살포 일 명 시간 명 시간 명 시간 명 시간

․농약 또는 친환경 병해충방제 일 명 시간 명 시간 명 시간 명 시간

․제초작업 일 명 시간 명 시간 명 시간 명 시간

․벼베기(수확) 일 명 시간 명 시간 명 시간 명 시간

․실외 건조 일 명 시간 명 시간 명 시간 명 시간

․망, 지주 설치 일 명 시간 명 시간 명 시간 명 시간

․오리, 우렁이 등 방사․관리 일 명 시간 명 시간 명 시간 명 시간

일 명 시간 명 시간 명 시간 명 시간

일 명 시간 명 시간 명 시간 명 시간

※ 평균 고용노동 단가(식대, 간식비 등 포함) 남 :               원/일,  여 :               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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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비용 (※ 벼농사에 관련된 비용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종류 금액 종류 금액

․유류비

  (벼 수송 및 농기계 이용 관련)
․토지임차료(토지용역비)

임차면적:

임차료:

․전기료(건조기, 관개 등) ․차입금이자(자본용역비)
대출금액:

지불이자:

․농기계 수리비 ․수리(水利)비

10. 경 성과

가. 벼 수확 및 판매 (조곡기준)

총 생산량(kg) kg당 평균 판매단가(수매가) 총 판매액(조수입) (관행 대비) 수확량(%)

나. 판매처 및 판매단가 (조곡기준)

구     분 농협수매
대형마트
(백화점, 

하나로마트 등)

환경농산물 생산‧소비단체
소비자직거래 도매시장 기타(        )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출하량

평균단가(원/kg)

포장단위

(kg/박스,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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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가 설문조사 】

1. 친환경농업 실천 이후의 투입 노동력은 관행농업에 비해 어느 정도 증가(감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감소한 경우 (         )% ② 증가한 경우 (         )% ③ 비슷하다

2. 친환경농업 실천 이후의 생산비는 관행농업에 비해 어느 정도 증가(감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감소한 경우 (         )% ② 증가한 경우 (         )% ③ 비슷하다

3. 친환경농업 실천 이후의 농가소득은 관행농업에 비해 어느 정도 증가(감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감소한 경우 (         )% ② 증가한 경우 (         )% ③ 비슷하다

4. 친환경농업 도입시 의사결정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명감 ② 주위 농가의 권유(지도자의 권유)  ③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의 추천 

 ④ 개방화 시대 미래농업의 대안 ⑤ 기타( )

5. 재배작목의 품종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① 소비자(구매자) 선호  ② 수량증대   ③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 양호    ④ 종묘 가격  ⑤ 기타( )

6. 병해충방제 또는 억제용으로 시판되고 있는 친환경농자재의 방제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만족           ② 만족       ③ 판단하기 어렵다        ④ 불만족     ⑤ 아주 불만족

7. 관행농자재와 대비하여 시판되고 있는 친환경농자재의 가격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해당란에 ○표 해주십시오.  

                     가격수준
  자재종류 ① 비싼 편이다 ② 적정한 수준이다 ③ 저렴한 편이다

유기질비료

오리, 우 이 등 자재

토양개량용 미생물 자재 등

병해충방제용 자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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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친환경농업관련 중요한 실천기술 또는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얻고 있습니까?  

 ① 이웃농가    ② 기술센터 등 정부기관의 농교육/지도    ③ 농자재판매상     ④ 환경농업단체   ⑤ 신문/잡지

9. 친환경농업(유기‧무농약재배)을 실천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제초작업    ② 병해충방제    ③ 농산물판매    ④ 친환경농자재의 구입 또는 제조    ⑤ 기타(      )

10.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실천기술 또는 방법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만족   ②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만족   ③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성을 보고 계속 실천해 보겠다     

④ 문제점이 많아 계속하기 어렵다              ⑤ 기타(      )

11. 친환경농산물 판매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2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안정적 거래처 확보   ② 판매계약 불이행   ③ 판매대금 결재   ④ 판매가격   ⑤ 포장/운송비용  ⑥ 수확량의 일부 판매

12. 친환경농산물 판매처 중 가장 선호하는 판매처는 무엇입니까?

 ① 농협   ② 생산자단체   ③ 소비자단체   ④ 소비자직거래   ⑤ 도매시장 및 대형매장 ⑥ 기타(      )

13. 향후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농민 교육․계몽  ② 지도자 육성  ③ 생산(자재)지원  ④ 유통(판로)지원  ⑤ 기타(      )

14. 향후 친환경농업 발전전망을 고려할 때 친환경농업 실천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축소할 것임 ② 현 수준을 유지할 것임 ③ 확대할 것임 

15. 현재 유기질비료 사용 실태 및 향후 유기질 비료 사용의향에 대해 비중(%)으로 기입해주십시오.  

유박 등

조제 유기질비료

가축분뇨
짚 녹비작물 기타

액비 고형분퇴비

현재 사용실태 % % % % % %

향후 사용의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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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축분뇨 사용시 애로사항을 가장 중요한 것부터 기입해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       )

 ① 품질 및 규격이 신뢰하기 어렵다 ② 이동 및 살포가 어렵다 ③ 악취가 심하다   ④ 가격이 비싸다

 ⑤ 가축분뇨를 구하기 어렵다 ⑥ 가축분뇨 제조․살포를 위한 제도 구축(규제, 지원)이 미흡하다

 ⑦ 기타(       )

17. 앞으로 유기재배 인증시 공장형 축분퇴비(액비포함)의 투입이 금지된다면 유기물을 어떻게 공급하시겠습니까?

 ① 다른 농자재로 대체하여 이용한다     ② 유기축산 단지를 조성하여 자체 조달한다.    

 ③ 유기재배를 포기하고, 무농약 또는 저농약재배를 실천한다. ④ 친환경농업을 포기한다. 

 ⑤ 기타(       )

18. 가축분뇨 이용 확대를 위한 개선 희망사항 및 건의사항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 끝까지 성의를 다해 조사자료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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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실태 조사표

우리 연구원에서는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 추진방안”에 관한 과

제의 수행을 위해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향후 친환경

농업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중요한 조사이므로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조사표에 관한 문의사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환경연구팀으로 연락주

시기 바랍니다.

주  소: 130-710,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락처: 김창길 팀장: 02-3299-4265,  changgil@krei.re.kr

신용광 전문연구원: 02-3299-4333,  ykshin22@krei.re.kr

김태  연구원: 02-3299-4315,  tykim@krei.re.kr

팩  스: 02-960-0164 

 

2004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223

1. 일반현황(벼농가 대상)

경 주명 (        세)
전화번호 (집/사무실)                      (휴대폰)

E-mail                      @

주    소                     도                    시/군                    읍/면                    리

학    력  ① 초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졸
업무종사 

경력
년

2. 가축사육 및 가축분뇨 발생 현황

구분
낙농 한육우 양돈

양계 기타
경산우 미경산우 번식우 비육우 모돈 비육돈

현재두수

상시사육
두수

축사면적 평 평 평 평 평 평 평 평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

톤 톤 톤 톤 톤

가축분뇨 
수거방식

 ①슬러리     ②자연유하식 ③스크레파    ④반크리너 ⑤기계   ⑥인력      ⑦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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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 농장의 가축분뇨 연간 처리형태별 처리량(비중)을 기입해주십시오. (2003년 기준)

자가처리 위탁처리
기타

퇴비자원화 액비자원화 자체정화처리 퇴비공장 정화처리 해양투기

분
톤

(        %)

톤

(        %)

톤

(        %)

톤

(        %)

톤

(        %)

톤

(        %)

톤

(        %)

뇨
톤

(        %)

톤

(        %)

톤

(        %)

톤

(        %)

톤

(        %)

톤

(        %)

톤

(        %)

4. 귀 농장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시설이용현황에 대해 기입해주십시오. 

퇴비자원화 액비자원화 자체정화처리 기타

시설종류

시설투자비

톤당 처리비

가동율(%) % % % %

1일 처리용량 톤 톤 톤 톤

5. 가축분뇨를 자원화 할 경우 연간 퇴비․액비 생산량 및 이용방식을 기입해 주십시오. 

퇴비생산량

(부자재 포함)
                톤 액비생산량                톤

자원이용방식 자가이용 군내(인근농가) 이용 군외 이동 야적 및 방치 기타

퇴비 톤(      %) 톤(      %) 톤(      %) 톤(      %) 톤(    %)

액비 톤(      %) 톤(      %) 톤(      %) 톤(      %) 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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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재 가축분뇨 처리비용과 전체 생산비 중 분뇨처리비 비중을 기입해주십시오. 

가축분뇨 처리비
  두당:                    원  또는 전체 생산비 중 

분뇨처리비 비중(%)
%  

  톤당:                    원

7. 향후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 및 생산비 중 분뇨처리비 비중을 기입해주십시오. 

최대로 지불가능한

가축분뇨 처리비

  두당:                    원  또는 전체 생산비 중 최대로 

허용가능한 분뇨처리비 비중(%)
%  

  톤당:                    원

8. 현재 퇴비․액비 살포를 위해 확보한 농경지 면적을 기입해주십시오. 

논 밭 과수원 기타

퇴비 살포 확보면적 평 평 평 평

액비 살포 확보면적 평 평 평 평

9. 가축분뇨 처리상의 문제점(축산-경종 농가 연계문제 포함)을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기입해주십시오. 

  3가지 이내 (         ,         ,         )

 ① 살포 경지 확보가 어려움    ② 처리비가 많이 듬 ③ 노동력이 부족함   

 ④ 시설비․유지비가 많이 듬 ⑤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용량 부족 ⑥ 악취가 심함

 ⑦ 품질(항생제, 중금속 등) 및 규격(비료성분 함량 등)이 신뢰하기 어려움     

 ⑧ 가축분뇨처리 시스템의 불완전․불안정 ⑨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제도 구축이 미흡함 

 ⑩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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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축사면적에 비해 전체 가축사육두수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면적에 비해 많은 편임 ② 적당함  ③ 면적에 비해 적은 편임

12. 만일 현재의 가축사육두수를 줄이고자 한다면 어떤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엄격한 규제(축사면적 기준, 환경규제 등)를 적용하여 가축사육두수 감축

 ② 자발적으로 일정규모 이하로 가축사육두수 감축 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

 ③ 정부가 농가별 사육한도를 설정하고, 가축사육권의 매매를 허용하는 경우

 ④ 기타(                                                                                                )

13. 사육농가가 가축사육두수를 일정수준 이하로 줄이는데 대해 정부가 보상한다면 사육권리에 

대한 두당 적정 지불금액은 얼마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친환경축산의 직접지불금

액은 두당 소득의 1/2 수준임) 

두당                                  원

14. 축산업등록제 실시에 대한 귀하의 견해(참여의향)를 말 해주십시오. 

① 참여할 것임  참여이유: 

② 참여하지 않을 것임 불참이유: 

※ 끝까지 성의를 다해 조사자료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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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농가 실태 조사표(쌀A형)

우리 연구원에서는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 추진방안”에 관한 과제의 수행을 위해 관행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의향 및 농법전환과 관련한 애로사항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

코자 합니다. 향후 친환경농업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중요한 조사이므로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조사표에 관한 문의사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환경연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130-710,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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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행농가 설문조사 】

1. 귀하는 향후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 아니오(             )

2. 향후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의향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명감 ② 주위 농가의 권유(지도자의 권유)  ③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의 추천 

 ④ 개방화 시대 미래농업의 대안 ⑤ 기타(  ) 

3. 친환경농법으로 전환 하는데 있어서 다음에 제시된 문제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제초발생 문제 해결이 어렵다

② 병해충 발생 문제 해결이 어렵다

③ 화학비료를 대체하기가 어렵다

④ 노동력이 많이 든다

⑤ 친환경농업 인증절차가 복잡하다

⑥ 생산량이 감소한다

⑦ 소득이 감소한다

⑧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보가 어렵다

⑨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하다

⑩ 친환경농업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다

⑪ 마을 공동체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⑫ 친환경농법 정보를 얻기 어렵다

⑬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부족하다

⑭ 기타의견: 

4. 위의 3번에서 제시된 문항 가운데 친환경농법 전환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을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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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의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분야 중에서 귀하의 견해를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친환경농업 생산기술 개발 및 지원

②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지구조성사업, 경지, 용수개발 등)

③ 지자체의 친환경농자재 지원

④ 농산물 차별화 시책 확대(브랜드화 등)

⑤ 유통(판로), 가공시설 확충

⑥ 농촌관광 사업 등과의 연계 활성화(민박, 체험농장 등)

⑦ 정부의 소득지지 정책

⑧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 대행 

⑨ 친환경농법 실천 관련 기술교육확대 및 정규교육과정 설치

⑩ 농민 의식교육 및 지도자 육성 확대  

⑪ 마을 구성원 협의체 구성 지원

⑫ 기타의견: 

6. 위의 5번에서 제시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 중에서 가장 역점에 두어야할 분야를 중요한 순서대로 3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7.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농산물 출하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작목반이나 농법인을 통한 공동출하  ② 농협 공동출하 ③ 대형유통업체   

 ④ 농가가 직접 도매시장 등에 출하   ⑤ 소비자 단체(생협 등)를 통한 출하 ⑥ 소비자 직판매(농장직판, 택배)

 ⑦ 전자상거래   ⑧ 기타(                                          )

8.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친환경농법 교육 기관은 어디입니까?

 ① 지자체(농업기술센터)를 통한 교육 ② 민간기관을 통한 교육   

 ③ 대학을 통한 교육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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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견수렴 및 갈등조정을 위한 방법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주민대상 공청회 활성화 ② 주민 협의체 조직 활성화   

 ③ 주민 의식교육 확대 ④ 기타(         )

10. 귀하가 임차농일 경우 임차농지를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수혜에 있어 농지 소유주와의 갈등   ② 구두계약으로 인한 농지 임대 기간의 불확실성

 ③ 친환경농법 전환에 따른 농지 소유주와의 임대료 조정 문제  ④ 기타(        )

11. 귀하의 화학비료, 축분퇴비, 기타 유기질 비료의 사용 비중을 기입해 주십시오. 

기비
화학비료 축분퇴비 유기질비료

추비
화학비료 축분퇴비 유기질비료

% % % % % %

12. 귀하가 사용하는 축분퇴비 및 유기질비료의 종류와 조달방법을 기입해 주십시오.

사용 종류 조달방법

축분퇴비

기타 유기질비료

13. 귀하가 사용하고 있는 화학비료나 농약으로 인해 농업환경과 건강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농업환경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자재로 대체하겠다

 ②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을 줄이고, 부분적으로 친환경자재를 사용하겠다

 ③ 현재 상태로 큰 문제가 없으므로 계속 사용하겠다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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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농업환경 오염으로 인해 화학자재(농약, 화학비료) 사용 등에 대한 정부의 규제조치가 있을 경우 귀하의 수용의사를 

밝혀주십시오

 ① 어려운 농촌현실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조치이다

 ② 장기적으로 농업환경 개선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

 ③ 적절한 보상이 있을 경우 수용할 의사가 있다

 ④ 기타(                                                                                  )

15. 만약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화학비료를 대체할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이용(축분퇴비 활용) 

 ② 기타 유기질비료를 외부에서 구입

 ③ 이용가능한 자원(나뭇잎, 볏짚 등)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제조

 ④ 기타(                                                )

16. 다음에 제시한 가축분뇨 사용시 애로사항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표시해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품질 및 규격이 신뢰하기 어렵다

② 이동 및 살포가 어렵다

③ 악취가 심하다

④ 가격이 비싸다

⑤ 가축분뇨를 구하기 어렵다

⑥ 가축분뇨 제조․살포를 위한 제도 구축(규제, 지원)이 미흡하다

⑦ 기타: 

17. 위의 16번에서 제시된 문항 가운데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를 중요한 순서대로 3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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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만약 2006년부터 화학비료 보조금 중단으로 화학비료 가격이 현행보다 20kg당 ( 1,000 )원 인상될 경우 화학비료를 

가축분뇨 또는 기타 유기질 비료로 대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참고로 2004년 5월 현재 화학비료 가격은 복합비료(21-17-17) 5,800원, 고BB비료 5,400원입니다.   

① 예(              )  ② 아니오(               )

19. 그렇다면 만약 화학비료 가격이 현행보다 20kg당       

 (      )원 인상될 경우 화학비료를 가축분뇨 또는 기타 

유기질 비료로 대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   아니오(          )

20. 그렇다면 만약 화학비료 가격이 현행보다 20kg당       

 (       )원 인상될 경우 화학비료를 가축분뇨 또는 기타 

유기질 비료로 대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    아니오(          )

□ 건의사항

※ 끝까지 성의를 다해 조사자료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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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일본의 농업생태계 물질순환에 관한 연구사례*

일본은 1980년대 중반부터 친환경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농업

생태계의 물질순환에 관한 연구가 농학․생태학․환경학․농공학․

농업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조직

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질소수지를 기초로 

한 지역 및 국가수준에서의 물질순환 분석, 정교한 질소흐름 분석을 

위한 부분별 부하량 산정방식 정립, 茨城(이바라키)현을 대상으로 

한 질소흐름의 평가사례, 물질순환의 관점에서 환경부하 경감대책에 

대한 평가, 1980년대 이후 질소수지의 변천 등 그동안 일본에서 이

루어진 물질순환에 관한 일련의 연구 사례를 상세하게 정리하여 제

시하 다. 향후 우리나라도 좀더 체계적인 농업생태계의 물질순환 

분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관련분야의 전문

가들로 연구단을 구성하여 국가수준 및 지역단위의 정교한 질소흐

름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 지역-국가 수준에서의 농업부문 물질순환

일본의 농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질소의 환경부하와 관련 식량․

* 일본의 농업생태계 물질순환에 관한 연구 사례는 일본 현지조사(2004. 

10. 4∼10. 9)에서 이루어진 관련분야 전문가 면담내용, 유관기관 조사

결과 및 관련 참고문헌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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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 등의 수출입까지를 고려한 국가수준에서 접근한 연구는 岩元

明久･三輪太 (1985)에 의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제2차 대전 직후 자급자족형 식량생산에 의한 폐쇄적인 질소순환 

시스템이었지만 이후 식량과 사료의 수입증대로 인하여 외국으로부

터 막대한 질소가 유입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수준의 식량생산 시스템에 있어서 질소순환 시스템 분석을 

위해 유기물 질소의 스톡(부존량)을 곡류보관(국내산･수입산), 가공

업, 축산업, 식생활의 블록으로 나누어 블록간의 흐름(유량)을 나타

내는 선형모형을 수립한 후 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이러한 질소순환 모형을 좀더 정교화하고 확장하여 1960년부터 

1992과 1997년까지의 질소순환 변화 정도에 관한 추정이 이루어졌

다. 연구결과 주로 수입 식량과 수입 사료의 증가에 따른 축산 및 

식생활 부문으로부터 환경에 대한 질소부하가 증대하는 것으로 밝

혀졌다. 이러한 연구의 주요한 결과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환경에 배출되는 질소는 1980년대에는 60년대의 2.5배 정

도로 증대하 으며 90년대에 들어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주로 축산폐기물, 가공업, 식생활 부문으로부터 발생하는 질

소의 배출에 기인하고 있다.

둘째, 배출되는 질소를 모두 농경지에 환원한다고 가정하면 그 

양은 ha당 1992년에 320kg(화학비료를 추가하면 440kg)로 추정되었

고, 이는 농경지 토양의 수용 가능한 질소량인 250kg 수준을 28% 

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통계자료에 기초한 접근이기는 하지만 일본

의 식량공급시스템의 경우 질소순환측면에서 볼 때 이미 상당한 문

제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한편 다양한 농업현장에서의 질

소순환을 고려할 때 지역별로 농업 형태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축산부문의 지역적 편중과 도시화에 따른 농경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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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감소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단위로 선순환의 질소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역의 물질순환 실태에 관

한 체계적이고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 경종지역 혹은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혼합된 지역 등을 대상으로 농업부문에서 발생된 유기

물･폐기물의 지역내 환원과 지역간 이동을 고려한 지역단위 물질순

환 동태모형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단위 물질순환의 접근으로 松本成夫･袴田共之(1992)는 호수

지역을 대상으로 유기물흐름을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농

업관련 통계자료와 토양자료 등을 이용하여 해당지역의 식생활･경

지･축산의 유기물 부존량과 발생량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유기물

흐름을 분석하 다. 분석대상 기간인 1980년부터 1985년까지의 5년

에 걸쳐 농경지는 약간 감소하 고 축산부문도 많이 감소하 지만 

총인구는 23%나 증가하 다. 따라서 식생활 부문에서 유입된 유기

물은 지역내 생산이 약간 감소하 지만 지역 외부로부터의 투입이 

약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비농가인구의 증가가 지역단위 유기

물 흐름에 큰 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축

산부문에서 발생하는 질소부하는 감소하 지만 식생활 부문을 통한 

질소부하가 크게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질소부하가 10% 증가하 다

는 점이다.

三島 등(2001)은 행정구역(현, 시정촌) 수준에서 농경지의 질소수

지를 산정하기 위하여 농업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컴퓨터

를 이용한 대상지역의 질소수지를 간단하게 계산하는 시스템을 개

발하 다. 이러한 시스템은 농지에 대한 질소부하를 경감시키기 위

한 토양관리나 작물재배관리, 가축배설물 관리 등 퇴비유통 시스템 

개선에도 이용할 수 있다.

2. 질소흐름의 추정방법과 이에 따른 환경부하 평가

松本成夫(1998)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유기질자원의 질소가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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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이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폐기물의 농지 유출로 인해 환경에 어

느 정도의 부하를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환경부하를 절감하기 위하여 

질소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는 유기물 관리방안을 제시하 다.

우선 농촌지역에 있어서 농지, 사람, 가축을 기본 축으로 한 질소

흐름 모형을 구축하고 각종 통계자료, 조사보고서 및 연구 성과 등

을 기초로 질소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확립하 다.

가. 질소흐름 분석모형

이 연구에서 개발한 질소흐름 분석모형은 <부도 1>과 같다. 질소

흐름과 관련 농지, 사람 및 가축 등 세 부문으로 구분하고 부문간에 

이동하는 질소흐름 모형을 수립하 다. 질소흐름은 구체적으로  ｢식

료, 사료, 깔짚 부문｣, ｢농작물부산물, 가축분뇨, 배설물･쓰레기 이용 

부문｣과 ｢농지에 있어서 양분수지 부문｣ 등 세 부문으로 구성된다.

부도 1.  지역에 있어서 질소의 흐름모형

농작물
주산물

 출하농축산물

구입식료,
사료,깔짚

농작물
부산물

가축 사람

폐기

 농지투입

농  지

판매교환

구입퇴구비

퇴구비

화학비료
축적․용탈

탈질

비･관개 
질소고정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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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 사료, 깔짚 부문｣은 외부구입과 자가 공급으로 구분된다. 자

가 공급하는 식료와 사료는 지역 내에서 생산된 쌀이나 채소 등의 농

산물로부터 공급되며 자가 공급하는 깔짚은 짚 등의 부산물로부터 공

급된다. 계란 등과 같이 자급하는 축산물의 경우 가축에서 사람으로의 

흐름에 해당하며, 또한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축산물은 외부

로 일정부문 유출된다.  

｢농작물부산물, 가축분뇨, 배설물･쓰레기 이용 부문｣은 농지에 

투입하여 비료로 이용이 가능한 유기물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

며, 구체적인 농산 부산물은 짚과 채소찌꺼기 등이다. 가축분뇨에는 

깔짚이 포함되어 가축이 생산하는 유기질자원이며, 배설물과 쓰레기

는 인간이 배출하는 유기성자원이다. 가축 및 인간에서 배출된 질소

에는 암모니아나 체모 등 유기성자원이 되기 어려운 질소가 있으며 

이들을 손실로 처리하 다. 유기성자원의 처리는 농지투입용, 자가

생산 퇴구비 가공용, 퇴구비의 판매 및 교환용, 처리장으로의 반입 

등을 포함한 폐기용이다. 여기서 폐기용이란 농지에 투입하여 비료

로 이용 가능한 유기물이 이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농지에서의 양분수지 부문｣은 농지에 투입하는 질소는 퇴구비 

등의 유기물자원, 화학비료, 비, 관개수, 질소고정 등이 포함된다. 유

기물자원의 농지투입에는 자급퇴구비와 구입퇴구비, 짚 및 배설물･

쓰레기의 시용을 들 수 있다. 농지로부터 질소가 배출되는 경로는 

작물에 의한 흡수와 탈질 등이 있다. 또한 농지에 축적되거나 용탈

됨으로써 농지로부터 유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의 질소순환 

모형에서는 농지에 잔존한 질소 다시 말하면 농지에 대한 질소공급

량에서 수탈량을 뺀 질소량이 농지에 축적되거나 용탈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즉 축적 및 용탈 질소는 농지에 남은 질소와 농지에 과

잉 공급된 질소이며 농지에서 유출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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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소흐름의 계산방법

1) 농작물질소량

농작물의 수확질소량은 작물종류별로 해당 농작물의 수확질소량

의 합계와 작부면적의 합계를 계산하여 수확질소량을 작부면적으로 

나누어 작물종류별 단위면적당 수확질소량을 계산하 다. 

2) 부산물질소량과 처리

농산 부산물의 생산량은 주산물 생산량에 대한 부산물 생산량의 

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부산물 질소량은 부산물 생산량에 질

소 함유율을 곱하여 계산하 으며 일반적으로 농지에 방치되기 때

문에 전량 농지에 투입되는 것으로 계산하 다.

3) 사람을 경유하는 질소량

사람의 현존질소량은 사람의 몸에 있는 질소량이며 인구에 1인

당 질소량을 곱하여 계산하 다. 

식료소비의 질소량은 농가와 비농가로 구분하 다. 농가의 경우

에는 식료자급량 및 구입량을 평균 세대수로 나누고 각 식료의 질소

함유율 곱하여 농가 1인당 식료자급량과 구입량에서의 질소량을 구

하 다. 한편 비농가는 식료자급량과 구입량의 합계를 전량 구입하

는 것으로 계산하 다.

사람이 배출하는 배출물 가운데 농지에 투입 가능한 유기물은 배

설물과 생활쓰레기이다. 배설물과 생활쓰레기에서 발생하는 1인당 배

출질소량은 ｢하천오탁의 모형해석｣에서 인용하 다. 배설물과 생활

쓰레기의 농지 투입률은 ｢농촌지역의 유기물 순환실태와 그 평가｣에

서 인용하 다. 사람으로 손실되는 질소량은 식료소비량에서 배설물 

및 생활쓰레기의 배출물을 제외한 량으로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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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축을 경유하는 질소량

가축의 현존질소량은 가축의 몸에 현존하는 질소량으로 사육두

수에 두당 체중을 곱하고 다시 질소함유율을 곱하여 계산하 으며, 

사료, 깔짚의 구입량 및 자급량은 축산물 생산비조사보고를 참고로 

인용하 다. 구체적으로는 가축의 사육두수와 각종사료, 깔짚의 질

소함유율(일본 표준사료성분표)을 곱하여 사료, 깔짚의 구입질소량 

및 자급질소량을 구하 다.

축산물의 생산량(출하량)에 가축의 사육두수를 곱하고 다시 축산

생산물의 질소함유율을 곱하여 축산생산물의 질소량으로 추정하

다. 이 가운데 식료로써 자급되는 양을 제하고 나머지를 출하량으로 

산정하 다. 

가축분뇨에 의한 배출질소량은 가축분뇨배출량에 질소함유률을 

곱하여 계산하 다. 가축에서 발생하는 유기물자원의 질소량은 가축

분뇨의 질소량에 깔짚의 질소량을 더하여 계산하 다. 가축분뇨는 

자가퇴비로 가공되거나 퇴비의 재료로 판매, 교환 또는 폐기된다. 

이러한 처리비율을 기준으로 가축분뇨의 처리별 질소량을 산출하

다. 가축으로부터의 손실은 가축에서 공급되는 질소의 총량에서 축

산생산물의 질소량, 가축분뇨의 질소량 및 깔짚의 질소량을 제외한 

총량으로 계산하 다.

5) 퇴구비시용 질소량

농지에 시용되는 단위면적당 퇴구비의 총량은 설문조사를 기초

로 산정하 다. 대상포장 면적의 합계와 퇴구비 시용량의 합계를 산

출하고 다시 단위면적당 퇴구비 시용량을 산출하 다.

퇴구비의 자급질소량은 [퇴구비→농지투입]의 질소량으로 계산하

으며, 퇴구비의 구입질소량은 [구입퇴구비→농지투입]의 질소량으

로 계산하 다. [구입퇴구비→퇴구비]의 질소량은 톱밥퇴비의 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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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과 톱밥구비의 질소량의 합계로 계산하 다. 구입퇴구비의 질소량

은 [구입퇴구비→농지투입]과 [구입퇴구비→퇴구비]의 질소량의 합

계로써 계산하 다. [가축→퇴구비]의 질소량은 지역별로 축종별 두

당 분뇨이용량에 대상지역별 가축사육두수를 곱하여 계산하 다. 

6) 농지에 투입되는 유기물 질소량

볏짚은 가축의 사료･깔짚, 퇴비, 밑거름으로 이용되고 있다. 사

료･깔짚으로의 이용량은 자급사료, 자급깔짚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하 다. 퇴구비는 자급과 구입으로 구분하 으며 일부는 깔짚과의 

교환을 가정하 다. 또한 왕겨퇴비의 자급질소량은 [농작물부산물→

퇴구비]의 질소량으로 가정하고 왕겨퇴비의 구입질소량은 [농작물부

산물→판매교환]의 질소량으로 가정하 다.

7) 농지에서 질소의 유입･유출량

농지의 질소현존량은 토층의 질소량과 수목의 질소함량으로 가

정하 다. 토층의 질소량은 토양별 토층의 깊이, 용적, 질소함유율 

및 각 토양의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 다. 수목의 질소량은 단

위면적당 수목의 현존량에 각 수원지의 면적 및 수목의 질소함유율

을 곱하여 계산하 다. 농지로의 질소유입에는 유기물자원의 투입 

이외에도 화학비료의 시용, 질소고정, 강우, 관개경로가 있다. 유출

에는 작물에 의한 흡수, 탈질 및 용탈이 있으며 농지축적도 유출에 

포함하 다. 

유기질자원의 투입에는 자가퇴구비의 시용, 구입퇴구비의 시용, 

농작물 부산물, 배설물이나 생활쓰레기의 투입 등이 포함된다. 화학

비료의 시용에 의한 질소공급량은 작물별 화학비료의 시용량 및 지

역내 주요작물의 작부면적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질소고정에 

의한 질소공급량은 작물별 질소고정량 및 지역내 주요 작물의 작부

면적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강우에 의한 질소공급량은 빗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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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농도에 연간강수량을 곱하여 추정하 다. 관개수에 의한 질소공

급량은 관개수의 질소농도에 관개수량을 곱하고 다음으로 농지의 논

면적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 다. 연간 기준으로 농경지 ha당 탈질량

은 논에서 70kg, 밭에서 30kg의 질소가 탈질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이

를 논면적 비율 및 기타 면적비율을 곱하여 계산하 다. 용탈질소량 

및 축적질소량은 농지로의 질소 유입 총량에서 유출 총량을 제외한 

양으로 가정하 다. 

다. 茨城(이바라키)현에 있어서 질소흐름의 평가사례

질소흐름의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茨城(이바라키)현의 평지농촌지

역, 도시지역, 산간지역의 질소흐름을 분석하고 유기물자원의 이용

현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부도 2>와 같다.

평지농촌지역인 牛久沼集水域은 퇴구비의 재료인 유기물자원 즉 

분뇨나 볏짚 등에서 농지면적 ha당 약 142kg의 질소생산량이 있지

만 거의 절반 정도만 이용되고 있었다. 이는 유기물자원의 약 40%

를 차지하는 배설물･생활쓰레기가 91% 정도 처리장에서 처리되었

기 때문이다. 가축분뇨의 약 79%, 잎･줄기 등은 88%가 농지에 투입

되고 있으며 질소의 순환이용에 기여하고 있다.

농지에 공급되는 질소의 총량은 연간 ha당 250kg이며 이 가운데 

퇴구비등의 유기물에 의한 질소공급은 30%인데 비해 화학비료가 

44%를 차지하고 있었다. 농지에서 유출되는 질소성분 총량은 연간 

ha당 8kg이며, ha당 약 72kg의 질소가 농지에 과잉 공급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과잉 공급된 질소가 농지에서 유출되면 환경부하

를 초래하게 된다.

지역에서 출하되는 농축산물의 양보다도 구입된 식료, 사료의 양

이 많을 경우 질소를 지역에 투입하는 결과가 되며 이러한 질소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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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면적당 연간 ha당 23kg으로 추정된다. 화학비료의 질소시용량은 

연간 ha당 109kg이며 농지에 유입되는 질소 중 화학비료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물
주산물
85,60,88

 출하농축산물 89,56,82

구입식료,
사료,깔짚
112,358,166

농작물
부산물
44,48,97

가축
5,2,24

사람
18,102,6

폐기
66,333,30

 농지투입 77,66,175

 

농지 5106,

4590,

5193

판매교환
19,15,41

구입퇴구비
22,17,8

퇴구비

화학비료
109,92,93 축적․용탈 72,65,109

55,20,148

57,338,18

9,2,13

21,7,85

25,9,71
1,0,0

7,8,0

21,17,8

129,108,185

부도 2.  茨城(이바라키)현에서의 질소 흐름의 주요경로

탈질
49,62,42

비  12,15,13

관개  15,24, 9

질소
고정  37,38,46

손실
12,13,31

13,4,30

26,35,92

5,3,2

12,7,41

2,1,16

3,2,11

7,10,4

52,329,16

5,5,4

5,2,1

1,0,2
0,0,0

0,0,0

주: 3개의 숫자는 지역(牛久沼集水域, 取手市 및 里美村)별 질소흐름 및 

현존량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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牛久沼集水域에서는 유기물의 농지 환원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

고 있으며 질소의 순환이용이 양호한 지역이었다. 배설물･생활쓰레

기는 폐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순환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화학비료가 지역으로 투입되어 질소유입량이 많

기 때문에 화학비료의 시용량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도시지역인 取手市는 유기물자원의 질소생산량이 농지면적 ha당 

연간 398kg으로 많았다. 이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배설물･생활쓰레기

가 다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며 유기물자원 질소량의 약 84%를 차지

하고 있었다. 배설물･생활쓰레기는 99%가 처리장에서 처리되기 때문

에 유기물자원 질소량의 약 84%인 연간 ha당 약 333kg이 폐기되고 

있으며 환경에 부하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축의 사육

두수가 적기 때문에 가축분뇨 발생량은 많지 않아 농지에 환원되는 

질소량도 적었으며 연간 ha당 65kg가 투입되고 있었다. 즉 取手市에

서는 질소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농지에서는 질소의 유입총량이 연간 ha당 235kg인 반면 유출 총

량이 연간 ha당 170kg으로 계측되어 연간 ha당 65kg이 과잉 공급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질소량은 牛久沼集水域보다 약간 적은 

양이었다. 농지에 유입되는 질소 중 유기물의 비율은 28%로 낮았으

며 유기물의 환원이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구입식료 및 사료의 질소량은 농지면적당 연간 ha당 358kg이며 농

축산물 출하에 따른 질소량은 ha당 56kg보다 302kg이나 많았으며 이 양

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질소량에 해당한다. 이 중 대부분이 식료를 통해 

인간을 경유하여 배설물･생활쓰레기로 폐기되고 있어 取手市에서 순환

되는 질소량은 ha당 약 50kg 정도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간지역인 里美村은 퇴구비의 원료인 유기물자원(질소량환산)이 

농지면적당 연간 ha당 254kg 생산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24kg인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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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 이용되고 있어 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양은 연간 ha당 30kg이

었다. 가축분뇨의 질소생산량은 많은 편으로 농지면적당 연간 ha당 

139kg이 투입되며 판매･교환되는 질소량은 41kg으로 가축분뇨 발생

량의 약 29%에 해당하므로 결과적으로 지역 내에서 사용되는 가축

분뇨의 질소량은 ha당 85kg으로 추정되었다.  

농지에 유입되는 질소성분 총량은 연간 ha당 336kg 정도로 상당

한 양이며 이에 반하여 외부로 유출되는 질소성분 총량은 연간 

227kg으로 연간 109kg의 질소성분이 농지에 과잉 공급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잉 질소성분이 농지로부터 유출되면 농업

생태계에 매우 높은 오염 부하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농지로 유

입된 질소 가운데 퇴구비에 의한 질소량은 연간 ha당 79kg으로 화학

비료에 의한 질소 사용량은 93kg 정도에 해당하는 질소량이었다. 따

라서 里美村의 농지에 대한 질소의 과잉공급은 화학비료와 가축분

뇨에서 유래한다고 할 수 있다.

구입된 식료와 가축사료로부터의 질소량이 농지면적 ha당 연간 

166kg인데 비하여 외부로 배출된 농축산물의 질소량은 연간 82kg으

로 식료와 사료의 공급을 위해 지역 외부로부터 연간 약 84kg의 질

소성분이 里美村으로 투입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역 외

부에서의 질소성분 투입은 가축분뇨속의 양분으로 환원되어 지역 

내의 농지로 환원되고 있었다. 그 결과 농지로 다량의 질소가 공급

되어 지역 내에 잔존하고 이러한 질소가 농지에서 유출될 경우 심각

한 환경부하를 미칠 수 있다. 가축분뇨의 원료인 사료의 대부분은 

지역외부에서 구입되었다. 따라서 가축분뇨를 지역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외부로 반출하는 것이 농지에서 환경부하를 절감시

키는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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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환경부하절감을 위한 대책의 평가

유기물을 유효하게 이용하고 환경부하를 절감시키기 위한 대책

을 실시하는 경우의 질소흐름을 牛久沼集水域, 取手市 및 里美村에

서 계산하여 환경부하의 질소량을 기초로 다양한 대책효과를 평가

할 수 있다. <부도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폐기자원을 퇴구비로 사

용하는 경우의 질소흐름을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茨城(이바라키)현의 3개 지역 모두 폐기되는 유기물을 전량 농지

에 환원할 경우 농지에 다량의 질소가 잔존하게 되며 이러한 질소량

은 화학비료의 질소 사용량보다 많은 것으로 시산된다. 특히 取手市

에서는 유기물의 환원으로 인한 질소량이 농지면적당 연간 

330kg/ha
-1
인 것으로 예측된다. 폐기된 질소는 없지만 농지에서 유출

된 질소로 인한 환경부하가 증대할 것으로 예측되어 환경부하절감

을 위한 대책으로 적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부도 3> 참조).

取手市 및 里美村에서는 다량의 질소가 식료와 가축사료의 외부

구입으로 인해 지역에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물질수지 

측면에서 분뇨를 퇴구비로 가공하여 지역 외부로 반출할 필요가 있

다. 이처럼 적절한 물질수지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주변지역을 포

함하여 선순환의 질소순환 체계가 확립된다. 取手市의 경우 질소성

분량 기준으로 농지면적 ha당 연간 약 200kg, 里美村에서는 연간 약 

40kg의 퇴구비를 지역외부로 반출함으로써 지역내부의 환경부하량

이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取手市에서는 주변지역의 농

지로 퇴구비를 유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나 里美村에서는 주변

지역에서도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많아서 퇴구비를 유출하기가 곤란

할 것으로 예상되어 물질수지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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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주산물
85,60,88

 

출하농축산물 89,56,82

구입식료,
사료,깔짚
112,358,166

농작물
부산물
44,48,97

가축
5,2,24

사람
18,102,6

 농지투입 127,331,175

 

농지 5106,

4590,

5193

판매교환
19,15,41

구입퇴구비
22,17,8

퇴구비

화학비료
109,92,93

축적․용탈 122,330,131

55,20,148

57,338,18

30,7,98

80,279,97
1,0,0

7,8,0

21,17,8

129,108,185

부도 3.  폐기물을 퇴구비로 이용시 질소 흐름의 주요경로

탈질
49,62,42

비  12,15,13

관개  15,24, 9

질소
고정  37,38,46

손실
28,81,39

13,4,30

26,35,92

10,3,3

12,7,41

18,69,24

3,2,11

7,10,4

57,334,24

1,0,2

0,0,0

0,0,0

주: 3개의 숫자는 지역(牛久沼集水域, 取手市 및 里美村)별 질소흐름 및 

현존량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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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80년대 이후 일본의 질소수지의 변천

織田健次郞(2004)는 ｢전국양분수지산정시스템｣을 기초로 1987년

부터 1997까지의 질소수지 변화를 분석하 다. 일본의 경우 식생활

의 서양화와 더불어 식료와 사료의 수입이 증가하여 90년대 후반에

는 자급률(칼로리 기준)이 약 40%까지 하락하 다. 이에 따른 문제

점은 식량의 안정적 확보라는 직접적인 측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양분이 생태계의 자연순환을 교란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최근에는 호수의 부 양화를 비롯한 환

경에 대한 다양한 악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농업환경기술연구소에서는 이러한 환경에 대한 질소부하를 

거시적인 시점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양분수지산정시스템｣을 

개발하고 1992년까지의 질소수지를 공표하 다. 그러나 이후로도  

식료와 사료의 수입 증가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82

년, 1987년, 1992년의 산정결과와 함께 1997년의 질소수지를 공표하

여 질소수지의 변천을 파악하 다. 

가. 전국의 양분수지산정시스템

전국의 양분수지산정시스템은 기존의 농업관련 통계자료･문헌을 

이용하여 약 70여종의 품목에 관한 생산, 유통(식용, 가공용 등), 소

비 등의 물류량 자료를 수집하여 품목별 질소함유율을 곱하고 질소

량을 환산하여 질소흐름을 파악하 다. 식료와 사료 분야는 식료수

급표, 사료월보, 농림수산성 수입실적 등을 이용하 고, 양분환산에

는 일본식품표준성분표와 일본 표준사료성분표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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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소수지의 산정과 변천

1982년부터 1997년까지의 5년별 질소수지의 변천은 <부도 4>에

서보는 바와 같이, 환경에 대한 총배출량(연간 총소비량)은 1992년

의 질소성분 기준으로 1,708천톤을 정점으로 1997년에는 약간 감소

하 다. 반면에 공급측면에서 보면 1987년부터 국내생산의 감소와 

더불어 수입의 증가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측면에서 축산

업을 예로 들면 사료용 수입은 감소하지만 지육이나 유제품용 우유 

등과 같이 원료보다는 제품에 가까운 형태의 수입이 증가하 다. 또

한 가공업 부문에서의 공급량 수입비율의 증가, 국내생산에 있어서 

작물잔사의 감소 등은 식료의 해외의존비율 증가를 의미하고 있다.

다음으로 1997년의 환경에 대한 총배출량의 약 85%를 차지하는 

식생활과 축산업의 배출량에 대하여 기존의 관련 자료와의 적합도

를 검토하 다. 식생활에서의 배출량(질소성분 643천톤)은 생활폐기

물과 생활폐수로 구분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은 품목별 식품폐기･음

식물찌꺼기비율을 이용하여 질소 42천톤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601

천톤을 생활폐수로 가정할 경우 생활하수 기본 원단위를 이용한 환

산량은 543천톤으로 약 10%의 차이가 발생하 다. 또한 축산업 부

문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질소성분량은 802천톤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가축분뇨에 의한 질소량은 약 730천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1999년의 사양가축에 대한 1일 두당 분뇨중의 질소원단위를 이용한 

산정치 721천톤과 거의 비슷한 양이다. 

이상의 분석결과 금후에는 먹거리 감소를 포함한 식생활의 개선, 

가축분뇨 및 식품가공 잔사의 퇴비화와 사료용 쌀의 생산이용 등과 

같은 부하경감 방안이나 국산 식료와 사료의 이용증대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더 중요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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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곡류보관] [가공업][축산업] [국내생산] [총수출]
4 20 0.1 3 27
0 25 0.1 4 29
0 5 0.2 5 11
2 2 0.1 5 9

수입
식･사료

’82 847

’87 1,035

’92 1,164

’97 1,212

수입축산물
’82 29
’87 44
’92 67
’97 88

국내생산
식･사료

’82 633

’87 665

’92 584

’97 510

작물잔사
’82 226
’87 231
’92 221
’97 209

곡류보관

현존량
84
77
60
96

가공업

현존량
55
61
58
58

311
362
373
402

398
440
449
441

137
146
159
161

200
210
146
117

140
143
144
130

축산업

현존량
92
98
100
94

국산축산물
167
190
193
183

식생활

현존량
154
161
164
169

300
327
329
297

215
231
241
230

18
23
27
33

306
326
305
309

109
104
98
97

환경(농지포함)
’82 1,474
’87 1,655
’92 1,708
’97 1,675

3
3
3
3

130
152
135
154

65
114
172
158

137
160
176
172

85
87
69
63

‘82 712
‘87 798
‘92 835
‘97 802

‘82 579
‘87 631
‘92 652
‘97 643

33
49
66
80

10
20
31
33 40

51
52
41

화학비료
’82 683
’87 669
’92 572
’97 494

165
169
168
154

부도 4.  일본 식료공급시스템에 있어서 질소수지의 변천 

단위: 천톤N

주: 4개의 숫자는 각년도(1982년, 1987년, 1992년, 1997년)의 질소흐름 및 현존량

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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