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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오늘날 농산물 시장 개방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 속에서 축산

업은 수출기회를 넓힐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산업입니다. 하지만 

축산업이 점차 규모화, 집화 되면서 과잉 발생된 가축 분뇨는 환

경오염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축산업도 환경과 조화됨

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축산농가는 가축 분뇨를 퇴비나 액비로 

이용하기 위해 자원화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정화

처리에 대한 규제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축 분뇨의 과잉 

발생에 대해 근본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농경지 면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네덜란

드나 벨기에는 사육두수의 총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규제는 과거 농도규제 위주에서 이제는 총량규제로 

전환되는 추세이며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축

산부문에서도 이제는 사육두수 총량제의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해

야 합니다. 물론 이 제도는 자유로운 생산 활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의 많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육두수 총량규제는 

환경 개선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달성하면서도 농가의 우려를 완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고려되면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방안들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을 제시하 습니다만, 앞으로 

구체적인 후속 연구들이 필요할 것 입니다. 이 연구가 향후 우리나

라의 축산업이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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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가축 분뇨는 잘 이용하면 토양에 유용한 양공급원이 되지만 잘

못 이용되면 환경오염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가축 사육규모가 크지 않았던 과거에는 가축 분뇨는 농경지에 거의 

모두 환원되었으나 점차 축산업이 기업화․전업화 되면서 사육두수

가 증가하고, 또 화학비료의 사용량도 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가축

분뇨가 농지에의 환원소요량보다 과다 발생하여 수질 및 토양오염

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농업인이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경우 일정한 사육 시

설과 정화처리시설만 갖추면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서 궁극적으로는 환경 용량에 부합되는 적정한 규모의 가축사

육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로 가축 사육두수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적정 사

육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수단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환경세나 보조금 등의 경제적 수단들은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고

자 하는 정책 목표 달성은 어렵다. 따라서 이제는 목표 지향적(target 

oriented)인 조치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별 농가의 사육두수를 규제한다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이익 추

구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므로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가축 분

뇨를 적법하게 처리해 온 농가일수록 설득이 어렵다. 그러나 각 개

인이 아무리 분뇨처리를 잘해도 해당 지역의 전체 사육두수가 많아

지면 필연적으로 오염부하량은 많아지기 때문에 당해 지역에 대한 

총량규제가 필요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4대강 수질오염 총량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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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 으며,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도 2007

년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감안할 때 축산 부문에도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을 검토해 볼 시점이다. 우리나라처럼 협소한 국토위에 상대적으

로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벨기에도 이미 사육두수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우리도 사육두수 총량제를 도입하되 시행초기에는 양분(養

分) 총량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사육두수 총량제로 전환하는 

것도 현실적인 접근방법이다. 또한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는 환경오염 우려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하되, 구체적인 계

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수립토록 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적

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육두수를 감축하는 방법으로는 폐업

보상이 효율적이며 농가별로 할당하는 방법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사육두수 총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필요성에 대해 사

회적으로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농가의 반발을 완화하

기 위한 내용들이 제도의 기본 골격에 반 되어야 한다. 또한 가축 

사육두수의 정확한 파악, 환경 용량 및 오염부하량 등의 D/B 구축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을 위한 기본 구상을 토대로 가축사육 집

도가 높은 홍성군을 대상으로 실제 적용방안을 검토하여 보았다. 

2004년도의 홍성군 양분 수지를 살펴보면 양분 공급량이 수요량에 

비해 질소는 207%, 인산은 234%나 된다. 따라서 홍성군은 총량규제

가 필요한 지역이 되며, 우선 양분 총량제를 적용하여 보고 환경문제

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육두수 총량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앞으로의 정책 과제로는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법적 체계 정

비 문제, 화학비료의 사용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 그리고 담당 조직 

및 인력확보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사육두

수 총량제가 정착되면 사육권의 거래를 허용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

도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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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Regional 
Maximum Load System of Livestock Numbers

Livestock manure has long been used as a good fertilizer for 
growing crops. Recently, however, the environmental risks of 
livestock manure disposal have increased in some regions as live-
stock farms have grown larger and more specialize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feasible ways to introduce livestock 
production quota system to Korea in some regions where the total 
amount of manure produced exceeds the fertilizer needs for 
crops. 

The major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of environ-

mental risks associated with livestock manure and evaluates the 
policy tools restricting the scale of livestock farming. The total 
livestock number raised has already exceeded the environmental 
capacity but there is little possibility that this situation will be 
improved any time soon. The current policy tools, such as regu-
lations for restricting the improper disposal of livestock manure 
and direct payments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livestock farm-
ing, are not sufficient to prevent the heads of livestock raised 
from growing higher than environmental capacity. Thus, the tar-
get oriented measure is needed for environmental purpose. 

Second, the study analyzes the similar systems, domestic 
and abroad, to draw some lessons from the existing systems in 
prepar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quota system (Maximum loads 
of livestock numbers) to the Korean livestock industry. 
Domestically, Total Pollution Load System to preserve water 
quality has been implemented from this year for the Han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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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road, the Netherlands and Belgium have introduced livestock 
manure quota systems. Especially, this study has analysed the 
manure production right system in the Netherlands in detail.

Third, this study designs the outline for the new quota 
system reflecting the demand from the society and livestock 
farmers. It seems that it would be reasonable to introduce the 
system in two stages. At the beginning, not only the amount of 
livestock manures produced but also the amount of chemical fer-
tilizers used should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maximum 
load of nutrients needed for crop growing in the region. If cur-
rent level of nutrient supply exceeds the maximum level of nu-
trient demand, then the nutrient surplus shall be reduced to the 
desired level. When the introduction of maximum nutrient load 
system fails and the nutrient surplus does not reach the desirable 
level, as a next stage, the livestock quota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Buy-out scheme can be considered as an econom-
ically efficient measure to reduce the numbers of livestock.

Lastly, this study has simulated the application of the sys-
tem designed above to the region(Hongseong) that has a nutrient 
surplus problem. This region has too many pigs compared with 
its agricultural land, so that the phosphorus(P2O5) supply in the 
region records 234% of the phosphorus required. Therefore, the 
local government shall establish a plan to reduce the number of 
pigs in the region. The establishment of new livestock farm and 
the expansion of existing farms should be prohibited. Certain 
amount of pig manure shall be shifted to adjacent regions and 
6∼17% of current pig population should be reduced through the 
government buy-out program. Once the livestock production quo-
ta system takes a root, the introduction of livestock production 
right system need to be considered. 

Researchers: Joo-Ho Song et al.
E-mail Address: jhsong@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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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002년 기준 농업생산액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7%(9.1

조원)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사육규모가 커

지고 집화 되면서 환경오염과 가축 질병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

다. 가축 분뇨는 예로부터 농경지의 주요한 양공급원으로 이용되

어 왔으나 점차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축산업이 기업화․전업화 되

면서 일부지방에서는 농지에의 환원소요량보다 생산량이 과다하여 

수질 및 토양오염원으로 전락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빈번한 가축 전염병 발생(2000, 2002 구제역; 2002, 

2003 돼지 콜레라; 200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방역활동 

차원에서도 가축사육의 규모화 및 집 사육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

고 있다.

  따라서 현재 농업인이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경우 일정한 사육 시

설과 정화처리시설만 갖추면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고쳐서 궁극적으로는 환경 용량에 부합되는 적정한 규모의 가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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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위해 집사육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축 사육두수

의 상한을 설정하는 가축 사육두수 총량제(이하 사육두수 총량제라 

한다.)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협소한 토지면적에 상대적으로 많은 가축

을 사육하여 축산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한 네덜란드와 벨기에

에서는 가축 분뇨의 과잉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농가별 가축 사육 쿼

터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네덜란드는 양축농가가 사육규모를 

확대하려면 가축 사육권(production right)을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사육두수 총량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한다는 의미

에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

라의 가축 분뇨 및 화학비료로 인한 경작지토양의 질소 불균형이 세

계적으로 제일 높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 또 앞으로 4대강 

유역의 수질오염 총량제1 등 환경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

는 현실, 그리고 가축 질병 및 식품안전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도

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가축사육 집도가 높은 국가에서 시행하

고 있는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국토 환경용량을 고려해서 가축사육 두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된 바 있고, 

특히 2004년 11월 발표된 정부의 ｢가축 분뇨 관리․이용대책｣에 보

면, 2007년부터 토양의 양분 수요량과 공급량을 지역별로 산정해서 

양분 공급량을 적정 잉여율 이내로 유도한다는 내용의 양분 총량제

 
1
 현재 우리나라에는 4대강 유역의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와 수도권의 대

기오염 총량제가 개별법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제는 과거 수질개선을 위한 배출허용농도 규제와 처리장 건설 위주의 

수질개선대책이 사후처리대책으로서의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인

식하에 사전오염 예방제도로서 도입되었으며, 축산업도 주요 오염배

출원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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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입하고, 그래도 문제가 지속되면 2011년부터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농림부․환경부 합동 

2004). 그러나 이 대책은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세부

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축산업의 환경에 대한 부하 실태를 분석

하여 사육두수 제한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사육두수 제한을 위한 여

러 가지 정책수단 중에 사육두수 총량제가 다른 정책수단에 비해 효

과적인 방법인지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국내․외의 총량규

제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축산부문에의 시사점을 찾고

자 한다. 그리고 사육두수 총량제의 국내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

안을 검토해보고, 사례 지역을 선정하여 실제 적용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축산의 환경 향 실태와 국내 분뇨관리 정책 분석이다. 우리

나라의 가축사육 실태와 분뇨 발생량, 그리고 화학비료와 가축 분뇨

로 인한 양분 공급량과 양분 수요량을 문헌을 통해 조사한다. 또한 

OECD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토양 양분 수치를 외국 수치와 

비교하여 심각성을 살펴보고, 국내 가축 분뇨 관리정책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사육두수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

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방역 차원에서 볼 때도 지나친 집 사

육은 가축 질병 발생률을 높일 수 있는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가축전

염병 발생 통계자료와 농업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시․군 

단위)․축종별 사육 집도와 질병 발생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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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총량규제의 유사 사례와 시사점 분석이다. 환경 규제의 변

천 과정을 살펴보고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로 전환할 필요성을 분

석한다. 아울러 총량규제의 대표적 사례인 수질오염 총량제와 대기

오염 총량제를 문헌 및 시행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중요 내용

과 시사점을 분석한다.

  셋째,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가축 사육두수 총량제 실제 운용사례 

분석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축 사육두수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

라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밖에 없으며 이들 나라의 실제 운용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 나라에 대해서는 문헌 조사 및 

현지 출장조사(2004. 6. 12-6. 20)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넷째, 국내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의 기본 골격 구상이다. 총량제

를 시행하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실행 가능

한 사육두수 총량제 기본 골격을 구상한다. 특히 환경보전 목적으로 

사육두수 총량을 유지하면서도 농가의 이행 부담을 완화하여 제도 

도입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주안점을 둔다. 정부에

서 최근 2007년부터 양분 총량제 도입을 발표하 기 때문에 사육두

수 총량제의 시행 전단계로서의 양분 총량제 도입 방안과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다섯째, 지역적용 사례 제시이다. 가축 사육두수가 많아 현실적으

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충남 홍성군을 대상으로 양분총량제와 가

축 사육두수 총량제의 실제 시행방안을 구상한다. 우선 홍성군의 가

축 사육으로 인한 환경 부하를 분석한 뒤 목표 양분잉여율을 결정하

고 그에 맞는 잉여양분 감축방안을 시나리오 별로 제시한다.

  위의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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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흐름도

가축사육 제한 필요성 분석

현행 법규 및 제도 분석

총량규제 사례 분석

농업분야 사례

- 외국의 사육제한 사례

- 우유 쿼터

비 농업분야 사례

- 오염총량제(수질, 대기)

- 배출권 거래제

축산의 환경부하

- 토양, 수질, 대기오염

사육두수 총량제의 도입타당성 및 도입방안 분석

사육두수 총량제의 사례지역 적용방안 검토

설문조사

-정책수단간 비교

-선결조건

-도입방안

가축사육 제한 필요성 분석

현행 법규 및 제도 분석

총량규제 사례 분석

농업분야 사례

- 외국의 사육제한 사례

- 우유 쿼터

비 농업분야 사례

- 오염총량제(수질, 대기)

- 배출권 거래제

축산의 환경부하

- 토양, 수질, 대기오염

사육두수 총량제의 도입타당성 및 도입방안 분석

사육두수 총량제의 사례지역 적용방안 검토

설문조사

-정책수단간 비교

-선결조건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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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및 이 연구의 차별성

  축산분뇨의 환경오염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적

정 사육두수를 언급한 몇몇 연구(김재환 등 2000; 유덕기 1997; 천동

원 등 1998; 최지용 등 1999; 허덕 등 1998)가 있지만, 사육두수를 

실제로 어떻게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

이다. 김재환 등(2000)은 전국의 농경지면적과 가축 분뇨 발생량을 

계산할 경우 가축 분뇨만으로 인산의 시비요구량을 충족시킨다는 

조건에서는 전국적으로는 현재 사육두수에 비해 1.87배의 규모 확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지역별로는 18개 시․군이 적정두수를 초

과하여 사육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가축사육 과

지역에 대한 규제강화나 정책자금의 차등 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체

계수립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최지용 등(1999)도 유사한 결

론을 내리고 있다. 한편, 김창길 등(2003)은 농업생태계의 물질순환 

및 환경 부하를 분석하 고, 유철호 등(2000)은 가축분뇨 자원화 촉

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 다. 

  농업 생산과 관련된 총량제(쿼터제)는 수급조절을 위한 목적으로 

우유(Sumner et al. 1996; Colman 2002; 조석진 등 2002), 담배(Rucker 

et al. 1995), 땅콩 등에 적용되고 있으나 환경 목적으로 적용된 사례

는 네덜란드(Wossink 2000, 2004)와 벨기에(VLM 2003) 밖에 없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1995년부터 법에 근거를 마련하 으며 2004년

부터 한강유역과 일부 낙동강유역에 시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많은 

연구(김승우 등 1996; 이병국 2003)가 있다.  김승우 등(1996)은 수질

오염 총량제 도입을 위한 배출량 계산방법과 오염원별 배출량 할당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대기 및 수질 오염방

지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 개발권이나 신문인

쇄지 재생용지 사용의무 등 다양한 환경 문제에 적용되고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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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2002)은 대기 오염 물질의 총량관리에 대해 분석하면서 총량관

리의 경제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국내도입 타당

성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오염배출량에 대한 

거래이기 때문에 업체별 한계오염저감비용이 달라 나름대로 거래의 

필요성이 있지만, 사육두수에 대한 총량관리의 경우에는 사육규모에 

따라 한계사육비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거래의 유인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김용건(1999, 2001)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국내 적

용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가축질병의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는 지난 2000년과 2002년에 국

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 서종혁 등(2000), 최정섭 등(2002)이 

있고, 국내 가축방역시스템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는 허덕 등(2001)

이 있으나, 질병 발생과 집 사육과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연구된 

바가 별로 없다.

  이 연구에서는 축산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사육두수 감

축의 필요성을 여러 자료를 토대로 제시하며,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

하기 위한 여러 정책수단 가운데 사육두수 총량제의 도입 타당성과 

가축 사육권 거래제에 대해 분석하 다. 아울러 국내․외의 총량규

제에 대한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방안을 검토하 는데, 이러한 분석은 처음 시도되는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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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축산으로 인한 환경부하 실태 및 
사육두수 규제의 필요성

  이 장에서는 축산으로 인한 환경부하 실태와 가축 분뇨 관리에 관

한 국내 정책과 제도를 살펴본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사육두수 규

제 강화가 왜 필요한지 집중 분석해 보고, 사육두수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가축 사육두수 총량제의 도입 필요성

을 강조한다. 

1. 축산과 환경부하

1.1. 가축 생산과 환경의 연관성

  축산은 육류나 우유, 계란 등의 상품생산이 주목적이지만 부수적

으로 가축 분뇨가 발생한다. 가축 분뇨는 충분히 부숙시켜 토양에 

환원할 경우 작물생장에 필요한 유기물 및 양분공급원이 되지만 적

정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토양오염, 수질오염, 공기오염 등 환경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가축 분뇨의 처리문제는 많은 

규제를 받게 된다. 한편, 축산은 이러한 부정적 외부효과 외에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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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과 생물다양성 제고라는 긍정적 기능도 있다. <그림 2-1>은 이

러한 가축 생산과 환경과의 부정적 향과 긍정적 향을 각 요인별

로 나타내고 있다.

  한편, 가축에서 발생하는 분뇨량을 축종별로 보면 <표 2-1>에서처

럼 2003년의 경우 돼지가 56%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젖

소 17%, 한육우 15%이며, 가축 분뇨로 인한 질소나 인산의 발생비

중을 봐도 역시 돼지가 가장 높다. 따라서 여러 축종 중에서 돼지가 

환경 부하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1.1.1. 토양에 대한 부하

  가축 분뇨에는 질소, 인산, 칼리 등 비료성분과 유기물, 기타 작물

생육에 필요한 각종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퇴비, 액비 등의 자

원화 처리과정을 거쳐 토양에 투입될 경우 화학비료와 함께 작물 생

그림 2-1.  가축 생산과 환경의 연관성

자료: OECD(2003b)에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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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위해 유용하게 쓰인다. 하지만 지나치게 투입될 경우에는 인산 

집적 등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

  지난 1990년대 이후 2002년까지 농경지에 대한 질소와 인산 성분

의 투입비율을 나타낸 <표 2-2>를 보면 화학비료의 사용량은 줄어

들고 있는 반면 가축 분뇨로 인한 양분발생량은 늘고 있다. 양분 공

급원으로서의 가축 분뇨의 비중이 질소는 26%에서 45%로, 인산은 

30%에서 54%로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돼지로 인한 양분발생

량이 많아지고 있다.

1.1.2.  수질오염에 대한 부하

  가축 분뇨는 다른 폐수보다 농도가 높은 유기물질과 양염류를 

함유하여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 하천과 호소의 수질오염과 부 양

화를 유발한다. 축산폐수는 발생량은 전체 수질오염원의 0.6%에 불

과하나, 오염부하량은 25%를 차지하여 중요한 수질오염원의 하나라

고 할 수 있다<표 2-3>.

표 2-1.  축종별 분뇨 및 양분발생량, 2003

구 분
분뇨 발생량 생분뇨 중 양분발생량(천 톤/년)

(톤/일) (%) 질소(%) 인산 (%)

소, 말 21,850  (15) 65.0 (24) 17.2 (12)

젖소 23,650  (17) 43.3 (16) 25.2 (18)

돼지 79,384  (56) 114.2 (42) 69.0 (49)

닭, 오리 12,964  (9) 52.1 (19) 28.7 (21)

기타 4,082  (3) -  -

합계 141,930  (100) 274.6  (100) 140.1 (100)

  주: 생분뇨를 자원화(퇴비, 액비화)할 경우 질소가 40% 정도 휘산된다.

자료: 농림부․환경부 합동(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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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양분별 가축 분뇨의 구성비 추이
단위: 천 톤

표 2-3.  수질오염원 발생량 및 오염부하 비중(BOD 기준)

 자료: 환경부(2001).

1990 2000 2002

발생량 비중(%) 발생량 비중(%) 발생량 비중(%)

질소

합계 787 100 690 100 642 100

화학비료 562 71 423 61 363 57

가축분뇨

   소

   돼지

   가금

207 26 272 39 286 45

113 14 115 17 107 17

56 7 102 15 120 19

34 4 48 7 51 8

인산

합계 150 100 127 100 118 100

화학비료 113 75 75 59 64 55

가축분뇨

   소

   돼지

   가금

44 30 62 49 64 54

19 13 20 16 19 16

15 10 27 21 30 25

10 7 14 11 15 13

  주: 가축 분뇨의 경우는 발생량을 양분으로 환산한 것이며 정화처리 등 토

양에 투입되지 않는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자료: OECD 농업/환경위원회에 제출한 우리나라의 양분별 발생량 자료.

발생량 오염부하량(BOD 기준)

천 톤/일 비중(%) 톤/일 비중(%)

생활오수 15,484 78.7 3,097 40.5

산업폐수 4,068 20.7 2,629 34.4

축산폐수 128 0.6 1,921 25.1

계 19,680 100.0 7,64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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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  분뇨내 BOD, COD 농도 비교

 자료: 최지용 등(1999). 

가축 분뇨는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활하수보다 BOD(생물

학적 산소요구량)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농도가 수백 배 이상 

높고 가축 중에서도 BOD는 돼지, COD 농도는 닭이 가장 높다.

1.1.3. 대기오염에 대한 부하

  가축사육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데 주요 대기오염물질은 토양 산

성화에 향을 미치는 암모니아(NH3)와 기후 변화에 향을 미치는 

온실가스2이며, 그 밖에 먼지와 미세조직, 악취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악취방지법이 제정되어 2005. 2. 10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악취방지법시행규칙(안)에 의하

면 축산시설도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되고 있고, 악취로 인한 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는 등 주민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

지사가 악취관리 지역으로 정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는 악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악취를 

유발하는 주요 가스는 암모니아(NH3), 황화수소(H2S) 등이다. 외국에

 
2
 온실가스 중 축산과 관련되는 것은 메탄(CH4) 과 일산화질소(N20) 이

며,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농업과 축산업 부분의 배출량은 2.8%에 

불과하다(김용건 1999).

BOD(mg/ℓ) COD(mg/ℓ)

 생활하수 100~300 400~600

 가축 분뇨

   - 젖소

   - 돼지

   - 닭

25,600

27,000∼33,000

24,000

68,200∼168,000

25,000∼176,400

100,000∼2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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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축종별 암모니아 배출비율 비교

 자료: OECD(2003b).

서도 가축 분뇨로 인한 암모니아 가스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다. 축종별 암모니아 배출을 비교하면 동일 생체중량으로 비

교할 때 닭이 가장 높고, 돼지, 젖소 순이다<표 2-5>.

  한편, 앞으로 온실가스에 관한 국제협약(교토 의정서)이 발효되면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비록 온실가스 발생량 

중 축산의 비중은 낮지만 축산부분도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1.2. 농업생태계의 물질순환 구조

  가축 분뇨는 자원화 처리를 거쳐 농지에 퇴비로 살포되거나 정화

처리를 통해 지표수, 지하수 등으로 유출된다. 2002년의 경우 가축 

분뇨에 함유된 약 35만 톤의 비료성분 외에도 작물 생산을 위해서 

화학비료 약 65만 톤이 토양으로 투입되는 실정이며, 약 51만 톤의 

무기물이 토양에 축적되거나 농지로부터 유출된다<그림 2-2>. 매년 

이렇게 무기물이 축적되면 환경오염 부하가 심화되므로 환경의 자

정능력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유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구 분 mg/시간/가축당 mg/시간/500kg생체중량

닭 2∼39 602∼10,892

돼지 22∼1,298 649∼3,751

젖소 80∼2,001 315∼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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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농업생태계의 물질순환 구조, 2002

 자료: 김창길(2003).

축   산

농경지(토양)
비료 투입성분총량: 100만톤

(N:48만톤, P:26만톤, K:26만톤)

무기물 유출 및 축적
지표수․지하수
(비료 성분: 51만톤)

작물

하천
(197만톤)

가축 분뇨
(3,279만톤)

조사료

(385만톤)

화학비료
(65만톤)
N: 35만톤
P: 14만톤
K: 16만톤

축산물
육류
우유
계란

퇴비․액비
(3,083만톤)

식량

수입사료

(1,175만톤)

메탄가스
(26만톤)

축분퇴․액비수출

(0.1만톤)

메탄가스
(34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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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가축 분뇨 관련 정책

2.1. 가축 분뇨 관리제도

  가축 분뇨의 관리와 관련된 근거법규는 ‘축산법’, ‘오수․분뇨및축

산폐수처리에 관한법률’, ‘비료관리법’과 그 하위규정 등을 들 수 있

다. 축산법에서는 가축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등을 위해 필요한 계

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축사시설

지원사업, 퇴․액비 시설지원사업, 퇴비가격차 보전, 축분비료 유통

센터 지원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한편 2003년 말 법 개정을 통

해 도입된 축산업등록제는 적정사육 도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법률’(이하 오분법이라 칭함)은 

가축 분뇨의 적정처리방법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오분법에

서는 축산폐수 배출시설인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허가대상과 신고대

상, 신고 미만으로 구별하고 있는데<표 2-6>, 모든 농가는 미처리 축

산폐수를 공공 수역에 방류할 수 없으며, 신고와 허가 대상규모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방류수 수질 기준(허가대상은 BOD, 

SS 150mg/ℓ이하, 신고대상은 BOD, SS 350mg/ℓ이하)이 적용된다. 

한편,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 분뇨처리를 위해서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2-6.  축종별 허가, 신고 대상 농가 기준(축사면적) 

한우 ․젖소 사육농가 양돈 농가 양계 농가

허가대상

신고대상

 900m2 초과

 100∼900m
2
 미만

 1,000m2 초과

 50∼1,000m
2
 미만

-

 150m
2
 초과

주: 젖소는 운동장 면적으로도 구분하며, 특정 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

지역 등)에서는 허가면적의 하한은 축종별로 모두 일반지역의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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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분뇨처리 방법은 크게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등으로 대

별된다. 우리나라의 가축 분뇨처리에 관한 시책방향은 퇴비화․액비

화 중심의 가축 분뇨자원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자원화가 어려운 

경우 정화방류처리를 고려하고 있으며 해양투기도 허용하고 있다.  

2003년 기준으로 가축 분뇨 발생량의 88.7%가 자원화 방법(퇴비화 

83.3%, 액비화 5.3%)으로 처리되고 있고, 7.5%가 정화처리 되고 있

으며, 3.9%는 해양배출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표 2-7>.

  자원화 처리된 가축 분뇨의 살포에 대해서는 액비의 경우에만 농

지확보 규정이 있고, 가장 많이 활용하는 퇴비의 경우에는 농지확보 

규정이 없다. 퇴비화 시설은 1개월 이상 건조․발효시설 설치 및 처

리 전까지의 저장시설, 액비화 시설은 6개월 이상의 저장규모의 저

장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비료관리법에서는 가축 분뇨 퇴․액비의 판매와 유통, 품질관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아울러, 퇴․액비의 비료공정 규격을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비료의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협동조합이 비료를 공급하게 하고 결손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예산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축 분뇨 관련 규제와 지원 정책을 그림으로 나타내

면 <그림 2-3>과 같다.

표 2-7.  가축분뇨 처리 방법별 비율

가축 분뇨 

발생량

자원화 처리 정화처리
해양배출

소계 퇴비 액비 소계 개별처리 공공처리

142천 톤/일

(100%)

125.9

(88.7)

118.3

(83.3)

7.6

(5.3)

10.6

(7.5)

4.3

(3.0)

6.3

(4.4)

5.5

(3.9)

자료: 농림부․환경부 합동(2004)에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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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축산 관련 규제와 지원내역

활동구분 규제내용 지원내역

가축사육

육류· 우유생산

가축분뇨발생(142천톤/일)

자원화처리

(126천톤/일)

정화처리

(11천톤/일)

해양투기

(6천톤/일)

토양 지표수 ⋅ 지하수 해양

• 축산업등록제

• 특정지역사육제한

• 소독시설설치(예방법)

• 사육시설비지원

• 송아지생산안정제

• 원유가격지원

• 자조금지원

• 축산폐수처리시설

• 악취방지시설(예정)

• 친환경축산직불제

• 분뇨살포량, 방법제한

• 비료관리법

• 배출농도규제

• 런던협약

• 자원화시설지원

• 퇴비가격차보전

• 축분비료유통센터

• 축산폐수공동처리장

활동구분 규제내용 지원내역

가축사육

육류· 우유생산

가축분뇨발생(142천톤/일)

자원화처리

(126천톤/일)

정화처리

(11천톤/일)

해양투기

(6천톤/일)

토양 지표수 ⋅ 지하수 해양

• 축산업등록제

• 특정지역사육제한

• 소독시설설치(예방법)

• 사육시설비지원

• 송아지생산안정제

• 원유가격지원

• 자조금지원

• 축산폐수처리시설

• 악취방지시설(예정)

• 친환경축산직불제

• 분뇨살포량, 방법제한

• 비료관리법

• 배출농도규제

• 런던협약

• 자원화시설지원

• 퇴비가격차보전

• 축분비료유통센터

• 축산폐수공동처리장

2.2. 가축 사육제한 관련 현행 제도

2.2.1. 가축사육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 규정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축사육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오분법에 따

라 적법한 분뇨처리시설을 갖추면 비교적 자유롭게 규모의 제한 없

이 축산업을 위할 수 있으며, 사육제한과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은 

축산업 등록제와 대기업의 축산업 진입제한 규정을 들 수 있다.

  축산법(제 20조, 2002년 12월 개정)에는 부화업, 종축업 등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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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위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축농가들은 2005년 12월까지 시설 면

적, 사육두수 등을 등록해야 하고, 2007년 1월부터는 축종별로 마리

당 적정 축사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3 따라서 종전에는 가축사육시

설에 적정 규모4 이상의 집 사육을 하여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

반하지 않는 한 특별한 제재수단은 없었으나 등록제에서는 집 사

육의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축사면적

에 알맞은 사육 도를 유지하자는 것이며, 농가는 사육두수를 늘리

려면 축사를 증축하면 되므로 농가별 사육두수 상한에 대한 제한은 

아니다.

  축산법(제21조)에서는 대기업(‘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14조 제1항의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육규모(모돈 500두 이상의 양돈업, 닭 5만 수 이상의 양계

업) 이상의 축산업을 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소 농가를 보호하자는 취지이며, 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육두

수 상한이 없다.

 
3
 지난 1985년부터 가축의 수급 조절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양돈

업, 양계업에 대해 등록제, 허가제를 실시하고 1989년에는 양돈업 사

육규모의 상한선도 설정한 바 있으나 1997년 돼지고기, 닭고기 수입

자유화 조치이후 수급조절을 위한 제도의 유용성이 낮아져 1999년 9

월 폐지된 바 있었다.

 
4
 현재까지는 가축 분뇨자원화 시설 표준설계도(환경부, 건설교통부, 농

림부, 축협중앙회 합동 1999. 8)상의 마리당 소요면적 산출기준을 원

용하고 있으며, 축산업등록제에서는 이와는 약간 다른 기준을 적용하

여 2007년부터 양축농가에게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을 준수할 것을 요

구하고 있어 앞으로 등록제가 정착되면 축사면적당 적정 두수 사육이 

의무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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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특정 지역에 대한 사육제한

  일반적인 사육제한 규정이외에 환경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오분법에서는 지역 특성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i) 환경 기준유지, 또는 주민 건강,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

올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제24조의2), ii) 생

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을 정하여 시군 조례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제34조).

  4대강 수계법(한강, 낙동강, 금강, 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

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에서도 수변구역에서 새로운 축산폐수배

출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정 규모이상의 축산

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

할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에서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팔

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내에서의 시설(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포함) 설치를 제한5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제5조)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가축방목 및 축사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특정지역에서의 사육제한 규정에 따라 현재 전국의 234개 지자체

(시․군․구)중 200개 지자체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

여 운 하고 있다(농림부․환경부 합동 2004).

 
5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2000. 10.)에 의하면 광주시 전역

은 오분법상 허가대상 규모 이상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입지를 금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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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가축사육에 대한 법적 제한내용

[일반적제한]

ㅇ모든가축사육농가(오분법)
-축산폐수를처리하지아니하는상태로
공공수역에유입금지

ㅇ일정규모이상농가(오분법)
-가축분뇨처리시설를갖추어허가또는신고
- 방류수수질기준준수
-액비시설설치시일정면적농경지확보

ㅇ축산업등록제(축산법)
-2005. 12까지등록
-2007부터는사육밀도준수

ㅇ대기업축산업
진입금지(축산법)

-모돈500두, 
양계5만수이상

[특정지역제한]

ㅇ환경기준유지, 주민건강또는재산에위해
우려가있는지역– 허가제한가능(오분법)

ㅇ생활환경보전또는상수원수질보전을위해
필요한경우– 사육제한가능(오분법)

ㅇ4대강수변구역(4대강수계특별법)
-새로운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

ㅇ특별대책지역(팔당, 대청호) (환경정책기본법)
-허가대상축산배출시설설치제한

ㅇ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가축방목및축사설치제한

[일반적제한]

ㅇ모든가축사육농가(오분법)
-축산폐수를처리하지아니하는상태로
공공수역에유입금지

ㅇ일정규모이상농가(오분법)
-가축분뇨처리시설를갖추어허가또는신고
- 방류수수질기준준수
-액비시설설치시일정면적농경지확보

ㅇ축산업등록제(축산법)
-2005. 12까지등록
-2007부터는사육밀도준수

ㅇ대기업축산업
진입금지(축산법)

-모돈500두, 
양계5만수이상

[특정지역제한]

ㅇ환경기준유지, 주민건강또는재산에위해
우려가있는지역– 허가제한가능(오분법)

ㅇ생활환경보전또는상수원수질보전을위해
필요한경우– 사육제한가능(오분법)

ㅇ4대강수변구역(4대강수계특별법)
-새로운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

ㅇ특별대책지역(팔당, 대청호) (환경정책기본법)
-허가대상축산배출시설설치제한

ㅇ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가축방목및축사설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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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육두수 규제 강화의 필요성

3.1. 일부 지역 축산 환경부하는 환경용량을 초과6

  우리나라의 가축 사육두수는 1970년 이후 모든 축종에 걸쳐 1995년까

지는 빠르게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UR 협상 결과 1995년에 축산물 시

장이 개방된 이후 한우 두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가 최근 반등하고 있고, 

젖소는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돼지와 닭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반면, 사육 농가 수는 모든 축종에 걸쳐 계속 급격히 줄어들고 있

어 가축사육의 규모화․전업화가 빠르게 진행 중에 있다. 농가당 평

균 사육두수는 2003년에는 1995년에 비해 소는 1.6배, 젖소는 2.1배, 

돼지는 4.3배, 닭은 1.6배로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가축 분뇨의 처리

문제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축종별 사육두수의 변화가 환경에 어떤 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

보기 위해서 축종별 가축분뇨발생량을 기준으로 모든 축종별 사육

두수를 가축단위(Livestock Unit)로 환산할 수 있다. <표 2-8>에서 한

육우 1두를 1가축단위로 할 때 우리나라의 가축단위는 1970년 2,218

천 가축단위에서 1995년엔 8,832천, 2003년에는 9,352천 가축단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경지면적에 비해 상대적

으로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경지면적당 가축단위(여기서는 닭

의 사육두수는 제외)를 살펴보면 <표 2-9>에서 우리나라는 네덜란

드, 벨기에 다음으로 많아 가축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의 부하가 크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환경용량(Carrying Capacity)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으

나, 여기서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당해 지역의 토지가 수용할 수 

있는 양분 총량”이란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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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연도별․축종별 사육규모 추이

 축종별 구분＼년도 1970 1980 1990 1995 2000 2003

한(육)우

   전체사육두수(천두)

   사육농가 수(천호)

   농가당 평균사육두수

1,286

1120

1.1

1,361

948

1.4

1,622

620

2.6

2,594

519

5.0

1,590

290

5.5

1,480

188

7.9

젖소

   전체사육두수(천두)

   사육농가 수(천호)

   농가당 평균사육두수

24

3

8.0

180

18

10.0

504

33

15.3

553

24

23.0

544

13

40.7

519

11

49.3

돼지

   전체사육두수(천두)

   사육농가 수(천호)

   농가당 평균사육두수

1,126

884

1.3

1,784

503

3.5

4,528

133

34.0

6,461

46

140.5

8,214

24

344.5

9,231

15

605.6

닭

   전체사육두수(천수)

   사육농가 수(천호)

   농가당 평균사육두수

23,633

1,338

17.7

40,130

692

58.0

74,463

161

462.5

85,880

203

422.7

102,547

218

470.5

99,019

144

686.2

전체 사육두수 합계 

(가축단위)
2,218 3,303 6,475 8,832 8,970 9,352

  주: 가축단위(Livestock Unit)는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원단위(한육우 14.6, 젖소 

45.6, 돼지 8.6, 닭 0.12 kg/일)를 기준으로 한육우를 1로 하여 계산.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각 연도.

  국토 환경 용량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으나 가축 분뇨중의 질소나 인 중 어느 성분을 기준으로 분석했는

지, 또 가축 분뇨의 비료 성분 중 발생량을 기준으로 했는지, 유효 

성분을 기준으로 했는지,  그리고 축분비료와 화학비료의 비율을 어

떻게 가정했는지 등에 따라 연구자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7

 
7
 유덕기(1997)는 가축액상분뇨의 질소함량을 기준으로 최대 180kg/ha

를 살포할 경우를 전제하여 1995년도의 지역별 적정 사육두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역과 일부 축종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소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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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두, 돼지 983천두, 닭 19,319 수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하 다. 

  천동원 등(1998)은 지역별 경지면적에 따른 사육한계 두수를 산정할 

때 질소량을 기준으로 9,017천 가축단위(한우기준)가 한계인데 비해 

13,827천 두가 사육되어 53.3%인 4,813천 가축단위가 초과 사육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재환 등(2000)에서는 지역별 작물재배면적의 비료성분 요구량 중 

인산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결과 가축 분뇨만으로 인산의 시비요구

량을 충족시킨다는 조건에서는 전국적으로 13,415천 가축단위가 적정 

두수이나, 1999년도 사육두수는 적정두수 대비 53.6%수준인 6,180천 

가축단위로서 적정두수를 하회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지용, 신은성(1999)은 화학비료 대체율을 50%로 가정하고, 축종별 

인산함량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경지에 수용 가능한 사육두수를 산

정한 결과 6,308 LU로서 1998년의 실제 사육두수 6,902 LU는 적정두

수보다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허덕 등(1998)은 가축 분뇨 성분 중 인(P)을 중심으로 가축 분뇨 발생

량 및 경지수용능력을 비교하여 전국적으로 가축 분뇨 중 인 함유량

은 269천 톤으로서 경지수용 가능량 258천 톤을 4.2% 정도만 초과사

육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으나, 지역적으로 경기, 충남, 경남 지역은 

초과사육지역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표 2-9.  국가별 농지와 사육규모 비교, 2003

농지+초지

면적(천ha)

사육규모(천두) Livestock 

Unit(천두)

LU/농경지 

ha

비고

(1996)소 돼지

네덜란드 1,933 3,735 10,766 6,965 3.6 4.4 

벨기에 1,390 2,684 6,366 4,594 3.3 3.7 

한국 1,846 1,998 9,230 4,767 2.6 2.7 

덴마크 2,694 1,681 12,969 5,572 2.1 2.0 

일본 4,726 4,563 9,725 7,481 1.6 1.5 

독일 17,038 13,386 26,495 21,335 1.3 1.3 

미국 215,676 96,100 59,513 113,954 0.5 0.6 

호주 461,486 27,215 2,940 28,097 0.1 0.1 

  주: 가금류는 포함되지 않음. Livestock Unit는 소=1, 돼지=0.3으로 계산.

자료: Eurostat 및 각국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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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양분소요량과 비료공급량 비교, 2003
단위: 천 톤

구분
양분

소요량(A)

비료공급량(B) 소요량 대비 공급량비율(B/A)

계 화학비료 가축분뇨 계 화학비료 가축분뇨

질소 441 490 331 159 111 75 36

인산 215 268 128 140 125 60 65

자료: 농림부․환경부 합동(2004).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일부 과 사육지역에서는 오염부하

량이 적정 수준을 넘어서서 특별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하

고 있다(김재환 등 2000; 최지용 등 1999; 허덕 등 1998). 

  가축 분뇨를 자원화 처리한 퇴비나 액비는 화학비료와 대체․보

완관계에 있다. 가축 분뇨로 인한 비료공급량은 질소의 경우 전체 

비료공급량의 32%, 인산의 경우 52%를 차지한다. 국가 전체로 볼 

때 농작물 생장에 필요한 양분 공급량은 양분소요량보다 질소는 

111%, 인산은 125%로 과잉공급 상태에 있다.

  OECD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의 토양 표면의 질소 밸런스(토양에

의 질소 투입총량(화학비료량+축산분뇨 등의 질소함유량)에서 산출

총량(농산물 생산량의 질소함유량)을 뺀 값으로 계산)는 1995-97년 

기준으로 네덜란드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정이었

으며, 2002년도에는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2-11>.

  또한 인산의 경우 논토양 중 적정유효 함량은 80~120mg/kg이나 

최근 평균 유효 함량이 136mg/kg이며, 밭의 경우 적정유효 함량이 

300∼500mg/kg인데 최근 572mg/kg으로 높아져서 심각한 상황이다

<표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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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각국의 토양 표면 질소 밸런스 변화 추이
단위: kg/ha

자료: OECD(2001), 2002년 수치는 OECD 농림수산국 농업/환경위원회 홈페이지

의 nutrient balances 참조.

 

표 2-12.  적정 유효 인산 현황
단위: mg/kg

자료: 농림부․환경부 합동(2004).

  우리나라의 전체 양분 공급량도 양분 수요량을 초과하지만, 지역

별 양분 잉여비율은 큰 편차를 보인다. <표 2-13>에서처럼 우리나라

의 시․군별로 양분 잉여비율(양분 공급량/양분수요량)을 분석해 보

면 2배를 초과하는 시․군이 질소의 경우 6개, 인산의 경우 32개로

서 인산의 경우가 질소보다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지

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1985-87년(A) 1995-97년(B) 증감률(B/A) 비고(2002년)

네덜란드 314 262 0.83 173

한국 173 253 1.46 238

벨기에 189 181 0.96 199

일본 145 135 0.93 123

덴마크 152 115 0.76 n.a

국 107 87 0.81 n.a

독일 88 61 0.69 n.a

노르웨이 72 73 1.01 n.a

미국 25 32 1.28 n.a

호주 7 7 1.00 n.a

뉴질랜드 5 6 1.20 n.a

구 분 적정유효인산함량 70년대 80년대 90년대 최근

논 토양 80∼120 88 107 115 136

밭 토양 300∼500 195 231 558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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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양분잉여 정도(165개 시․군 자료)
단위: 개소 수

질소 잉여정도 인산 잉여정도

1 이하 1∼1.5 1.5∼2 2초과 1 이하 1∼1.5 1.5∼2 2∼3 3초과

23 99 37 6 29 66 38 26 6

 주: 양분잉여정도 측정은 지역별 비료공급량 및 가축 분뇨 양분발생량의 합

과 지역 내 벼 및 밭작물 재배에 필요한 표준시비량(퇴구비 포함)의 합을 

비교하 으며, 양분투입에 있어 지역 간 이동 및 가축 분뇨의 해양투기 

및 공공처리 물량을 고려하지 않았다.

자료: 농림부․환경부 합동(2004).

3.2. 향후 축산으로 인한 환경 부하는 더 악화될 우려 

  앞으로 사육두수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농경지 

면적은 감소하고, 해양배출도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특단

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축산으로 인한 환경 부하는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가축 사육두수를 정확하게 전망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현

재 진행 중인 DDA 협상이 어떻게 타결될지 모르고, 앞으로 환경에 

관한 규제가 얼마나 강화될지 알 수 없으며, 그리고 국내외 가축 질

병 발생 상황 등에 따라 크게 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국들

과의 FTA 협상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우리 축산업은 어느 정도 가

격과 품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 시장개방의 향은 크지 않을 

수도 있으나, 오히려 가축전염병의 빈번한 발생과 쾌적한 환경에 대

한 국민적 수요증대로 인한 환경 관련 규제강화가 사육두수에 더 큰 

향을 미칠 수도 있다.

  신승열 등(2004)은 ｢농업전망 2004｣에서 향후 10년간의 가축 사육

두수를 추산하 는데, 2013년까지 한우는 1,803천두(2004년 9월 현

재 1,667 천두), 젖소는 524천두(현재 503천두), 돼지는 10,449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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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9,046천두)8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에

서는 돼지 사육두수를 연평균 1% 증가를 예상하여 2013년에 10,300

천두로 전망하고 있다. 

  농지면적도 앞으로 농지전용의 증가, 쌀 협상과 DDA협상으로 인

한 시장개방의 확대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직 협상내용

이 확정되지 않아 10년 후를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김병률 등(2004)

은 ｢농업전망 2004｣에서 2013년에 총재배면적은 1,593천 ha(2003년 

1,936천 ha)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정도의 문제일 뿐 

농지면적은 앞으로 감소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사육두수를 축종별 가축 분뇨 발생원단위(세정수 제외)를 감안하

여 가축단위로 표시하면 1993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육두수 및 경

지면적의 추이와 전망을 <그림 2-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한편, 현재 가축 분뇨는 해양오염방지법에 근거해 유해검사 등을 

거쳐 기준치에 맞으면 해양에 투기할 수 있으나 지역별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규제하고 있어 허용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이 금지되면서 해양투기로 전환되고 

있어 가축 분뇨의 해양투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앞으로 

폐기물 등의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해양오염 방지조약인 런던협약에 

근거하여 규제항목을 늘리고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강

화될 움직임이 있으며, 이 경우 가축 분뇨의 해양투기가 더욱 어려

워지고 따라서 국내 환경 부하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3.3. 축산환경 부하 저감을 위해서는 사육두수 규제가 

효과적인 수단

 
8
 돼지는 2003년 말 유행성 설사병과 소모성질병의 확산으로 인해 2004

년 9월의 사육두수가 2003년 12월보다 약 19만두 감소하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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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육두수 규제가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나 가장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분뇨로 

인한 환경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는 크게 분뇨 발생량을 감축하거나 

지역 내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분뇨 발생량을 감축하는 방안으로는 i)가축 사육두수 감축, ii)사양

관리를 개선하거나 사료의 효율을 높여 마리당 분뇨 발생량을 감축

하는 방안이 있다.

  지역 내 오염부하량을 감축하는 방안으로는 i)사료품질개선을 통

해 분뇨 중 양분 함유량을 감축하거나, ii)정화처리나 퇴․액비 처리 

등의 분뇨처리 효율화를 제고하는 방안, iii)해양투기나 타 지역으로

의 원거리 이송을 통해 분뇨나 축분퇴비의 타 지역 유출을 확대함으

로서의 당해 지역의 오염부하량을 감축하는 방안 등이 있다. 

그림 2-5.  사육두수와 경지면적의 추이와 전망, 199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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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김병률 등(2004), 신승열 등(2004) ｢농업전망 2004｣자료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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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가축 분뇨 발생량 및 오염부하량 저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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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6>에서 보듯이 분뇨 발생량은 사육두수에 비례한다고 생

각할 수 있으며, 사육두수를 Q1에서 Q2로 줄이면 분뇨 발생량은 M1

에서 M2로 준다. 이때 사양관리 기술을 개선하여 가축단위당 분뇨 

발생량을 θ1에서 θ2로 개선하면 분뇨 발생량은 M2’로 더욱 감소한

다. 이 밖에 분뇨 중 양분함유량을 줄이고, 분뇨처리 효율을 높이며, 

타 지역으로 분뇨를 이송하면 가축 분뇨로 인한 해당 지역에의 오염

부하량은 더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방안 등은 현재 나름대로 모두 추진되고 있는 방안들이며, 

이런 방식으로도 가축 분뇨로 인한 오염부하량 초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며 목표 지향적(target oriented) 

방법인 가축 사육두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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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현행 축산분뇨 관련 법규로는 사육두수 제한 효과 

미약

  현행 법규로는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사육두수를 규제할 수 있는 

효과가 미약하며 보다 근본적인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3.4.1. 현행 법규는 수질 위주의 규제로서 환경 용량에 대한 

고려 미약

  우리나라의 경우 가축 분뇨의 처리에 대한 제한은 축산폐수의 수

질오염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오분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

에 가축 분뇨를 정화 처리하여 공공 수역에 방류하는 경우의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현재 허가․신고 대상 농가의 89.6%인 45,367 농가가 자원

화시설(퇴비화 83.1% 42, 039농가, 액비화 6.6% 3,328농가)을 갖추고 

있고 4.7%인 2,397 농가만이 정화처리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자원화 처리하는 대부분의 농가에 대한 규제 장치가 미약하다.

  현행 규정에서는 퇴비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퇴비저장시설만을 

규정하고 있어 퇴비를 살포할 농경지의 확보 여부에 상관없이 얼마

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액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만 초지 또는 농경지 확보내역을 첨부하여 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액비화 시설 설치 농가는 전체 허가․신고 대상 농가의 

6.6%에 불과하다. 따라서 분뇨 발생량을 환경 용량에 연계하는 장치

가 미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점은 농경지 확보면적과 가축사육규

모를 연계하는 유럽 국가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가축 분뇨를 퇴비화 처리하는 경우에도 

분뇨살포를 위한 농경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환경 용량

에 맞는 적정가축 사육두수 유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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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까지 가축 사육규모와 시설을 등록하도록 하는 축산업등록

제에서도 단위사육시설 면적당 적정 가축 사육두수기준을 준수(예: 

돼지 일관 사육 시 마리당 0.89m2 등)토록 하고 있어, 농가별 집 

사육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별 집 사육에 대한 규

제는 아니며 농경지 확보와도 무관하다. 

3.4.2. 지자체의 조례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실효성이 미약

  현행법규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환경 기준유지, 주

민 건강,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지역, 상수원 수

질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여 지자체에게 너무 많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며 강제력이 약하다. 그러나 일선 시군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농가소득원이 되는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행위는 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현재 제정된 조례는 대부분 상업 및 주거지역, 관광진흥

지역 등 일부 한정된 인구 집지역 위주로 제정되고 있으며. 또한 

조례는 제정하 으나, 가축제한지역을 고시하지 않아 아무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다.(농림부․환경부 합동 2004)

  따라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결정을 지역 주민의 경

제적 이해관계에 민감한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중앙정부가 과

사육에 대한 세 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 초과 시 사육제한을 강제

하고, 사육두수 감축계획수립을 의무화하며 정부의 재정지원방안도 

제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3.4.3.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에 맞추어 축산부문에서도 대비 필요

  현재 시행 중인 4대강 수질오염 총량제에서는 축산도 주요 오염

원 그룹의 하나로 포함하고 필요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축

산부문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비록 지금은 축산 부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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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점오염원인 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나 200m/일 

이상의 축산폐수를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에 대해 주로 규제하

지만 앞으로 비점오염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분뇨를 자원화 처

리하는 경우에 농지면적의 확보가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3.5. 가축 질병 발생 억제를 위해 축종별 집사육 

제한 필요

3.5.1. 지역별 집 사육과 가축전염병 발생 간의 상관관계

  지역별 축종별 집 사육이 가축전염병 발생과 연관관계가 있을 

경우 사육두수를 규제하여 집도를 줄이면 가축전염병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 축종별 지역별 집 사육정도는 특화계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9 가축의 전염병에는 많은 종류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최근 문제가 되어 온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그리고 고병원성 가금 인

플루엔자에 한정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구제역은 우리나라에서 2000년도와 2002년도 두 차례 발생한 바 

있으며, 고병원성 가금 인플루엔자는 2003년도에 발생한 바 있다. 

돼지콜레라는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발생한 기록만을 대상으로 분석하 다<표 2-14>.

  축종별로 특화계수가 3 이상인 전국의 시․군 중에서 위의 3가지 

전염병이 발생한 시․군을 비교해 보았다. 2000년도에는 한육우와 

젖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하 는데, 구제역이 발생한 5개 시․군 중에

서 특화계수가 3 이상인 지역은 한육우의 경우 홍성 1개 군, 젖소의

9
 일반적으로 특화계수는 생산 집중도를 의미하나 여기서는 축종별로 지

역별 집도(사육두수/토지면적)를 전국 집도로 나눈 개념, 즉 전국

집도 평균에 비해 해당 지역의 집도를 비율로 나타낸 개념으로 사용

한다. 여기서는 2000년 농업센서스 자료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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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시․군의 특화계수, 2000

전염병명 발생시군 한육우 젖소 돼지 닭 

구제역

(2000)

파주 0.73 4.47 2.59 0.75 

보령 1.68 0.89 1.77 0.98 

충주 0.85 0.43 0.70 1.02 

화성 1.49 8.31 2.37 1.41 

홍성 4.45 3.10 12.04 2.46 

구제역

(2002)

안성 4.03 5.10 4.73 1.13 

용인 1.20 8.49 5.30 1.27 

평택 1.06 6.89 3.43 1.64 

진천 0.92 2.04 1.73 0.97 

돼지콜레라

(2002)

평택 1.06 6.89 3.43 1.64 

김포 1.13 3.36 3.35 1.44

이천 1.20 8.49 5.30 1.27

여주 0.76 3.39 2.04 1.59 

화성 0.74 4.13 1.18 1.49 

포천 0.83 5.43 3.78 4.41 

인천서구 0.32 1.37 0.36 0.36

강화 1.72 1.65 2.09 2.31 

철원 0.51 1.94 0.83 0.51

홍성 4.45 3.10 12.04 2.46 

당진 2.04 2.82 3.41 1.64 

보령 1.68 0.89 1.77 0.98 

아산 1.07 4.30 1.99 1.05 

진천  0.92 20.4 1.73 0.97 

화순 0.55 0.24 0.75 1.20

익산 1.61 0.96 4.45 1.27

김제 1.96 0.87 3.59 20.3 

장수 0.98 0.11 0.68 0.87

부안 1.30 1.19 0.77 1.70 

김해 1.97 0.98 4.52 0.87 

함안 1.34 1.45 2.20 1.21 

상주 1.33 0.56 0.43 1.15

성주 0.85 0.25 0.62 1.01

경주 2.17 1.90 1.57 0.57 

주 1.85 0.43 0.60 1.57

덕 0.23 0.10 0.11 0.56 

천 1.09 0.55 1.54 0.73

문경 1.15 0.78 0.49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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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계속)

전염병명 발생시군 한육우 젖소 돼지 닭 

고병원성

가금

인플루엔자

(2003-2004)

이천 1.20 8.49 5.30 1.27

천안 0.79 4.26 2.18 0.81 

음성 1.05 1.60 1.34 0.96 

양산 0.46 1.13 1.82 0.82

울산울주 0.56 0.19 0.09 1.30 

경주 2.17 1.90 1.57 0.57 

안성 4.03 5.10 4.73 1.13 

아산 1.07 4.30 1.99 1.05 

진천  0.92 20.4 1.73 0.97 

나주 1.19 2.52 3.55 1.77 

 

자료: 2000 농업센서스, 질병 발생 자료는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내부 자료.

경우 파주, 화성, 홍성 등 3개 시․군이 해당하 다. 2002년에는 4개 

시․군에서 한육우와 젖소 외에 돼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 는데, 

이 중 축종별 특화계수가 3 이상인 지역은 한육우는 1개 군, 젖소는 

2개 시․군, 돼지는 3개 시․군이 각각 해당하 다. 돼지콜레라의 

경우에는 총 27개 시․군에서 발생하 는데 그 중 8개 시․군이 3 

이상의 특화계수를 나타낸 지역이다.

  닭과 오리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가금 인플루엔자는 10개 시․군

에서 발생하 는데, 닭과 오리를 별도로 보면, 이들 지역 모두 특화

계수가 3 이하 다. 그렇지만, 닭과 오리를 같이 묶을 경우 10개 

시․군 중 1개 시가 특화계수가 3 이상이었으며, 4개 시․군은 특화

계수가 2.5 이상이었다. 닭만 별도로 볼 경우 고병원성 가금인플루

엔자가 발생한 6개 시․군 중 2개 시․군이 특화계수가 2.5이상이었다. 

특화계수 2 이하인 지역으로 본다면, 더 많은 비율이 해당하여 각각 

10개 시․군 중 6개 시․군, 6개 시․군 중 3개 시․군이 해당된다.

  위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전국 특화계수 평균에 비해 가

축 전염병 발생 지역의 특화계수가 크게 높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

는 가축 전염병이 지역별 사육 집도와 관계가 깊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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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특화계수를 기준으로 본 가축 전염병 위험지역의 구분

  가축의 특화계수가 2 또는 3 이상인 지역에서 주요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 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전국을 대상으로 각 시․군을 전염

병 발생의 가능성이 큰 지역과 적은 지역으로 분류해 보는 것도 의미

가 있는 일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국을 위험지역, 준위험지역, 경계지

역, 주의지역, 상대적 안전지역의 5단계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 

  지역분류의 기준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축종의 특화계수가 2.

이상인 지역을 질병 발생 위험지역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육우, 젖소, 돼지, 가금류(닭, 오리) 4개 축종 중 2개 축종이상이 

특화계수가 2이상인 시․군을 위험지역으로 정의하고, 4개 축종 중 

1개 이상이 특화계수 2 이상인 지역을 준위험지역으로 정의한다.

  이제 나머지 3 단계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예를 들은 3개 전염병 발생 지역 중에서, 특화계

수가 낮은 시․군의 특화계수를 임계치로 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

다. 이때, 임계치 설정에 있어, 해당 지역 중 특화계수가 낮은 순서

대로 지역을 나열하고, 각각의 지역 중 역학조사 결과 인근 지역에

서 전파되어 발생한 지역일 경우 순서대로 하나씩 제외해 나가면서,

자체 발생하 다고 판단되는 시․군의 해당 특화계수를 찾아내어 

위험지역의 임계치로 설정하는 방법을 택하 다. 

  위의 기준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 시․군 중 한육우 최저 집도 

지역은 평택으로 특화계수는 0.38이지만, 역학조사 결과 경기도 안성

시에서 전파된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고, 다음으로 화성시의 특화계

수가 0.74인데, 이 지역은 역학조사 결과 자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한육우의 경우 지역 분류를 위한 임계치를 0.74로 설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젖소의 지역 분류 임계치는 충주의 0.45로 기

준을 설정하 고, 돼지는 경북 문경시의 특화계수 0.69, 가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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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의 특화계수 1.10을 임계치 기준으로 설정하 다.

  이러한 축종별 임계치를 활용하여 임계치 이상~특화계수 2 미만

인 축종이 2개 이상인 시․군은 경계지역, 1개인 시․군은 주의지역, 

1개 축종도 해당 안 될 경우는 상대적 안전지역으로 분류하 다. 이러한 

기준을 정리하여 지역을 유형화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2-15>와 같다.

 

표 2-15.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지역 유형의 구분

지역 구분 구분의 기준 해당 지역

위험지역 4개 축종의 특화계수 2.0 

이상이 2개 이상 해당 

시․군 

안성, 평택, 고양, 양주, 여주, 이천, 화성,

파주, 포천, 김포, 천안, 연기, 예산, 당진,

홍성, 정읍, 김제, 경산, 남해, 함평, 나주

(21개 시․군)

준위험지역 4개 축종의 특화계수 2.0 

이상이 1개 이상 해당 

시․군

광명, 동두천, 남양주, 오산, 시흥, 연천, 의정

부, 구리, 용인, 아산, 서천, 진천, 경주, 예천, 

창녕, 고성(경남), 김해, 함안, 사천, 하동,   

장흥, 무안, 순천, 광양, 고흥, 보성, 제주,

북제주 (28개 시․군)

경계지역 각 지역의 축종별 특화

계수가 축종별 임계치

(한우 0.74, 젖소 0.45, 돼

지 0.69, 닭 1.10) 이상∼  

2.0 미만에 2개 축종 이

상 해당되는 시․군

양평, 의왕, 횡성, 철원, 원주, 보은, 음성,

청주, 충주, 공주, 보령, 서산, 논산, 부여,

태안, 청양, 예산, 익산, 남원, 완주, 임실,

고창, 부안, 군산, 담양, 곡성, 암, 광,

장성, 목포, 여수, 강진, 해남, 구례, 화순,

고령, 경주, 김천, 구미, 안동, 주, 천,

상주, 문경, 청도, 칠곡, 김해, 의령, 산청,

양산, 마산, 양, 진주, 창원, 함양, 합천,

남제주 (57개 시․군)

주의지역 각 지역의 축종별 특화

계수가 축종별 임계치 

이상∼2.0 미만에 1개 축

종이상 해당되는 시․군

나머지 지역

상대적

안전지역

모든 축종의 특화계수가 

축종별 임계치 이하인 

시․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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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 필요성

4.1. 사육두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비교

  축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크게 경제

적 수단, 규제적 수단, 자문 및 제도적 조치 등으로 대별 할 수 있다

<그림 2-7>.10

그림 2-7.  축산/환경 정책 수단

경제적수단 보조금지급

환경세/부과금

사육권거래제

법적규제 규제

상호준수제도

자문및제도적조치 연구

기술지원및보급

라벨링및인증

지역사회의합의에따른조치

- 농가의고정자산에기초한보조

- 폐업,휴경등에대한보조

- 농법에따른보조

- 수자원에의유출금지

- 거리및입지규정

- 허가

- 환경평가

- 분뇨생산량제한

- 분뇨살포량, 살포방법, 시기제한

- 분뇨저장규정

- 양분수지/시비계획요구

농약, 비료, 과잉분뇨

경제적수단 보조금지급

환경세/부과금

사육권거래제

법적규제 규제

상호준수제도

자문및제도적조치 연구

기술지원및보급

라벨링및인증

지역사회의합의에따른조치

- 농가의고정자산에기초한보조

- 폐업,휴경등에대한보조

- 농법에따른보조

- 수자원에의유출금지

- 거리및입지규정

- 허가

- 환경평가

- 분뇨생산량제한

- 분뇨살포량, 살포방법, 시기제한

- 분뇨저장규정

- 양분수지/시비계획요구

농약, 비료, 과잉분뇨

  

10 선진국들의 축산환경 정책 수단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1. OECD 국가

들의 가축 분뇨 관리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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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세 부과

와 보조금 지급 등의 경제적 수단과 직접규제 방식의 효과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4.1.1. 환경세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해서는 사료나 동물약품 등 가축사육을 

위한 투입재에 환경세를 부과함으로써 생산이윤을 낮추어 사육두수

를 줄이는 방안과 화학비료에 대해 환경세를 부과하여 간접적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그 대신 가축 분뇨의 사용량을 높여서 적

정 사육두수 자체를 높이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 성격의 환경세는 생산비 인상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줄 우려가 

있으며 효과가 간접적이어서 채택하기 힘든 대안이다.

  배출되는 오염량이나 과잉분뇨를 기준으로 부과금을 매기는 것도 

환경세의 한 방편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초과금을 부과하고 있는데,11 조세보다는 벌

과금 성격이 강하며 자원화 처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규제 효과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과잉분뇨에 대한 

11 원론적인 의미에서의 배출부과금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해서 국가

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조세로서, 자원의 이용에 따른 사회적 환경비용

을 오염물질 배출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내부화시킴으로써 환경자원 

남용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각 오염원은 오염감축의 한계비용과 부

과금을 비교하여 한계비용이 부과금 수준과 같아지도록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결정하므로 모든 오염자의 한계비용이 부과금 

수준으로 균등화되어 오염감축비용이 최소화 된다. 이때 정부가 오염

감축의 한계비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부과금을 책정할 경우 오염

물질의 배출총량을 오염총량제와 같은 수준에서 억제할 수 있다. 그러

나 배출부과금은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오염감축비용 파악이 어려우며 

조세 저항이 커서 시행하기 곤란하다(김승우 등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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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은 환경적으로 별 문제 없는 적정 배출량에 대해서는 부과하

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투입재에 대한 환경세보다 정치적으로 수용가

능성이 높으나 모니터링이 어려우며 행정비용도 많이 든다. 현재 네

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등은 경지면적 당 기준량 이상 가축분뇨를 

생산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12 이는 농가의 장부기록이 

일상화 되어 있고 기장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행정기관의 검증이 가

능하기 때문에 시행될 수 있으며, 이 제도만으로는 적정 사육두수 유

지를 달성하기 힘들고. 직접 규제조치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된다.

4.1.2. 친환경 축산직불제(보조금)

  친환경축산직불제는 조사료포를 확보하거나 사육 도를 낮춘 농

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가축 분뇨 과잉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경감함으로써 축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해소할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2004년도의 시범사업계획에 따르면 농가당 최고한도액은 기본 프

로그램 1,300만원과 인센티브 금액 200만원을 합쳐 1,500만원인데, 

12
 네덜란드는 1986년부터 모든 농가가 연간 가축 분뇨로 인한 인산을 

125kg/ha 보다 초과해서 생산할 경우 인산 초과 kg당 0.11~0.23 유로

를 납부토록 하 으며 1998년 MINAS(양분회계제도)를 도입하면서 가

축 분뇨뿐만 아니라 화학비료를 포함하여 농가별로 양분(질소와 인산)

의 투입과 산출을 계산하여 양분잉여량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초과

량에 비례하여 과징금(인산 1kg당 1.1~9.1 유로)을 내도록 하고 있다. 

  벨기에도 농지면적 대비 과도한 가축 분뇨를 생산하는 농가에게 과징

금(1kg의 인산과 질소당 1유로)을 부과하고 있으며, 덴마크도 1994년

부터 농가별로 최대 분뇨 생산량(질소기준)을 정하고, 농가가 가축 분

뇨로 인한 질소를 기준량보다 1~5kg/ha 나 5~10kg/ha를 초과하여 생

산할 때에는 경고를 하고 그 이상을 넘을 때에는 과징금을 초과정도

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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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의 신청내역에 따라 시산하면 농가

가 받는 평균금액은 한도액보다 아주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범사업은 당초 1,000농가가 참여하도록 계획하 으나 행정적

인 부담 및 등록 선결조건 등의 이유로 512농가만이 신청하여 예상

보다 참여율이 저조하며, 이 제도로 인해 가축 사육두수 감소를 기

대하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이 제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축사육 두수를 새로이 줄인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가지 이유로 

사육두수를 사육시설면적보다 적게 사육하던 사람들이 참여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친환경축산직불제는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축산을 경 하는 모범농가를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다

른 양축농가들에 대해 선도 역할을 하고 친환경 축산분위기를 확산

하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4.1.3. 폐업보상제

  지역별로 사육두수가 너무 많거나 상수원 보호 구역 등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양축농가의 폐업을 유도하고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네덜란드는 2000년도에 비육돈 마리당 122.52 유로(인산 1kg당 

16.56유로), 종돈은 마리당 335.7 유로를 지급하 고, 또 축사철거를 

위해 22.69유로/m
2
를 지급하여 2000년-2001년에 총 257백만 유로가 

사용되었다. 벨기에도 2001년도에 돼지 생산두수 10% 감축을 목표

로 하여 종돈은 마리당 400유로(약 58만원)씩, 번식돈은 118유로(약 

17만원)를 지급하 으며, 이 제도에 참여하는 농가는 양돈업을 폐업

해야 한다(OECD 2003b).

  우리나라는 폐업보상 관련 두 가지 사례가 관심을 끈다. 하나는 

우유 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낙농폐업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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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 실시하 는데, 낙농진흥회 소속 508농가를 대상으로 196톤

/일에 대해 1리터 당 10만원씩(농협 지원분 3만원 별도) 총 189억원

을 지급한 바 있다. 잉여우유 1리터당 약 420원의 정부보조(높은 가

격으로 사들여 낮은 가격으로 가공용으로 공급)가 이루어진다고 볼 

때 폐업보상비 10만원/ℓ은 약 238일간의 정부보전액에 해당된다. 

따라서 1회 지급으로 완료되는 폐업보상은 잉여원유에 대해 장기간 

차액보조를 하는 방안에 비해 매우 재정효율적인 감산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칠레와의 FTA 체결에 따른 희망 과수농가의 폐원 및 양도 

지원사업이다. 이 경우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를 생산하던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원 전체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연간 순 수입액(=소득-자

가 노력비)의 3년 치(10a당 시설포도는 10,444천원, 복숭아는 3,316

천원)를, 그리고 남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 치를 지원하 다. 그

리고 지원금을 받은 농업인이 5년 이내에 지급 대상 품목을 다시 재

배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하 다. 2004년도에는 대상 

작물 전체 재배면적의 24.6%가 폐업지원사업을 신청할 정도로 큰 

호응을 받았다.

  이렇게 폐업보상은 매우 효과적이고 시행 가능성이 높은 제도로 

평가 받고 있으나 농가별 정확한 사육규모 파악과 전체 적정 사육두

수 산정이 선결 조건이며, 폐업한 농가의 재창업을 막을 수 있는 제

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총량제와 병행하여 사용될 때 제대

로 목적을 이룰 수 있다.

4.1.4. 사육권 거래제

  사육권 거래제는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기 위해 농가별로 최대 

사육가능두수를 할당해 주고, 농가별로 할당된 쿼터의 매매를 허용

하는 방안으로서 현재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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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이다. 

  사육권 거래제는 가축 사육두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쿼

터보유자간에 한계생산비용의 차이에 따라 쿼터의 매매가 이루어지

게 하여 비용 효율적으로 사육두수 총량을 유지하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사육두수 총량제가 먼저 이루어 진 다음 단계에 도입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모니터링 비용이 매우 높다는 단점이 있다.

4.1.5. 사육두수 직접 규제 조치

  사육두수에 향13을 미치는 직접 규제조치로는 집도를 제한하

는 방법과 사육두수의 총량을 정하는 방법, 신규나 증설을 제한하는 

방법 등이 있다.

가. 가축사육의 집도를 제약하는 방법

  가축사육 집도를 제한하는 방법은 유럽 국가들에게는 보편적으

로 쓰이고 있다. 농지면적당 사육두수를 직접 제한하기도 하고( 국, 

덴마크 등), 단위 면적당 살포할 수 있는 가축 분뇨의 비료성분(질

소, 인)으로 규제(네덜란드, 독일 등) 하기도 한다. 가축 분뇨의 비료

성분량으로 규제할 경우에는 질소나 인산배출량을 줄이는 사료를 

개발함으로써 단위면적당 사육두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표 2-16>. 

  EU의 질산염지침(Nitrate Directives)에서는 질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가축 분뇨로 인한 질소를 170kgN/ha 이하로 살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
 환경에 직접 향을 미치는 것은 가축 분뇨로 인한 오염부하량이며 가

축 사육두수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해

결하려면 가축 두수보다 오염부하량을 직접 규제하는 것이 이론상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개별 농가별 오염수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획득 비

용이 높을 때는 사육두수를 환경오염에 대한 대리변수로 간주하는 것

도 현실적인 방법의 하나이며, 이러한 방식은 관련 생산자가 많고, 오

염물질도 많고, 생산방식이 다양한 농업 분야에 많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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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국가별 가축 사육 및 분뇨살포 기준

국 가
사육두수 규제 

(두/ha)

질소규제

(kg/ha/년)
비고

독일 소 4.5두, 비육돈 7두 160∼240

 지자체마다 다름

 -기본규정: 중앙정부

 -시행규정: 지방정부

덴마크 소 2.3두, 돼지 5.1두

네덜란드 소 3두
160(경지),

240(초지)

국 소 6.25두, 돼지 25두

스웨덴
번식돈 2.2두, 

비육돈 10.5두

스위스 소 3두 315

자료: 최지용 등(1998), OECD(2003b)에서 편집.

  농지면적에 따라 사육 도를 규제하는 것은 적정 사육두수를 유

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상당수의 농가가 농

지면적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국내 현실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추

진할 수 있는 방안은 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대안

은 되기 어렵다. 

나. 사육두수의 총량을 직접 제한하는 방법

  농가별로 사육할 수 있는 가축두수의 한도를 설정하고 초과 사육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개인의 사육두수를 직

접 규제하는 매우 규제 강도가 높은 정책이기 때문에 축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네덜란드와 벨기에만이 현재 시행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1986년에 분뇨생산쿼터제도가 수립되어 농가별로 축

종별 실제사육두수에 축종별 표준 분뇨생산량을 곱해 합산해서 쿼

터가 산정되고, 각 양축가들은 인산중량으로 쿼터를 배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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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 플랑드르 지방에서는 1995년에 1차 분뇨처리계획을 발표

하여 가축 분뇨로 인한 양물질 생산총량을 1992년 수준인 인산 

75.1백만kg, 질소 169.1백만kg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하 다. 이때

에는 플랑드르 지역 전체의 양물질 생산총량을 정하 으며, 2000

년 제2차 분뇨처리계획에서는 농가별로 가축 분뇨로 인한 양물질 

생산량을 1995-1997년의 최대 생산량 이내로 제한하 다.

다. 가축사육의 확대나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방법

  가축사육 확대를 제한하거나 신규 창업을 제한하는 방법도 많이 

쓰이고 있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도 환경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

우 가축사육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도 1984년 11월 “양돈과 양계업 제한에 관한 잠정

법”(Interim Law for Restricting Pig and Poultry Farms)이 발효되면서 

집 사육이 이루어지는 남부와 동부지역에서는 신규로 돼지나 가

금 사육이 금지되었고 기존 농가도 생산을 10% 이상 증대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도 75%이상은 증산할 수 없었다.

  벨기에의 플랑드르에서는 1차 분뇨처리계획에서는 신규 가축사육

을 금지하 으며, 스페인에서는 농장간의 최소 거리의무와 신규농장

의 규모상한선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도 일부 지역은 신규 양돈농가

의 진입을 금지하거나 기존 농가의 규모 확대에 제한을 가하고 있

다. 노르웨이는 1975년에 가축사육의 규모를 제한하는 법을 도입하

여 돼지의 경우 최대 사육규모를 비육돈 1,400두, 번식돈 70두로 제

한(기존 초과농장은 허용)하 다.

4.2. 선택대안의 평가

  여러 정책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평가 기준으로는 목표 달

성도(효과성), 비용경제성(효율성), 시행편의성(용이성), 수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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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사육두수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의 평가

구 분 효과성 효율성 시행편의성 수용가능성

(1) 경제적 수단

  투입재에 대한 환경세 부과 -- ++ +++ --

  과잉분뇨에 대한 환경세 부과 - ++ -- --

  보조금지급-친환경축산직불제 - - + ++

  폐업보상 ++ + ++ +

  가축사육권 거래제 +++ ++ -- -

(2) 직접규제

  사육 집도 제한 ++ + -- --

  사육두수 총량제 +++ ++ - --

  신규, 규모 확대 제한 + ? + --

  

  주: +++ 매우 높음, ++ 약간 높음, + 높음, - 낮음, -- 매우 낮음, ? 불확실함.

자료: OsKam, et al.(1998)에 제시된 내용을 기초로 수정 보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2-17>에서는 가축 사육두수를 제한 할 수 있는 여러 정책수단

들을 4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 나름대로 분류해 보았다. 각 정책수단

들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 환경세나 보조금 등의 경제적 수단들

은 시행편의성이란 측면에서는 대체로 유리하나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 달성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직접규제 

방식은 감축목표달성이라는 효과성 측면에서는 매우 유리하지만, 수

용 가능성은 낮다는 측면에서 시행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

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을 상황에 맞게 병행(policy mix)하여 활용

할 필요가 있다.

4.3.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 당위성

  현재 정부는 가축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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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고, 1991년부터 2003년까지 가축 분뇨 처리시설비로 9,645억원

을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사육규모가 세한 농가들을 위해 축산폐

수 공공처리시설 75개소 4,849억원을 지원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투

입(농림부․환경부 합동 2004)하 으나 가축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현재처럼 가축분뇨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에서는 적

정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의 불법․무단 투기는 막기가 힘들어진

다. 지역 단위의 물질순환 균형차원에서 볼 때 가축 분뇨는 토양에

의 환원이 가능한 양만큼만 생산되어야 하며, 앞으로 경지면적의 축

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가축분뇨의 토양환원은 더욱 어려워질 전

망이다. 따라서 이제는 기존의 가축분뇨 관리 정책을 계속 보완하면

서 동시에 가축분뇨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목표지향적(target oriented)

인 새로운 조치의 도입이 필요하며, 과  사육지역에 한해 지역별

로 사육두수의 총량을 설정하는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의 당위성이 

인정된다.

  축산으로 인한 환경 문제는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조속히 해결하

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양축농가의 반발 

때문에 수용 가능성이 낮다고 우려하여 제도 도입을 미룰 것이 아니

라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구체적인 

도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오염총량제를 축산부분에 적용하여 사육

두수 총량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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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총량규제의 국내외 적용사례와 시사점

  이 장에서는 총량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

를 고찰하여 국내에 가축 사육두수 총량제를 도입할 경우의 시사점

을 찾는다. 국내 사례로는 수질오염 총량제와 대기오염 총량제의 시

행과정과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외국사례로는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시행하고 있는 사육두수 총량제를 소개한다. 아울러 총량규제가 정

착되면 도입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육권 거래제에 대해서도 

이론과 사례를 소개한다.

1. 환경 규제의 변천 과정 

1.1.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로 발전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오염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배출허용기준

의 설정 등 농도(濃度)규제 위주의 오염원관리 대책이 오랫동안 사용

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발전과 인구의 도시집중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

원이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게 되면 개별 오염원은 배출허용기준을 준

수하더라도 하천이나 대기 등 자연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전체총량



48

그림 3-1.  농도규제와 총량규제의 분기점

환경부하

환경용량 총량규제

농도규제

생산량Q1Qe

M1

Me

도 늘어나서 환경 용량이 초과되는 등 제도적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오염배출량이 환경 용량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종전의 배출농도규제방식에서 환경 용량 범위 내에서 오

염원을 관리하는 총량규제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림 3-1>에서 생산량에 비례하여 환경 부하량이 늘어난다고 가

정하면 생산량이 Qe에 도달할 때까지는 농도규제를 하여도 별 문제

가 없으나 생산량이 Qe를 초과하여, 예컨대 Q1이 되면 농도규제 하

에서의 환경 부하는 M1이 되어 환경 용량 Me을 초과하기 때문에 환

경 부하를 환경 용량인 Me로 유지하도록 총량규제를 하여야 환경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총량규제는 전체 총량을 규제한다는 넓은 의미로 보면 해당 사례

는 우리주위에 매우 많다. 환경 목적으로 오염총량을 규제하는 사례

는 수질오염 총량제와 대기질 오염 총량제 등이 있으며, 농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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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사육두수 총량제를 들 수 있다. 그 밖에 수급조절 차원에서도 

총량규제를 하는 사례가 많은데, 택시면허의 총량제, 어획쿼터 총량

제, 방송광고의 총량제, 우유쿼터제 등이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1.2. 농도규제와 총량규제의 특성 비교

  농도규제와 총량규제는 각기 장단점이 있다. 농도규제는 집행이 

상대적으로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데 비해 총량규제는 지나친 오염

부하를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높지만 모니터링 등의 행정비용이 많

이 들고 대규모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가 

표 3-1.  농도규제와 총량규제의 특성 비교

농도규제 총량규제

관련

법령

 수질환경보전법,

 하수도법, 오분법

- 1999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

- 2002 낙동강, 금강, 산강․섬진강법

- 2003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규제

지역
 전국

 오염이 심한 특정 지역

 (4대강 수계, 수도권 대기오염)

규제

방식

 오염물질 농도를 규제

 농도=오염부하량/배출량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

 오염부하량=농도*배출량

장점
 기준설정용이

 집행용이 및 저비용

 규제의 효과가 높음. 

 시장메커니즘을 통한규제로의 발전이 용이

단점
 특정지역 규제효과 미흡

 소규모 배출자에게 불리

 집행곤란 및 고비용

 합리적인 환경 용량의 산정 곤란, 

 사업장별 공평한 배출허용량 배정 곤란

외국 

사례
 60-70년대에 실시 시작

 70-80년대 실시 시작

 미국 TMDL(Total Maximum Daily Loads)  

 일본의 수질오탁방지법

자료: 한화진(2002)의 내용을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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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는 단점이 있다<표 3-1>. 따라서 일반 지역에서는 현행대로 

농도규제를 유지하고 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한해 새로이 총량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에서도 환경오염 방지를 위

해 처음에는 시행이 용이한 농도규제로부터 시작했다가 환경 문제

가 더 심각해질 경우 점차 복잡하고 정교한 총량규제로 이행되는 실

정이다.

1.3. 축산폐수 관련 농도규제

  현재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되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과 개별 농가의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개별 농가에 대해서도 특정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허가대상 규모인가 신고대상인가에 따라서도 기준이 달라진다. 허가 

대상 이상의 축산농가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할 경우 축산폐수 배

출부과금이 부과되며, 신고대상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적용된다.14 

  현재 배출 부과금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농

도, 초과 회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으나 배출 총량의 관점에

서 배출량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로 보기는 어

려우며, 엄 한 의미의 부과금이 아니라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벌과금적인 성격의 경제적 유인제도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화처리 하는 농가가 10% 내외에 불과하여 부과

징수 실적이 많지 않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2000년도에 

151건에 대해 250백만 원을 부과하여 104건 114백만 원이 징수되었

다(문현주 등 2001).

14
 신고대상 농가가 오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위반회

수, 수질위반정도에 따라 차이)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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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염총량제

  오염총량제란 대상오염물질별로 특정 지역의 환경 용량에 맞는 

오염배출 허용총량을 산정하고, 오염원별로 배출가능량을 할당함으

로써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배출총량)을 허용

총량이하로 규제 또는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오염총량관리제는 규제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

라 지역개발계획과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함께 수립토록 함으로써 환

경의 질을 유지하면서 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

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매우 유용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4단계를 거치게 된

다. 먼저 (i)기초 자료 조사단계에서는 수질, 대기질 등에 대한 자료

조사를 토대로 대상 지역을 선정하게 되고, (ii)선정된 지역에 대한 

배출원 자료와 기상 자료 등을 토대로 환경 용량을 산정해야 하며, 

(iii)정책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환경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과 

삭감목표량을 수립하고, (iv)정책추진 및 평가단계에서는 배출원의 

특성과 규제방법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규제대책을 시행하고 사후 

감시 및 평가 등의 순서를 거치게 된다<그림 3-2>. 

그림 3-2.  오염총량제의 추진 체계도

배출량 등

기초자료 조사

환경용량

산정

정책목표

설정

정책추진 및

평가

배출량 등

기초자료 조사

환경용량

산정

정책목표

설정

정책추진 및

평가

2.1. 수질오염 총량제

  우리나라에서도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역별로 오염물질

에 대해 총량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는 1995년에 개정된 수질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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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법(제9조)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그 후 한강, 낙동강, 금강, 

산강 등 4대강의 물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각각 개별법으로 

수질오염총량제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제정되었고 현재 수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우선 2004-2010년까지를 1차 계획기간(한강은 2007년까지)으로 하

고 이 기간 중에는 BOD만 대상물질로 하며, 2011년-2015년까지의 2

차 계획기간중의 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나 인 등을 추가할지 여부)

은 추후 결정토록 하 다.

2.1.1. 한강유역 수질오염 총량제

  한강유역은 임의시행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광주시가 수질오염총량 

관리시행계획을 2004년 7월 5일 정부로부터 처음으로 승인받았다.15 

그러나 용인시, 양평군, 남양주군, 이천시 등에서는 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하다가 거의 중단 상태에 있다.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환경기초시설 투자에 대해 국고 우선지원 등의 우대 조치

가 있으나 일선 시․군은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면 시군의 개발계획이 

제약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임의시행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한강유역

도 의무시행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의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에는 2002년의 수질인 BOD 6.3 

mg/ℓ를 2007년까지 5.5mg/ℓ로 감축하기 위해 오염물질 삭감계획

을 수립하고 있는데<표 3-2>, 

15
 광주시는 환경부가 광주시의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승인하면서 각종 개

발사업에 있어 다소 증감이 발생할 경우 변경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어 

시의 재량권이 무시되었으며, 수질목표 유지․달성에 필요한 재원의 

지원계획이 명시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조직 및 인력 증원

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건의문을 환경부에 제출(광주시 공

지사항 2004. 8. 7)하는 등 시행 과정에서 마찰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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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광주시 오염삭감계획 및 삭감량

삭감 방법 내용 삭감량(kg/일)

하수처리장 확충 처리율: 85%→97% 749

방류수 수질개선 BOD 10 mg/ℓ→ 5 284

하수관거 정비 하수누출률 8.5%→5.4 235

산업 폐수-하수 연계처리 1,163m3/일 26

비점오염 저감시설 5개 지역 27

총계 1,321

자료: 광주시(2004). 

  (1)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인구와 주택의 자연증가와 개발사업 

등으로 오염 발생 부하량이 36.5%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여 오염물

질을 1,321kg/일 추가 삭감하여야 하며, 

  (2) 이를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거 정비 등 주로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별 사업장별 할당은 없다.

  (3) 축산폐수에 의한 오염부하량 증가는 2007년까지 2002년 수준

으로 유지한다고 되어 있다. 광주시의 경우 가축 사육두수가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2007년까지 사육두수를 2002년 수

준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면 현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는 별 

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1.2. 낙동강, 금강, 산강 수질오염총량제

  낙동강, 금강, 산강 등 3대강 수계에 대한 오염총량제는 의무적

으로 시행되는데, 현재 도별 기본계획과 시군별 시행계획을 수립 중

에 있다.16 시행절차는 <그림 3-3>에 요약되어 있다.

16
 낙동강의 경우 광역시는 2004. 8, 시 지역은 2005. 8, 군 지역은 2006. 

8 시행계획이며, 금강과 산강 유역은 시 지역은 2005. 8, 상수원 상

류 군 지역은 2006. 9, 기타 군 지역은 2008. 8 시행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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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절차

• 시장.군수
→ 지방환경관서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목표수질 설정목표수질 설정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 환경부장관 시달

• 시도 경계지점: 장관 고시
• 경계구역내지점 : 시도지사

또는 장관

• 수립 : 시도지사
• 검토 :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
• 승인 : 환경부장관

• 수립 : 시장.군수
• 검토 :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
• 승인 : 시도지사 또는지방환경관서장

오염부하량 할당오염부하량 할당

이행평가보고서 제출이행평가보고서 제출

불이행 제재(지자체)불이행 제재(지자체)

불이행 제재(오염자)불이행 제재(오염자)

• 지방청장 :  공공처리시설
• 시장.군수 : 기타시설

• 총량초과부담금 부과 등

• 시장.군수
→ 지방환경관서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목표수질 설정목표수질 설정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 환경부장관 시달

• 시도 경계지점: 장관 고시
• 경계구역내지점 : 시도지사

또는 장관

• 수립 : 시도지사
• 검토 :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
• 승인 : 환경부장관

• 수립 : 시장.군수
• 검토 :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
• 승인 : 시도지사 또는지방환경관서장

오염부하량 할당오염부하량 할당

이행평가보고서 제출이행평가보고서 제출

불이행 제재(지자체)불이행 제재(지자체)

불이행 제재(오염자)불이행 제재(오염자)

• 지방청장 :  공공처리시설
• 시장.군수 : 기타시설

• 총량초과부담금 부과 등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목표수질 설정목표수질 설정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 환경부장관 시달

• 시도 경계지점: 장관 고시
• 경계구역내지점 : 시도지사

또는 장관

• 수립 : 시도지사
• 검토 :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
• 승인 : 환경부장관

• 수립 : 시장.군수
• 검토 :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
• 승인 : 시도지사 또는지방환경관서장

오염부하량 할당오염부하량 할당

이행평가보고서 제출이행평가보고서 제출

불이행 제재(지자체)불이행 제재(지자체)

불이행 제재(오염자)불이행 제재(오염자)

• 지방청장 :  공공처리시설
• 시장.군수 : 기타시설

• 총량초과부담금 부과 등

자료: 환경부(2004).

  임의시행인 한강유역과는 달리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이들 

지역에는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해 오염원 그룹별(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양식계,  토지계)․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총량초과부

과금 등 상세한 내용이 관련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오염부하량 할당 대상 사업장은 공공처리시설과 200m
3
/일 이상 

되는 민간 배출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할당도록 되어 있어 주로 

대규모로 정화 처리하는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규제위주임을 알 

수 있으며, 자원화 처리하는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규제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낙동강, 금강 등 수계에서는 축산폐수가 수질오염의 중요

한 요인이 되고 있어 점오염원인 200m
3
/일 이상의 축산폐수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인 가축 분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축목

표가 세워지고 삭감량이 할당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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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7월 31일 승인된 대구․부산광역시 낙동강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에 의하면 대구광역시는 구지, 현풍지역의 축산오염을 326 

kg/일 삭감한다고 되어 있으나, 개별 축산농가에 삭감량을 할당하는 

것은 아니고 인근 분뇨처리장에서 추가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축산 이외 다른 오염원그룹인 산업계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할당방법

을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할당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 사

업체의 오염처리비용과 직결되어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별 오염원에 대한 오염부하량 할당방법은 i)오염부하량 삭감의 

효율성, ii)할당 대상자간의 형평성, iii)오염원 분포의 특성, iv)할당 

대상자의 의견과 v)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

야 한다.

  현재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에는 오염부하량 할당방법으로 

동일삭감률 할당법, 동일농도배출법, 동일비용할당법, 최소처리비

용법, 자발적 삭감유도법 등 17개 할당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수질오염 총량제 관련법령에는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사업

장간에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을 거래하

는 배출권 거래제도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오염총량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에는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사이에 단위당 오염감축 한계비용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야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오염 발생자는 배출권의 거래

가격과 자신의 한계비용이 같아질 때까지 배출권을 사거나 팔게 되

며, 모든 오염자의 한계비용이 배출권거래가격과 균등화될 때 오염

감소의 총비용이 최소화되어 배출권 거래제도가 가지는 경제적 효

율성이 도모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염감축 기술수준상의 차별성이 뚜렷이 부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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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유인이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김승우 등 1996).

2.2. 대기오염총량제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지난 1995년 대기환경보전법에 대기오염

총량규제의 근거를 마련하 으나 실제 시행은 하지 못하 다. 그 후 

2003년 12월 제정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서는 수도

권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서울과 인천, 경기 19개 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 총량제를 2007. 7. 1부터 

실시하기로 하 다. 

  이 법에 따르면 공장이나 발전시설 등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에 대해 업체별로 삭감 목표량을 할당해 지역 전체 배출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먼지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

발성 유기화합물 등 네 가지가 대상이다. 삭감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업체한테는 벌과금을 물리는 등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허용총량의 할당방법은 업체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민감한 사항

인데 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열거만 하고 있어, 쟁점 사

항에 대해서는 결정을 뒤로 미룬 상태라고 할 수 있다.

  ⅰ) 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계획

  ⅱ) 지역배출허용총량

  ⅲ) 당해 사업장의 과거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ⅳ) 최적방지기술 수준과 향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추가적인  

저감 가능 정도

  ⅴ) 당해 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 저감계획

  ⅵ)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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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ⅶ)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당해 사업장이 주변 지역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향: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제11조)

3. 배출권 거래제

  배출권 거래제는 오염총량규제실시를 전제로 오염원들이 오염저

감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할당된 오염물질의 저감을 달성할 수 있도

록 오염원들 간에 오염물질의 거래를 허용하는 경제적 유인제도이

다.

  배출권 거래제는 미국에서 1976년에 대기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배출거래제(Emission Trading Program)를 실시한 이후로 많은 사례가 

있으며, 최근에는 교토협약(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

출권 거래가 매우 활발해져 2002년에 국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

래시장이 개설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의하면 2007년 7월

부터 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총

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당해연도 안에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표 3-3>. 현재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 중이어서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표 3-3.  이전할 수 있는 연차별 배출허용 총량(시행규칙 안 별표 3)

1차 연도 2-3차 연도 4-5차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20% 배출허용총량의 30% 배출허용총량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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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총량규제의 대상이며 배출권 거래제의 참여당사자인 기업

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의 신뢰성 및 정확성 문제, 배출허용 총량할당에 대한 모든 배

출원간의 합의도출의 어려움 등을 들어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 많은 준비와 서

로 간의 이해가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한화진 2002).

4. 사육두수 총량제

  농업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는 총량규제는 크게 둘로 나누어 환경

목적을 위한 규제와 수급조절 목적을 위한 총량규제를 들 수 있다.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는 사육두수 총량(혹은 가축분뇨 총

량)을 규제하는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사례가 있으며, 수급 조절 목

적으로 생산총량을 규제하는 사례는 환경목적을 위한 사례보다 오

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우유쿼터제로서 EU와 캐나

다,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여기서는 환경 목적의 총

량규제인 가축 사육두수 총량제에 대해서만 분석한다.

4.1. 네덜란드의 분뇨 쿼터제도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인구 도와 가축사육 도가 가장 높은 나라

이며, 현대적 기술과 집약적 농법으로 높은 생산성을 갖고 있으나, 

경지면적에 비해 과도한 집 사육은 환경에 대한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LEI 2004), 따라서 세계에서 제일 강한 축산환경규제

정책을 펴고 있다. 네덜란드의 분뇨관리 정책을 연대별로 변천 과정

을 살펴보면 <그림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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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네덜란드 분뇨관리정책의 변천 과정

1984 1987 1994 1998 2000 2002
년
대

정
책

돼지·가금생산
제한잠정법

분뇨생산쿼터

(거래불인정)

분뇨생산권

(거래허용)

돼지사육권,

MINAS

가금사육권 분뇨이전
계약제도

1991

EU 질산염
지침제정

상
황

돼지콜레라
발생

19971988

파리협약 동물복지,

닭살모넬라

가축분뇨에대한
사회적비판

1984 1987 1994 1998 2000 2002
년
대

정
책

돼지·가금생산
제한잠정법

분뇨생산쿼터

(거래불인정)

분뇨생산권

(거래허용)

돼지사육권,

MINAS

가금사육권 분뇨이전
계약제도

1991

EU 질산염
지침제정

상
황

돼지콜레라
발생

19971988

파리협약 동물복지,

닭살모넬라

가축분뇨에대한
사회적비판

4.1.1. 1984년 신규 가축사육 금지 및 증산 억제 정책 도입

  1984년 11월 “양돈과 양계업 제한에 관한 잠정법”(Interim Law for 

Restricting Pig and Poultry Farms)이 발효되면서 집약적인 사육이 행

해지는 부문에 생산을 제한하는 정책이 도입되었다. 이 법에 따라 

집 사육이 이루어지는 남부와 동부지역에서는 신규로 돼지나 가

금 사육이 금지되었고 기존 농가도 생산을 10% 이상 증대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도 75%이상은 증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법은 많은 예외조항과 약한 통제 등으로 제대로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하 으며 실제로 1984-87년 사이에 돼지 생산은 28% 

증가하 다.17

4.1.2. 1987년에 분뇨 생산 쿼터제 도입

  먼저 각 농가는 1986년 12월 말 현재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축종

별 두수에 연간 중량(kg)으로 표시된 축종별 표준 인산생산량을 곱

17 정부가 법을 공표하기 직전에 많은 양돈농가들이 돈사증축신고를 하

기 때문에 법의 효과가 제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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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물량을 기준물량(reference amount)으로 배정받았으며,  각 농가의 

농지면적(소유하고 있거나 6년 이상 장기 임차하고 공식 등기하는 

경우)에 ha당 125kg의 인산을 곱한 물량(농지기준쿼터)과 비교하여 

기준물량이 농지기준쿼터보다 많으면 분뇨과잉농가가 되며, 적을 경

우는 분뇨부족농가로 구분하 다. 분뇨부족농가는 농지 ha당 한도

(인산 125kg)에 도달할 때까지 가축 생산을 늘릴 수 있지만, 분뇨 과

잉농가는 충분한 농지를 구입하여야만 생산을 늘릴 수 있었다.

  1987년부터 1993년까지는 분뇨 문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분뇨

쿼터는 거래가 허용되지 않았으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결혼이나 상

속, 혹은 농장전체의 이전 등)에만 분뇨쿼터가 이전될 수 있었다.18

4.1.3. 네덜란드의 분뇨 쿼터제에 대한 평가

가. 긍정적인 면: 가축두수와 분뇨 발생량의 감축 

  분뇨생산권의 효과를 독립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Folmer 등

(1995)은 이러한 분뇨 정책이 없었으면 돼지 사육두수는 10-20% 더 

증가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돼지사육두

수의 감소 현상은 1998년 이후 돼지 값의 하락19과 2000년과 2001년

의 정부의 수매후 퇴출(buy-out)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며, 

1990년대에는 돼지 사육두수는 더 이상 늘지 않았다는데 의의를 찾

18 거래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처음 제도 도입 시부터 많은 논란이 있

었는데 양돈단체는 거래를 제한하면 사육규모 확대가 어려워 국제 경

쟁력이 낮아진다고 우려를 표명하 다. 농가 사이에도 소규모 농가나 

신규참여 예정농가들은 거래를 반대하 고 대규모 농가는 거래허용을 

찬성하 다(OECD 2004).
19 돼지의 생산자 가격은 생체 100kg당 1997년 120유로에서 1998년 77, 

1999년 73, 2000년 97, 2001년 104유로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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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 네덜란드의 가축 분뇨로 인한 인산 생산량은 1990년 

226백만kg에서 2003년 166백만kg으로 줄 것으로 추정된다. 

나. 부정적인 면: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자본투자 감소

  사육두수만 제한할 경우 개별 농가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투자 유인이 없기 때문에 분뇨생

산 쿼터제에서는 환경의 질 개선에 제약을 받게 된다. 1987-1996자

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네덜란드는 분뇨생산쿼터로 

생산을 간접적으로 제한한 결과 자본의 투자가 제한된 것으로 나타

났다(Gardebrok 2001).

4.2. 벨기에의 가축 사육 총량제

  벨기에도 협소한 농경지에 비해 많은 가축을 사육함으로 인해 가

축 분뇨과잉의 문제를 갖고 있는 국가로서,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법이 연차적으로 도입되었다.

4.2.1. 1991년에 분뇨선언을 발표

  농가의 농경지 면적당 분뇨 생산량이 단위면적당 살포 가능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초기에는 질산과 인산 kg

당 각 0.5유로, 나중에는 각 1유로) 하 다. 또한 분뇨은행을 설립하

여 가축 분뇨의 지역 간 이동을 촉진하고 있다. 분뇨은행은 벨기에

만의 독특한 제도이다.20

20 모든 농가는 매년 분뇨처리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분뇨은행에 제출해

야 한다. 분뇨은행은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하여 중요 자료(평균 사육두

수, 경작면적, 위치, 작물 경작계획, 비료 사용량, 분뇨저장 능력, 연말 

예상분뇨저장량 등)들을 등록하고, 지역별 분뇨 수급을 판단한다. 분뇨 

은행은 분뇨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분뇨의 수요를 진작하고 분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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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1995년에는 1차 분뇨행동계획을 수립

  1995년부터 가축 분뇨의 총발생량을 1992년 수준(인산 75백만kg, 

질소 169백만 kg)으로 제한하는 현상 유지(stand still) 정책을 실행하

으며, 이러한 상한을 유지하기 위해 축산농가에게 허가(license)정

책을 도입하고 신규농가의 진입을 금지하 다. 

  농지를 면적당 분뇨 발생량을 기준으로 백색지역(인산발생량이 

100kg/ha 이하), 회색지역(100~125kg/ha), 흑색지역(125kg/ha)으로 구

분하여 백색지역에서는 100kg/ha까지는 증산이 허용되었고 회색 지

역과 흑색지역은 다른 농가가 생산을 중단할 경우에만 증산을 허용

하 다. 하지만 이러한 증산은 가족축산농21에게 한정되었고 최대 

생산량은 농가당 인산 7,500kg으로 상한선을 설정하 다. 아울러 대

규모농가가 가축 생산 허가증을 갱신하거나 양수할 때에는 가축두

수의 25%를 삭감하 다(VLM 2003). 

4.2.3. 2000년에 2차 분뇨행동계획을 수립

  2005년까지 개별 농가의 분뇨 생산량을 1995-97 기간 중의 최대 

발생량 이내로 제한하는 양분중단(nutrient stop)수준을 설정하 다.

  아울러 2001년에 주 정부는 돼지 생산량을 10% 줄이기 위해 모돈

매를 중개한다. 또한 분뇨처리가 곤란한 농가에 대해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 결과 분뇨과잉지역으로부터 분뇨 부족지역으로의 이

동된 분뇨량은 1992년 22백만Nkg에서 1995년에는 60백만 Nkg으로 

늘어났다(VLM 2003).
21
 가족축산농은 i)농업이 주된 소득원이고, 사료회사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하며, ii)농가규모는 돼지 1800마리, 젖소 100마리, 

송아지 700마리, 산란계 70,000마리 이하여야 하고, iii)생산된 분뇨의 

25% 이상을 살포할 수 있는 농지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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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벨기에(플랑드르 지역)의 분뇨 정책 발전과정

년 도 정책 실행 계획

1991년  분뇨선언
 ○ 농경지 면적당 분뇨 과잉생산 시 과징금 부과

 ○ 분뇨은행 설립

1995년

 1차

 분뇨행동계획

(Manure Action 

Plan)

 ○ 현상동결조치(Standstill)

   - 국가 전체의 가축 분뇨 총발생량을 1992년 수준

     으로 유지

   - 신규농가 진입금지

 ○ 분뇨과잉 여부에 따라 3지역(흑색, 회색, 백색)

    으로 구분

2000년
 2차

 분뇨행동계획

 ○ 농가별 양분중단(nutrient stop)수준 설정

   - 2005년까지 농가별 분뇨 생산량을 1995-97년의 

     최대 분뇨 생산량 수준 이하로 유지

은 마리당 400유로, 비육돈 1마리당 118유로씩을 지급하여 사들 으

며(buy-out scheme), 이 경우 농가는 가축사육을 폐업하도록 하 다. 

이 결과 돼지 사육두수는 700만두 이하로 줄어들었다.

5. 가축 사육권 거래제

  지역별로 가축 사육두수의 총량을 설정하고 농가별로 사육두수한

도(쿼터)를 할당하는 경우 쿼터의 거래를 인정하게 되면 가축사육권 

거래제가 된다. 네덜란드는 1987년부터 시행하던 사육두수 총량제를 

1994년도에 가축 사육권 거래제로 전환함으로써 현재 세계에서 유

일하게 사육권 거래제를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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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배경

  가축사육권거래제(marketable livestock production right)는 환경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marketable emission permit 

system) 또는 오염권거래제(marketable pollution permit system)에 이

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배출권거래제가 상품생산으로 인해 부수적

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가축사육권 

거래제는 상품 그 자체가 대상(환경오염에 대한 대리변수 역할)이 

된다는 차이가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오염배출자가 할당된 배출권의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 또는 잔여배출권의 판매 등 각자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수

단이다. 배출권 거래제와 유사한 가축사육권 거래제는 가축 사육두

수를 일정 수준으로 감축하거나 조정함으로써 가축 분뇨로부터 발

생하는 환경오염원을 사전적으로 관리하는 비용 효율적이고 환경효

과적인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전적인 선결 

조건과 관리비용 등의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문제도 제기

되고 있다.

5.2. 가축사육권 거래제의 이론

  가축사육권거래제의 이론적 틀은 <그림 3-5>를 이용하여 설명해 

볼 수 있다. 가축 사육두수 증가하면 분뇨 발생도 증가하게 되므로 

잠재적인 오염원 증가로 볼 수 있으므로 x축은 오염발생량과 가축

사육권(또는 오염원배출권)으로 정할 수 있다. y축은 한 단위 오염원 

감축에 소요되는 한계저감비용(Marginal Abatement Cost, MAC)과 오

염발생에 따른 외부비용인 한계외부비용(Marginal External Cost, 

MEC)을 나타낸다. 또한 y축은 가축사육권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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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나타낸다.

  가축사육권 거래제 운용과 관련된 정보가 완전히 알려져 있는 경

우 최적거래량과 최적거래가격은 MAC와 MEC가 만나는 E점에서 

이루어지며, 이 경우 최적 사육권거래량은 OQ*, 사육권거래 최적가

격은 OP*가 된다.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관련당국은 Q*S*의 사육권

거래 공급량을 결정한다. 한계저감비용곡선은 사육권 가격에 따른 

오염원 발생자(양축가)의 사육권 구매를 나타내는 수요곡선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5.  가축사육권 거래제의 기본 구조 

O

가격

비용 MAC

MEC

Q
*

P
*

P1

Q1 Q2

S*

사육권(Q)

오염(W)W* W1 W2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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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사육권 거래제를 설명하기 위해 규제대상이 되는 특정규모 

이상의 양축농가 1, 2를 상정하기로 한다. 두 양축농가의 MAC가 각

각 MAC1, MAC2로 주어졌다고 가정하면 사회 전체의 MAC는 

MAC1 과 MAC2를 수평적으로 합한 것이 되며, 이 곡선이 사육권 거

래제의 사육권수요곡선이 된다. 관리당국이 설정한 사육권 발행기

준, 즉 Q*에서 수직적인 사육권의 공급곡선 S*가 도출되며, 사육권

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사육권의 가격 P*가 결

정된다.

  이에 따라 오염원 1은 Q1만큼, 오염원 2는 Q2만큼 각각 오염물질

을 배출하게 된다. MAC가 높은 오염원은 오염을 저감하기보다는 

MAC가 낮은 오염원으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그림 3-6.  가축 사육권 거래제의 수요곡선 도출

가격

비용

P
*

S
*

Q1 Q2

MAC1

MAC2

MAC=MAC1+MAC2

Q1+Q2=Q
*

사육권(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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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MAC가 낮은 오염원은 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

다. 이와 같이 상이한 MAC를 갖고 있는 오염원들의 상호 호혜적인 

배출권의 거래를 통해 오염저감의 총비용이 최소화된다.

  양축농가가 사육두수 할당을 받는 경우 네 가지 의사결정 대안을 

들 수 있다. 

 ⅰ) 각자에게 할당된 감축목표량을 자체적으로 달성하는 경우와,

 ⅱ) 자신에게 할당된 감축목표량을 초과 달성하고 잔여 배출권을 

다른 양축농가에 판매하는 경우와, 

 ⅲ) 자신에게 할당된 감축량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부

분만큼은 다른 농가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여 충족하는 경우와,

 ⅳ) 자신에게 할당된 감축목표량을 채우지 못하고 정부로부터 이

에 상응하는 제재를 감수하는 경우 등이다.

  지역별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기 

위한 사육권 거래제는 ⅱ)와 ⅲ)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사전에 

환경 용량을 고려하여 최적의 사육권을 발행하여 오염원을 관리한

다면 환경세부과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최선(first best)의 정책수

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적의 사육권 발행을 위해서는 MAC와 

MEC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러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시행착오에 의한 차선적 접근(second best app-

roach)이 현실적인 운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가축 사육권 거래제하에서 신규 양축농가가 참여하는 경우의 효

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축사육권의 가격은 사육권의 수요와 공급

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3-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새로운 양축농

가가 참여하는 경우 가축사육권(오염배출권)의 수요곡선은 우측상향

으로 이동한다. 즉 수요곡선은 D0에서 D1로 이동한다. 만약 정책 당

국에서 전반적인 축산 부문의 오염발생량 수준을 동일 수준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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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 위해 사육권 공급을 Q*S*로 설정하면, 사육권 가격은 상승한

다(OP0→OP1). 이 경우 신규 양축가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사육권

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사육권을 구입하지 않고도 축산업을 운 할 

수 있는 가축 분뇨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육권 발행을 증가시키는 경우라면 사육권의 공급곡선

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며, 철저한 환경관리를 위해 오염원 

발생량을 감축시키길 원하는 경우 사육권 감축을 통해 사육권 공급

곡선의 좌측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3-7.  가축사육권의 수요 및 공급 측면의 요인변화 효과

P1

P0

O
Q

*

S*가격

비용

사육권 발행량

D0
D1

사육권공급 증가효과

사육권발행 감소효과

신규양축농가 진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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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네덜란드의 가축 사육권 거래제

  네덜란드는 1987년부터 시행하던 분뇨쿼터제도에서는 개인간 쿼

터거래를 허용하지 않았는데 1994년부터 분뇨생산권의 이전을 허용

함으로써 사육권(혹은 분뇨생산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5.3.1. 농가 구조조정 및 투자 촉진을 위해 쿼터 매매 허용

  분뇨생산 쿼터의 이전 제한은 과 사육지역에서의 농가구조조정

을 동결시키는 간접요인으로 작용하여 분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의 적용이나 개발 등의 투자가 억제된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1994년 1월에는 법이 개정되어 분뇨

생산쿼터의 매매를 허용하 다. 정책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종전 

각 농가에게 인정된 기준물량(쿼터)은 분뇨생산권(manure production 

right)이란 개념으로 변경하 다. 

5.3.2. 쿼터 이전에 일정한 제약요건 부과

  네덜란드는 분뇨생산권의 매매를 허용하 지만 다음과 같은 일정

한 제약을 설정하 다.

  1) 농가의 총 분뇨쿼터를 농지기준쿼터와 비농지 쿼터로 구별하여 

비농지 쿼터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 다. 농지 기준 쿼터는 농가

의 전체농지면적에 인산 125kg/ha을 곱한 물량이며 비농지 쿼터는 

총 분뇨쿼터에서 농지기준쿼터를 제한 물량이다.

  2) 분뇨쿼터는 농가의 실제 축종별 사육규모에 따라 축종별로 3그

룹으로 나누어 배정하 다. 1그룹에는 소, 칠면조, 2그룹에는 양, 염

소, 여우, 오리 등, 3그룹에는 돼지와 닭으로 구분하 다. 이중 소는 

농지와 접히 연관되어 있으나 돼지와 닭은 농지에 별로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기준 쿼터(ha당 125kg)를 축종그룹별로 구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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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그룹에 우선 배정하 다. 실제 분뇨생산권의 거래는 그룹별로 

제한하 기 때문에 이러한 축종별 쿼터 구분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

으며 돼지와 닭 등 3그룹의 축종에 대한 분뇨생산권 거래가 촉진되

도록 하 다. 3그룹에 배정된 분뇨생산권은 1, 2 그룹에 속하는 다른 

가축의 분뇨생산권으로 사용될 수 있었지만 그 반대는 인정하지 않

음으로써 소의 분뇨생산권을 획득하여 돼지나 닭의 생산을 늘리는 

것을 방지하 다. 

  3) 분뇨생산권 거래에는 지리적인 제한도 부과하 다. 네덜란드를 

농경지 면적당 분뇨 생산량을 기준으로 ha당 인산 생산이 125kg이

상이면 분뇨과잉지역, 이하이면 분뇨부족지역으로 구분하 는데 네

덜란드의 남부와 동부의 4개주가 부분적으로 분뇨과잉지역으로 분

류되었다. 분뇨과잉지역에서는 동일 지역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

고 분뇨부족 지역으로부터 분뇨생산권을 구입할 수는 없었다. 그러

나 분뇨부족지역은 분뇨과잉지역으로부터 분뇨생산권을 구입할 수 

있다.

  4) 1986년에 계산된 기준쿼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동안 두

수를 감축하거나 사료를 개선하여 분뇨를 삭감한 효과를 반 하기 

위해 축종별로 실제 생산되는 인산의 양을 농가별로 다시 계산 

(1988-1990년 중 최대치, 농가의 분뇨기록장부로 확인)하 고, 당초

의 농가별 기준물량과 실제 생산물량의 차이를 휴면(dormant)분뇨생

산량으로 간주하여 이 물량만큼은 거래대상에서 제외하 다. 

 5) 분뇨생산권이 거래될 때마다 정부는 모든 축종에 대해 거래량의 

25%를 회수하 다. 그리고 추가로 분뇨생산권을 구입하는 농가는 

생산되는 모든 분뇨를 살포할 수 있는 충분한 농지를 갖고 있거나, 

다른 농가와 분뇨처리 계약을 하 음을 증명하도록 하 다. 

  이러한 제약요건에 따라 거래 가능한 기준쿼터를 예를 들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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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매매 가능한 비농지 기준쿼터의 사례
단위: kg

구분 총계
소 및 

칠면조

돼지 및 

닭
비 고

기준물량 (A)

 - 농지기준쿼터 (9×125, B)

 - 비농지 쿼터 (A-B)

2,800

1,125

1,675

800

800

0

2,000

325 

1,675

(=1,125-800)

최대 실제 분뇨생산량(C)

 - 농지 기준쿼터

 - 비농지 쿼터 (거래가능)

2,200

1,125

1,075

500

500

0

1,700

625

1,075

(=1,125-500)

휴면쿼터(거래불가능, A-C) 600 600 (=1,675-1,075)

  주: 농가 형태: 농지 9ha, 기준물량 인산 2800kg(소 800, 돼지 및 닭 2000),

     1988-1990년간 최대 실제 인산발생량 2200kg(소 500, 돼지 및 닭 1700).

자료: Wossink(2004).

하면 <표 3-5>와 같다. 경지면적 9ha를 소유한 농가가 1986년 분뇨

쿼터제도 시행당시 2,800kg(소에서 800kg, 돼지에서 2000kg)의 인산

쿼터를 할당받았다면 농지기준쿼터는 1,125kg(=125kg×9ha)이며, 우

선 소에 800kg을 배정하고 나머지 325kg은 돼지에 배정된다. 또한 

이 경우 비농지 기준쿼터는 1,675kg(=2,800kg-1,125kg)이 되며 전부 

돼지에 배정된다. 그런데 실제 조사를 통해 1988-1990년간의 분뇨 

생산량이 2,200kg(소 500, 돼지 1,700kg)이었다면 거래가 불가능한 

휴면쿼터는 600kg이 되고, 거래가 가능한 쿼터는 비농지 쿼터인 

1,075kg이며, 이는 돼지나 닭의 사육을 위해서만 매매할 수 있다.

5.3.3. 분뇨생산권의 시행체계

  분뇨생산권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농가사이의 직접계약보다는 브

로커들을 통해 이루어지며 농업부의 일반검사국(General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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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은 농가의 분뇨처리계획을 검토하여 거래를 승인하는 권한

을 가지며, 임의로 농가를 추출하여 적정분뇨처리에 관한 감사를 하

는데 모든 농가는 보통 10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게 된다(Brouwer 

et al. 2004). 이 밖에 부과국(Levies Office)은 한도이상의 분뇨배출농

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5.3.4. 1998년에 돼지사육권(Pig Production Right)의 독립22

  1997년 봄에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돼지 콜레라23는 사회적으로 많

은 문제를 야기하여 양돈 산업은 동물 위생이나 동물 복지, 과잉분

뇨 등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산업으로 인식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돼지 사육두수의 감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돼지의 쿼터를 25% 줄이자는 제안이 정치적으로 논의 

되었고 위기 위식을 느낀 생산자 단체들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반대

하 으나 결국 1998년에 양돈구조조정법(Pig Production Restructuring 

Act)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돼지는 분뇨생산권에서 분리되어 돼

지사육권(pig production right)으로 재편되었다. 

  초기의 사육두수 할당은 1995 또는 1996년의 농가의 연간 평균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하여 90%를 각 농가에 배정(번식돈, 비육돈 구

분)하 다. 그러나 농가의 평균 사육두수를 농가 조사에 의존함으로

써 많은 농가는 실제 사육두수가 아니라 최대 사육가능두수를 제출

하 고 이 결과 10∼25%가 과다 계상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당초의 계획은 돼지 사육두수를 1998년에 일률적으로 10%를 감축

22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네덜란드의 돼지사육권 제도’ 참조.
23
 1997년 2월에 발생한 돼지콜레라로 인해 1997년의 돼지고기 생산은 

전년도에 비해 34% 감소하 고, 경제적 손실은 7억 달러로 추정되었

다(USDA GAI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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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2000년부터 15%를 추가 감축하도록 법에 규정하 으나, 양돈 

단체가 법원에 제소함으로써 10% 감축만 이루어지고, 15% 추가감

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5.3.5. 2000년에 가금사육권(Poultry Production Right) 독립

  양계의 경우에도 시민사회로부터 동물 복지와 가축위생 등 문제 

제기가 많았으며 이에 따라 2000년부터 분뇨생산권에서 가금사육권

이 독립되었는데, 쿼터는 1995-1997년간의 평균 사육두수를 기준으

로 육계와 산란계로 구별하여 배정하 다.

5.3.6. 네덜란드의 사육권 거래제에 대한 평가

가. 분뇨생산권의 거래허용으로 쿼터가격이 형성

  개인별 쿼터를 부여하고 거래를 허용하면 쿼터의 가격이 형성되

며, 쿼터를 보유한 농민은 쿼터량에 비례하여 자산이 발생한다. 이

러한 자산을 정책으로 인해 형성된 자산(policy created asset)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을 확대하려면 쿼터를 구입해야 하며 이 경우 추가 

생산비가 발생한다.

  분뇨생산권의 쿼터가격은 지역에 따라 그리고 시기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1994-95년의 조사에 의하면 돼지와 가금의 경

우 집 사육지역인 남부에서는 25∼60길더/인산kg(1길더는 약 400

원), 동부는 20∼50길더 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30길더이었

다. 1996-1998년에는 쿼터가격은 20∼100길더로 조사되었다. 쿼터가

격이 1kg당 25~50길더라면 비육돈 1마리당 7.4kg의 인산을 발생하므

로 돼지 사육두수를 1두 늘리려면 185~370길더(약 74,000원~148,000 

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된다(Wossink 2004).

  사육권 거래제는 사육권의 소유자가 가지는 이익이 쿼터 가격에 



74

반 된다는 특징이 있다. 쿼터의 가격은 이론적으로 쿼터로 인해 발

생하는 장래의 이익을 모두 현재가치로 합산한 금액이 된다. 이러한 

쿼터 소지자의 이익은 장래의 정책 방향에 좌우되며 관련 정책이 폐

지되면 이익도 소멸해 버리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번 설

정된 쿼터는 기득권자의 반발로 폐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EU의 우유쿼터(Colman 2001)와 네덜란드의 분뇨생산권은 모두 처음 

도입 시에는 한시적으로 운용하려 했으나 철폐하지 못하고 계속 운

용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나. 쿼터 거래의 부진

  1994년 1.1 쿼터의 거래가 허용된 이후 1994년 말까지 2,200건에 

인산 1.8백만kg이 거래되었다. 이 물량은 거래 가능물량의 1.5%에 

불과하 다. 1997년까지는 집 사육지역에서는 8.1%, 조방사육지역

에서는 9.5%가 거래되었다. 

  거래가 부진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Wossink 2000, 2004). 

  첫째, 거래에 대한 행정적 승인절차를 위해 쿼터를 구입하는 농가

는 향후 2년 동안의 분뇨처리계획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 다. 

1994년에는 쿼터구입 신청농가의 37% 이상이 분뇨처리계획이 미흡

하다는 이유로 보완지시를 받았다. 

  둘째, 농가들이 이미 충분한 쿼터를 배정받아 추가로 쿼터를 구입

할 필요성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분뇨생산쿼터가 시행되기 직전

인 1986년 12월 말에 농가들 스스로 평균사육가축수를 신고하게 하

는데 상당수 농가들이 실제 사육두수가 아닌 최대사육가능두수를 

신고함으로써, 최초 배정된 쿼터는 실제보다 10∼25% 정도 과다배

정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로 인해 쿼터의 거래량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쿼터거래에 대한 지역적 제한과 축종간 이전제한도 쿼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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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를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분뇨생산권의 존속기간의 불확실성도 매매를 제약하는 요인

이 된다. 분뇨생산권은 도입 초기부터 1998년에 폐지되기로 예정되

어 있었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불확실하고 또 환경 규제가 더욱 강화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책위험성이 매우 높아 분뇨생산권 거래

가 제한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경제적, 환경적 효율성이 크게 제약을 

받았다. 이러한 미래의 불확실한 정책24으로 인한 매매 제약(아울러 

투자제약)을 해결하는 방법은 분뇨생산권에도 매매 이외에 임대를 

허용하면 쿼터의 이동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다. 거래비용과 행정비용의 발생

  환경 분야의 허가권 거래제에서는 거래비용이 많이 든다. Wossink 

(2000)은 돼지 쿼터의 거래비용이 평균쿼터 가격의 17% 정도로 높

다고 추정하 다. 쿼터구입자는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과 행정비용도 많

이 든다. 특히 이러한 쿼터의 복잡한 이전절차에 관한 소개책자는 

66페이지나 되어 농가들의 금전적인 부담이외 비금전적인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Wossink(2000)는 또한 시장 효율성에 대

한 불확실성이 거래비용을 상당히 높 으며 시장의 균형은 거의 존

재하지 않는다고 분석하 다. 분뇨생산권 제도를 시행하는 데에 드

는 행정비용도 연간 약 44백만 유로(약 620억원)로 추산되고 있다.

24 불확실성하에서의 투자 이론은 미래의 이익이 불확실할 때는 투자를 

미루고 관망(wait and see)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된다고 설명한다(Dixit 

and Pindyck 1994).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투자와 회수는 상대적으로 

이익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을 때에 발생하며 따라서 중간부분에는 

활동정지(inaction) 구간이 존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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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 관련 시사점

6.1.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사육두수 총량제의 시사점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농경지 면적에 비해 가축 사육두수가 다른 나

라보다 많아서 사육두수 총량제를 일찍이 시작하 으며 이들 나라의 

시행경험은 우리나라가 유사 제도를 도입할 경우 많은 교훈을 준다.

  이들 나라의 공통된 특징은 

  1) 먼저 새로운 법규를 제정해 양축업의 신규진입을 금지하 다.

  2) 기존 농가별 사육두수를 그대로 인정(grandfathering)하고, 사육

두수를 동결(standstill)하는 조치를 시행하 다.

  3)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농경지 면적에 비해 과소 사육하던 지역

의 농가에게는 가축 분뇨로 인한 인산(축종별로 인산발생량이 다르

기 때문에 가축단위 개념으로 인산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을 ha당 

125kg(벨기에는 100kg)까지 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과소사

육농가에 대해 특별 배려를 하 다. 

  4) 2001년에 돼지의 가격이 낮을 때 돼지 사육두수를 10% 감축을 

목표로 한시적으로 폐업보상을 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가축두수 

총량제는 가축 사육두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는 나름

대로 성공하 으나 실제 사육두수를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과감한 

정책은 시행하기 어려웠으며, 폐업보상이 큰 효과가 있었다는 점 등

이다.

  한편, 두 나라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네덜란드에서는 농가별 분

뇨생산쿼터를 매매할 수 있는 데 비해 벨기에는 매매를 허용치 않는

다는 점이다. 쿼터의 매매를 허용하면 가축 생산의 경제적 효율성은 

높일 수 있으나 거래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네덜란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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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시행초기 7년간은 쿼터매매를 허용치 않다가 그 후 매매를 허

용하고 있으나 실제 매매는 활발치 않다고 분석되고 있다. 한번 설

정된 쿼터는 기득권자의 반발로 폐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EU의 우유쿼터와 네덜란드의 분뇨생산권은 모두 처음 도입 시에는 

한시적으로 운용하려 했으나 철폐하지 못하고 계속 운용되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Wossink(2004)는 네덜란드의 분뇨생산권제도를 평가한 후 다음과 

같은 교훈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은 우리나라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1) 제도 시행 전 실제 사육두수에 따른 정확한 사육권 배정을 위

한 통계자료 확보가 관건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제도 시행시 농가별 

배정규모를 농가 조사에 의존하 는데 많은 농가가 실제 사육두수

가 아닌 최대 사육가능두수를 제시하여 초기 시행시 실제 평균 사육

두수보다 10∼25% 더 많은 수가 농가에 배정되었다고 평가되고 있

으며, 이로 인해 실제로 농가가 사육권을 구매할 경제적 유인은 별

로 없었다.

  2)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사육권의 거래제는 지속기간이 얼

마나 오래될지, 그리고 향후 보다 강화된 정책이 수립되어 사육권 

행사를 제한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도입 시기도 중요하다. 네덜란드의 경험에서 볼 때 쿼터제는 

실제 오염발생정도와 정책 목표가 근접하 을 시기에 실시해야 효

과적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시행초기 이미 실제보다 10∼25% 많은 

쿼터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만일 1970년대 말

에 이 제도를 시행했으면 분뇨 문제를 벌써 해결하 을 것이다. 

  4) 정책 의지도 중요하다. 제도자체와 목표에 대한 강한 실천 의

지가 성공여부의 중요한 요인이며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해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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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 대한 행정적 지원도 중요하다.

6.2. 국내 시행 중인 오염총량제의 시사점

  1) 오염총량제는 이미 1995년에 수질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

법에 근거 규정이 만들어졌고 그동안 오래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

하고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임의 시행하게 되어 있는 한강 수계의 시군들은 개발수요가 많

기 때문에 수질오염 총량제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다가 중도 포기하

거나 연기하고 있는데 이는 총량규제가 이론상 불가피한 방법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강제로 실시하지 않으면 

수용되기 어려움을 보여 준다.

  2) 현재 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 거나 수립 중에 있는 지역

을 보면 허용배출량 산정 등은 큰 문제가 없으나, 개별 사업장별 할

당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령

에서는 개별 사업장에의 할당방법 선택은 지자체에게 일임하고 있

으며, 지자체들은 개별 사업장에의 할당을 최소화하고 대부분 공공

처리시설의 확충 등의 방법으로 기존 오염원 배출자에의 부담을 최

소화하고 있다.

  3) 수질오염 총량제에서는 현재 4대강 수역에만 해당되며, 주로 

대규모 축산폐수 배출시설(200m3/일 이상)에 대해서 부하량 할당 등

의 총량규제를 하고 있고 비점오염원에 대한 규제는 약하다. 따라서 

현재처럼 가축 분뇨를 대부분 자원화 처리하여 농지에 살포하는 경

우에는 총량을 규제하기 어려우며, 결국 축산으로 인한 환경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질오염 총량제와는 별도로 가축 사육두수에 대

한 총량규제가 필요하게 된다.

  4) 수질오염 총량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축산으로 인한 오염발생

량, 배출량 등의 산정방식은 사육두수 총량제에도 원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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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질오염 총량제도 현재는 할당량의 매매에 대해 아무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제도가 정착된 이후에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육두수 총량제를 도입하더라도 초기에는 쿼터의 매매를 

금지하고, 제도가 정착된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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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사육두수 총량제의 도입방안 검토

  이 장에서는 앞장에서 분석한 국내외 총량규제 사례의 시사점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실행 가능한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방안을 검

토한다. 먼저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조건들을 살펴보

고, 축산 관련 공무원들과 농민들의 견해를 조사한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발표한 양분 총량제 도입구상을 평가하고, 양분총량제와 사

육두수 총량제의 세부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1.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을 위한 선결 조건 

1.1. 사육두수 제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농가의 가축 사육두수를 제한한다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

성을 인식하고도 오염총량제 실행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농업, 

특히 축산으로 인한 환경 문제도 현재 오염 상황이 심각하며 현행 

제도로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따라서 사육두수 총량제 같은 강한 

규제대책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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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정책 수립의 단계

자료: Wossink(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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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정책 결정과정의 진행단계

  일반적으로 정책 결정의 과정은 아래 <그림 4-1>과 같이 문제의 

중요도와 정책 결정과정간의 상관성이 종모양(bell-shaped)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현실적으로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 노력은 항상 늦어져 이미 

문제가 많이 누적되고 난 후 정책이 마련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기

하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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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사회적 목표와 농가 요구의 조화 방안 강구

  가축 사육두수를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

산되어도 당사자인 농가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농가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사회적 목표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들이 사육두수 총량규제의 기본구도에 반 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 사육두수 총량제의 운용의 기본 방향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1) 효과성(effectiveness)

  환경 개선 목표를 분명히 하여 지역별 환경 용량에 맞는 적정 사

육두수 유지를 위해 사육두수를 제한하고, 신규진입이나 사육규모 

확대는 억제해야 한다는 원칙은 가장 중요한 골격이 되어야 한다.

2) 효율성(efficiency)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전국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필요는 없고, 환경 용량을 심각하게 초과하여 사육하는 지역을 대상

으로 강제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수용가능성(acceptability)

  농가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동참을 유도할 

수 있다. 기존 농가의 기득권을 나름대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모색

해야 하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되 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적정한 보전을 해 주어야 한다.

4) 형평성(equity)

  농가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농가는 그렇지 못한 농가보다 우대하는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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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사회적 요구와 농가요구의 조화 방안

농가의 요구

사회적 요구

효과성
(effectiveness)

효율성
(efficiency)

수용가능성
(acceptability)

형평성
(equity)

- 사육두수 규제

- 신규, 증산제한

- 대상지역의 최소화

- 지역별 융통성

- 기존농가 기득권 보호

- 경제적 손해 보전

- 적법처리농가 우대

- 소규모 농가 배려

45o

국민적 공감을 얻는

사육두수 총량제

농가의 요구

사회적 요구

효과성
(effectiveness)

효율성
(efficiency)

수용가능성
(acceptability)

형평성
(equity)

- 사육두수 규제

- 신규, 증산제한

- 대상지역의 최소화

- 지역별 융통성

- 기존농가 기득권 보호

- 경제적 손해 보전

- 적법처리농가 우대

- 소규모 농가 배려

45o

국민적 공감을 얻는

사육두수 총량제

사회적 요구

효과성
(effectiveness)

효율성
(efficiency)

수용가능성
(acceptability)

형평성
(equity)

- 사육두수 규제

- 신규, 증산제한

- 대상지역의 최소화

- 지역별 융통성

- 기존농가 기득권 보호

- 경제적 손해 보전

- 적법처리농가 우대

- 소규모 농가 배려

45o

국민적 공감을 얻는

사육두수 총량제

  이렇게 사회적 요구와 농가의 요구를 조화하여 국민적 공감을 얻

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면 <그림 4-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1.3. 네덜란드의 분뇨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학 협동 

사례

  1998년 네덜란드 정부는 돼지의 집약적 생산에 대한 사회적 갈등

을 해소하기 위해 와게닝겐 대학 연구소에게 작업반(Think Tank)을 

구성하여 혁신적인 제안을 하도록 요구하 다. 동 작업반은 네덜란

드에 팽배해 있는 ｢양돈업에 대한 잘못된 신념｣이라는 보고서를 발

간하면서 6가지 잘못된 신념을 지적하 고 21가지 제안을 하 다

(LEI 2000, Brouwer et al. 2004).

  또한 양돈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양돈농가, 단체, 연구소, 



84

정부가 참여하는 대화창구를 만들어 1999년 1월 15일 와게닝겐 선

언을 발표하 다. 선언의 주요 내용은 네덜란드의 양돈 부문은 네덜

란드 사회로부터 생산 허가(license to produce)25를 받아야만 현재의 

사회적 정치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 생산자, 가공업

자, 유통업자, 정부 등 모든 관련자들이 모두 잘못된 점 들을 개선하

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Backus et al. 2000). 

1.2. 농가별 사육두수 자료 확보: 축산업등록제

  농가의 가축 사육두수를 제한하려면 먼저 농가의 사육두수를 정

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현재 사육두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 사

육규모를 제한해도 효과가 발휘되지 못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1987

년에 분뇨생산쿼터를 배정하면서 농가의 사육두수를 조사할 때 많

은 농가들이 사육두수를 실제보다 10~25% 부풀려서 계상했기 때문

에 정책 효과가 적었다는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농가의 사육시설규모와 사육두수를 등록해야 하는 

축산업등록제는 사육두수제한 프로그램의 필수 선결 조건이 된다. 

축산업 등록제는 일정 규모 이상 축산농가의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사육두수 등을 시장․군수에게 등록토록 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 축산업을 선진축산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2002년

12월 축산법에 새롭게 규정한 제도이다. 

25
 네덜란드에 있어 양돈업은 생산허가를 사회로부터 얻지 않으면 미래

가 없다고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생산허가는 사회가 양돈업에 대해 

가지는 신뢰라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 양돈업은 분뇨와 암모니아 문

제, 지역적인 악취와 보기에 안 좋은 축사구조문제, 가축이 사육되는 

환경에 대한 윤리적 거부감(동물복지), 가축 질병에 대한 커다란 위협, 

새로운 시장에 대한 양돈업계의 조직적 대응 부족 등 때문에 생산허

가가 필요하다고 한다(Wageninge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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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축산업등록제 대상기준(사육시설면적 기준)

주: 축산법상의 등록 기준은 오분법상 신고대상 기준보다 소와 닭의 경우 범위

가 넓으며, 돼지는 같다. 

  앞으로 이러한 등록제가 시행되면 기존의 각 기관․단체 또는 사

업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농가지원 및 관리 체계를 상호 연계

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력추적시스템, 농가별 가축방역

관리 시스템과 친환경축산직불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 제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집 사육지역의 가축 사육두수를 제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기존 종축업․부화업신고자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육시설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한육우, 젖소, 돼지, 닭 

등 가축사육농가는 2005. 12. 26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일부 축산

단체는 제도 시행의 연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등록제가 선결되지 않

으면 사육두수 총량제는 시행하기 어렵다

1.3. 환경 용량 및 오염부하량 등의 D/B 구축

  가축 사육두수제한의 근거는 지역의 환경 용량을 초과하는 오염

부하량의 주요 요소인 가축사육을 제한하자는 것이므로 지역의 환

경 용량과 오염부하량을 우선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이런 자료는 매

년 재산정해서 보완해야 한다. 

  현재 수질오염 총량제에서 축산으로 인한 폐수발생 유량, 발생부

하량, 배출부하량, 개별삭감량, 개별배출량 등의 산정방법을 상세하

게 규정하고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수질오염 총량제는 주

소․젖소 사육농가 양돈농가 양계농가

300m
2
 초과 50m

2
 초과 300m

2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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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정 수질유지의 관점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토양의 양분균형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육두수 총량제에서는 어느 정도 독자적인 데이

터가 필요하다. 

2. 사육두수 제한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 

2.1. 공무원 대상 의식조사 결과

  가축 사육두수 제한 필요성 여부에 대해 농업연수부에서 실시하

는 축산 관련 전문교육과정(축산물 유통반, 낙농사업반, 한우 사업

반, 양돈양계사업반, 축산물 위생검사반, 가축 질병진단 전문가반 등 

6개 과정)에 2004년 6-10월까지 입교한 공무원 191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하 다<표 4-2>. 설문 항목별로 연령별, 학력별 교차분석

도 시도하 으나 결과의 유의성이 낮아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가축두수의 적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늘려야 한다가 

25.8%로서 줄여야 한다. 13.4% 보다 높아서 아직 사육두수 감축에

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음을 보 다.

  만일 사육두수를 감축해야 한다면 대상 축종은 어느 것이 적합한

지에 관한 질문에는 돼지가 41.0%로서 가장 높았고, 모든 축종을 동

시에 하자가 21.6% 이며 젖소가 17.9%로 그 뒤를 이었다.

  사육두수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언제가 적정한지에 대해

서는 3년 이후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사육두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사람들에게 사육두수

를 감축하는 방식을 질문하 는데 네덜란드식의 사육권 거래제에 

대한 선호가 높았으며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자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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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축산 관련 공무원의 사육두수 제한에 대한 견해

조사항목 답변 우선순위 응답비중(%)

사육두수 

적정여부

 ① 현재수준유지

 ② 늘려야 한다

 ③ 축종별로 다르다

 ④ 줄여야 한다

35.5

25.8

25.3

13.4

대상 축종

 ① 돼지

 ② 모든 축종 동시

 ③ 젖소

 ④ 한육우

 ⑤ 닭

41.0

21.6

17.9

11.2

8.2

도입 시기

 ① 3년 이후

 ② 즉시

 ③ 5년 이후

 ④ 10년 이후

 ⑤ 실시곤란

45.6

25.7

22.8

2.9

2.9

사육두수 

제한방식

 ① 사육권 거래

 ② 현재 제도유지(자연발생적 감축)

 ③ 자발적 균등감축

 ④ 집지역 폐업보상

36.2

28.9

20.3

14.5

자료: 이 연구 조사결과(2004. 10).

  사육을 포기할 경우 정부가 지급해야 할 적정 금액에 대해서는 개

방형으로 물은 결과 응답자별로 큰 차이를 보 는데, 한육우는 평균

이 194만원, 젖소는 212만원으로 젖소에 대해 한육우보다 더 높은 

가격을 주어야 한다고 대답하 다<표 4-3>. 돼지에 대해서는 평균 7

만 6천원으로 답했으나 응답자의 중간 값은 2만원에 불과해 큰 차이

를 보 다. 일부 응답자가 매우 높은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닭

에 대해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 다. 돼지와 닭의 적정보상금액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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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사육포기시 적정 보상금액
단위: 원

축종 평균 중간 값
비고

직불금지급액 생체 산지가격

 한육우 1,943,500 1,500,000 - 3,907,000

 젖소 2,122,673 1,900,000 - 1,873,000

 돼지 76,653 20,000 25,000 164,000

 닭 2,149 500 750 939

  주: 응답자수는 한육우 65명, 젖소 63, 돼지 60, 닭 58이지만 극단 치를 제거하

기 위해 최고, 최소 5%씩은 통계에서 제외하 다. 산지가격은 2003년 평균

가격이며, 단위는 한우 수소 500kg, 젖소 초산우, 돼지 100kg, 육계 kg이다.

자료: 이 연구 조사결과(2004. 10), 농협(2004). 

간 값은 현재 친환경 축산직불제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다소 낮으

나 평균값은 3배가량 높게 나타난다.

2.2. 양돈농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00년 농업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돼지 사육두수가 7,059

천두이며, 그 중 충남 홍성군은 5.4%인 379천두를 사육하고 있어 전

국 시군 중에서 돼지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지역26이며 사육두수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재 홍성군에서 양돈업

에 종사하고 있는 45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 다. 

  현재 사육두수에 대해서는 적당한 편이라는 응답자가 75%로서, 

많은 편이라는 응답 17%를 압도하고 있으며, 적은편이라는 농가도 

8% 있었다.

26
 홍성 다음으로 돼지 사육두수가 많은 지역은 북제주군의 195천두

(2000 농업센서스 자료) 이지만 홍성군에 비하면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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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가축사육규모를 늘릴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답변이 62%로 가장 많았으나 늘리겠다는 응답도 23%

에 달해 앞으로 가축사육규모가 자발적으로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만일 사육두수를 줄이고자 한다면 어느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자발적으로 감축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답변

이 65%로 제일 많았고 농가별 사육한도를 설정하고 사육권 매매를 

허용하는 방법(네덜란드식)도 24%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는 

농가들이 사육두수를 규제할 경우 현재 사육농가의 기득권유지를 

희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축 사육두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데 대한 마리당 적정

지불금액(개방형 질문)에는 비육돈의 경우 10,000원(최저)~100,000원

(최고), 평균금액은 46,250원이었고, 모돈의 경우 최저 200만원~최고 

270만원으로 나타났다. 돼지사육을 포기(폐업)하는 경우 마리당 적

표 4-4.  양축농가의 가축 사육두수 제한에 대한 견해 

조사항목  농가 반응 우선순위 응답비중(%)

사육두수 

적정여부

 ① 적당한 편

 ② 많은 편

 ③ 적은 편

75.0

16.7

8.3

향후 가축사육

의향

 ① 현 상태 유지

 ② 사육규모 증가

 ③ 사육규모 감축

61.5

23.1

15.4

사육두수 

감축방식

 ① 자발적 감축시 보상 제공

 ② 농가별 사육한도 설정 및 사육권거래

 ③ 기타(사육감축 거부 등)

 ④ 엄격한 규제에 의한 감축

65.5

24.1

6.9

3.4

자료: 이 연구 조사결과(20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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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상액은 마리당 연소득의 2.5년 보상액을 희망하고 있다.

2.3. 축산공무원과 양돈농가의 반응 비교

  마리당 적정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돼지의 경우 비교가 가능한데 

농가가 마리당 연 소득의 2.5배치(1999-2003년간의 평균소득을 기준

으로 하면 약 15만원)로 공무원의 76천원보다 2배 이상의 많은 금액

을 요구하고 있다.

  사육두수감축에 대한 찬성비율은 문항이 서로 약간 달라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농가가(16.7%) 공무원(13.4%)보다도 높게 나타나 

다소 의외로 나타나는데, 이는 아마도 농가 조사 대상이 돼지 사육

두수가 많은 홍성군 양돈농가 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사육두수 총량제의 도입방안 

3.1. 정부의 양분 총량제 도입 기본 구상 및 평가

3.1.1. 정부의 기본 구상

  2004. 11. 9일 정부는 농림부와 환경부 합동으로 가축 분뇨의 자

원화와 적정처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 다. 이번 대책은 종전

의 가축 분뇨대책이 발생된 분뇨의 적정한 처리에 중점을 둔데 반해 

사전 예방과 수요중심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지역의 환경 용량에 맞춰 작물 생장에 필요한 양분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로 양분 총량제를 도입하고, 장기적으

로 문제가 지속되면 가축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

히고 있다<그림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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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가축 분뇨 관리정책 발전 구상(정부안)

지역별

양분잉여율산정

일정비율
초과여부

문제지속
여부

사육두수총량제

지역별양분총량제
(화학비료+가축분뇨)

No

Yes

Yes

No

2005-2006

(준비단계)

-D/B 구축

-모델설정

-모니터링등

2007-2011

(실행단계)

- 지역분류

-지원차별화

2011

도입여부검토

농도규제,
분뇨자원화처리

- 2004 까지

특별관리지역지정

-잉여양분감소계획추진

부진시신규진입제한및

정책자금지원차별화

지역별

양분잉여율산정

일정비율
초과여부

문제지속
여부

사육두수총량제

지역별양분총량제
(화학비료+가축분뇨)

No

Yes

Yes

No

2005-2006

(준비단계)

-D/B 구축

-모델설정

-모니터링등

2007-2011

(실행단계)

- 지역분류

-지원차별화

2011

도입여부검토

농도규제,
분뇨자원화처리

- 2004 까지

특별관리지역지정

-잉여양분감소계획추진

부진시신규진입제한및

정책자금지원차별화

가. 지역 단위 양분 총량제 도입

  정부방침에 의하면 지역별 양분 수요량과 양분 공급량을 비교하

여 양분 잉여율을 산정하고 양분잉여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은 감

축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도에 따라 양분투입기준을 하향 조정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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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분 수요량 = 논 면적× 논 표준양분소요량 + 밭 면적 × 밭 표준  

              양분소요량

 양분 공급량 = 화학비료 판매량 + 가축 분뇨 발생량 중 양분량(=  

              축종별 마릿수 × 마리당 양분배출량)

 양분 잉여율 = 양분공급량/양분수요량

  아울러 2년 단위로 양분공급 현황을 평가하고 추가로 잉여지역의 

감축목표를 설정하며 대상 지역 중 양분이 추가적으로 증가한 지역은 

축산업 신규 진입을 제한하고 정책자금 지원시 차별화한다는 것이다.

나. 문제 지속시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 여부 검토

  양분 총량제를 실시한 후에도 문제가 지속되면 2010-2011년에 지

역별 가축사육총량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11년부터 

가축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지자체별로 농경지 비료 필요량을 조사하여 가축 분뇨로 인한 과

잉 비료 공급이 없도록 상한규모(지역 내 총 사육두수)를 산정하고, 

실제 사육두수가 상한규모를 초과하는 지자체는 총량초과지역으로 

지정하여 단계적으로 사육규모를 통제 하며, 아울러 총량초과 지역

에서는 신규 사육제한 등 사육관리를 강화하고 기존 농가에 대해서

는 농경지확보 및 폐업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3.1.2. 정부기본구상에 대한 평가

  이번 대책은 발생된 분뇨의 처리 방법에만 중점을 둔 과거의 정책

에 비하면 지역별 환경 용량을 감안하여 가축 분뇨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매우 획기적인 내용이다. 

  그동안 양분발생량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었는데 양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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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제는 화학비료와 축분비료의 공급량을 같이 묶어 제한하고 있다

는 점에서 환경 용량이란 개념에 부응하는 대책이며, 이 방법으로도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육두수총량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현실을 감안한 단계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몇 가지 점에서 앞으로 더 검토해야 한다.

가. 양분 총량제는 사육두수총량제에 비해 융통성은 있으나 실효성은 

의문이다.

  화학비료와 가축 분뇨의 비료성분을 합해 적정 양분 공급량이란 

개념으로 쓰고 있으므로 양자 간 대체 등 융통성은 높일 수 있으나 

화학비료는 일반적으로 경종농가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사용량

을 정하기 때문에 사용량을 직접 통제하기가 어렵고 대상 농가가 축

산농가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사육두수만 

규제하는 것보다는 총량규제의 실효성은 낮아진다.

  네덜란드는 MINAS(양분회계제도)에서 가축 분뇨뿐만 아니라 화

학 비료까지 포함하여 농가별 양분의 투입과 산출을 계산하고 있는

데 이러한 방법이 가능하려면 농가별 기장기록이 선행되어야 한다. 

EU의 질산염지침은 가축 분뇨의 살포량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벨

기에나 덴마크도 가축 분뇨로 인한 양분 초과량에 대해서만 과징금

을 부과한다. 

나. 개별 농가에 대한 명시적 제한이 없어 총량제로서의 의미가 약하다. 

  정부의 양분 총량제는 2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1단계에서는 지

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양분감축 노력을 하되 농가에 대한 제한은 의

무화하지 않고, 2단계로 대상 지역의 양분이 증가할 경우 신규진입

만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가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한다는 점에

서는 현실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 감축목표 달성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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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규제를 강화해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즉시 축산

업 신규 진입과 축산규모 확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목표를 달성

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차별화 이외에도 더욱 강

한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농가별 의무적인 감축목표 할

당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폐업보상이나 타 지역 이전 등 자발

적인 감축을 최대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 정부대책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며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양분 총량제는 종래의 규제보다 매우 강한 규제이기 때문에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처럼 상

수원보호나 생활환경보호 등을 위해 지자체의 조례로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보완하는 정도로는 양분 총량제의 효과적인 시행을 

담보하기 곤란하며 일정 환경 용량기준 초과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환경 용량에 맞는 양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만들고, 신규 

가축사육과 사육규모 확대를 제한하는 근거를 명문화하여야 한다.

  양분 총량제처럼 가축 분뇨뿐만 아니라 화학비료까지 포함하여 

규제할 경우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검토하여야 한다. 축산법은 화학

비료를 규정하기 곤란하며, 비료관리법은 가축 분뇨 중 축분비료로 

쓰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기 어렵고, 환경농업육성법은 가축

두수 등에 대해 규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라. 양분 수요량이나 공급량 등 계산을 보다 세 화 할 필요가 있다.



95

표 4-5.  양분 잉여율 산출 개선 방법

구분 정부기본구상 보완사항

양분

수요
․논과 밭으로만 구분 

․작목별로 세분화

․필지별 토양검정결과 반

양분

공급

․화학비료 판매량과 가축 분뇨   

 발생량 중 양분량을 단순 합산

․타 지역 순유출분 반

․처리방법별 양분발생량 차이

  반

  전국의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별 양분 잉여율을 계산할 때에

는 산정 방법을 더욱 세분화하여 정확히 계산하여야 제도 도입의 설

득력을 높일 수 있다.

  양분 총량제는 환경 용량에 맞는 양분 수급의 균형유지가 목적이

므로 양분수요 계산시 작목별, 필지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고, 양분 

공급량 계산에도 실제로 당해 지역의 환경 부하를 줄여 주는 축분퇴

비나 생분뇨의 타 지역유출, 정화처리에 의한 토양환원의 부하량 감

소 등을 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표 4-5>.

3.2. 사육두수 총량제의 전단계로서 양분 총량제 도입 

방안 

3.2.1. 기본 방향

가. 단계적 도입

  현재 우리나라의 토양에 대한 양분 공급량 중 화학비료의 공급비

중이 2003년의 경우 질소는 67%, 인산은 48%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

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화학비료도 감

축해야 한다. 따라서 우선 1차로 양분 총량제를 시행하여 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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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따라 가축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적 도입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나. 지역별 구분 및 차등 적용

  불필요한 규제를 줄인다는 의미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총량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도 전국을 양분 잉여율에 따라 3개 지역

(특별관리지역, 경계지역, 일반지역)으로 나누어 양분 총량제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27 

  초기 단계에서는 양분이 Y배를 초과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

로, X배 이상~Y배 미만인 지역을 경계지역으로, X배 미만인 지역을 

일반 지역으로 구분한다.28 특별관리지역은 양분감축계획수립을 의

27
 경지면적당 분뇨 발생량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여 정책을 차별화하는 

나라로는 벨기에(3개 지역- 백색, 회색, 흑색)와 네덜란드(2개 지역-분

뇨과잉지역, 부족 지역)가 있다.
28 농림부․환경부 합동(2004) 에서 시산한 바에 의하면 인산 양분잉여율

이 1 이하인 지역이 29개 시군, 1배 이상 2배 미만이 104개, 2배 이상 

3배 미만이 26개, 3배 이상이 6개 시군이다. 그러나 가축 분뇨의 타 

지역 유출, 정화처리 등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시군별로 더 상세히 

계산하면 달라질 수 있다.

표 4-6.  지역별 구분 및 차등규제 내용

지역구분 구분기준(양분잉여율) 차등 규제 내용

특별관리

지역
 Y배 초과

․양분감축계획의 의무적 수립

․신규진입과 증산은 원칙적으로 금지

경계지역  X배∼Y배 미만 ․신규 진입 제한, 증산 부분적 허용

일반지역  X배 이내 ․현행(신규진입 및 증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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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화하고, 축산업 신규진입과 증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경계지

역은 신규진입을 제한하되 농가별 증산은 지역 인산 잉여율이 Y배 

이내에 달할 때 까지만 허용하고, 일반 지역은 현재와 같이 신규진

입과 증산을 허용하되 잉여율이 X배를 초과하면 경계지역으로 전환

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 사회적 목표와 농가 요구의 조화를 위한 실행 프로그램 구상

  양분 총량제에는 지역별 환경 용량에 적합한 적정 사육규모를 유

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 또한 제도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농가의 우려를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보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적정잉여율 초과지역을 대상

으로 현상동결(standstill) 조치를 취하고 양분 감축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다. 이때 기존 농가의 사육 실적을 인정29하고 강제 감

표 4-7.  정책 목표별 달성방안과 실행 프로그램

원칙 정책 목표 달성방안 실행 프로그램

사
회
적
목
표 
+
농
가
요
구 

 양분 감축  

 효과 달성

 총량규제
 적정 양분잉여율 산정 및 

 감축계획수립

 신규제한, 증산 제한  현상동결(standstill) 선언 

 효율적

 집행

 대상 지역의 최소화  적정잉여율 초과지역만 대상

 지역별 융통성  지역 세분화(3개 지역)

 수용 가능

 성 제고

 기존양축농가 보호  사육실적인정(자산가치 부여검토)

 경제적 손실 보전  두수 감축시 적정보상

 형평성

 유지

 적정처리농가 우대  증산 제한적 허용

 소규모농가특별배려  일정 규모까지 증산허용

29
 기존 농가의 사육 실적을 인정하더라도 양분총량제 시행시에는 농가

별 사육두수의 규모에 따라 자산가치가 형성되는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사육권 거래제에서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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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은 제한하되, 사육두수를 감축할 때에는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한

다. 아울러 적정하게 분뇨를 처리하는 농가와 소규모 가족농에 대해

서는 전체 총량 범위 내에서 증산을 허용하는 우대방안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표 4-7>.

3.2.2. 양분 총량제 시행체계 구상

  이상의 기본 구상 하에 기관별 역할 및 단계적 시행 체계를 그림

으로 나타내면 <그림 4-4>와 같다. 농림부는 양분총량제에 대한 기

본방침을 시달하고, 특별관리지역 등 지역분류와 지정을 하게 된다. 

그림 4-4.  양분 총량제 시행체계 구상(안)

(잉여율 X배 이하)

농

림

부

시 · 군

특별관리지역

(신규, 증산 제한)

경계지역

(신규 제한)

양분감축계획 수립

양분감축계획 집행

목표달성
여부평가

No

Yes

양분잉여율
산정

기본방침시달

지역분류, 지정

승인신청

계획승인

재정지원, 감독

계획재수립지시, 불이익

(잉여율 Y배 이상)

시·군간 분뇨이동량 보고

평가결과보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해제

평가 확인

일반지역

(제한 없음)

(잉여율 X배~Y배) (잉여율 X배 이하)

농

림

부

시 · 군

특별관리지역

(신규, 증산 제한)

경계지역

(신규 제한)

양분감축계획 수립

양분감축계획 집행

목표달성
여부평가

No

Yes

양분잉여율
산정

기본방침시달

지역분류, 지정

승인신청

계획승인

재정지원, 감독

계획재수립지시, 불이익

(잉여율 Y배 이상)

시·군간 분뇨이동량 보고

평가결과보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해제

평가 확인

일반지역

(제한 없음)

(잉여율 X배~Y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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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군이 수립한 양분감축계획을 승인하며, 집행과정에서 재정

지원과 감독을 하게 된다. 아울러 목표달성여부에 대한 시군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며 목표 미달시 계획 재수립을 지시하고 제재하는 역

할을 담당한다. 시군에서는 양분 잉여율을 산정하고, 농림부로부터 

특별관리지역 해당여부에 대한 지역분류를 받는다. 이때 타 지역으

로의 분뇨 이동량을 농림부에 보고한다. 아울러 지역 실정에 맞는 

양분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감축계획을 집행하며 평가하고 농림부로

부터 확인을 받아 계획 재수립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3.2.3. 세부 검토․보완 사항

  양분 총량제의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항

에 대한 세부검토가 더 필요하다

가. 적정 양분잉여율 결정(시행대상지역 범위 결정기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양분감축계획을 세우도록 강제하는 

기준이 되는 적정 양분 잉여율을 정해야 한다. 적정 잉여율을 낮추

면 환경오염 억제효과가 크나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므로 우선은 지

나치게 초과한 지역(인산의 경우 2배 이상 초과한 지역은 32개 군으

로 추산, 농림부․환경부 합동 2004)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후에 연

차적으로 기준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지역의 범위

  이 제도의 본래 목적이 환경 용량에 부합하는 양분의 이용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행정구역보다는 수계나 실제 가축분뇨 및 축

분퇴비의 이동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역을 세분화 할수록 환경 목적

달성에 유리하다. 그러나 행정비용과 집행편리성을 감안할 때에는 

기초자치단체로 최소 단위를 설정하되, 필요시 융통성이 발휘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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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모델이 바람직하다. 

다. 잉여양분 감축방법

  축분비료는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하여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

학적으로 다양한 토양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으나 축분비료만으로

는 작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으므로 화학비료

와 균형을 이루는 시비방법의 선택이 필요하다. 

  화학비료는 양분성분이 균일하고 살포가 쉬우며 값이 축분비료보

다 싸기 때문에 농가의 호응이 높다. 따라서 시군 사정에 적합한 화

학비료와 축분비료 공급 비율 결정이 필요하며 축분비료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

  축분비료로 인한 해당 지역 양분 공급량을 줄이려면 분뇨처리설

의 효율화, 분뇨의 타 지역 유출, 사육두수의 감축 등의 방법이 있는

데 이 모든 가능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 실정에 맞는 감축방법을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육두수 감축시 가축전염

병 발생을 줄이기 위해 축종별 집 사육도를 감안하여 감축대상 축

종을 선택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양분감축에 대한 계획 수립 의무부여 및 위반시 제재 내용 명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주민과의 유대 관계 유

지를 위해 지역 주민의 경제적 행위에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회피하

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특별관

리지역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해당 지자체는 구체적

인 양분 삭감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

할 분담과 예산 지원 방안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는 신규축산이나 사육규

모 확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긴급조치(모라토리움)를 발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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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분총량을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분뇨의 타 지역 유출 등 

포함)을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게 수립해야 한다.

3.3. 사육두수 총량제로의 전환 및 기본구상

  사육두수 총량제는 가축두수를 직접 제한하기 때문에 화학비료 

사용량과 가축 분뇨로 인한 양분발생량을 포괄하여 적용되는 양분 

총량제에 비하여 더욱 강력한 규제 수단이다. 따라서 양분 총량제를 

시행하여도 양분 수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없는 경우 사육두수 총량

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사육두수 총량제에서도 양분 총량제에서 적용되던 기본골격은 화

학비료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그대로 적용된다. 사육두수 총량제 도

입과 관련,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사육두수 총량을 어떻게 산정

하고 어떻게 사육두수를 감축하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먼저 사육두수 총량은 환경용량을 고려하되 너무 이상적으로 설

정하기보다는 실행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네덜란드에서

는 1998년 돼지 사육권 제도를 도입하면서 2단계로 나누어 1998년

도에 10%, 2000년도에 15% 감축하도록 법규에 규정하 으나 농가

의 반발로 결국 2단계 15%감축은 실행하지 못하 으며, 10% 감축도 

농가의 사육두수 과대 신고로 별로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아울러 사육두수 총량은 환경 목적을 위해서는 축종별로 설정

하는 것보다는 축종별 분뇨 배출원 단위를 고려한 가축단위(Live-

stock Unit)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네덜란드와 벨

기에도 가축분뇨 중 인산 성분량을 기준으로 농가별 분뇨생산허용

량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실제 감축목표를 세울 때는 환경 부하가 

큰 돼지를 우선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육두수를 줄이는 방법은 농가별로 할당하는 방법과 

농가별 할당 없이 폐업보상을 통해 전체 물량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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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농가별로 감축량을 할당하여 강제하는 방법은 농가별 

형평을 기해야 하는데 실제 사육두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던가(네덜란

드는 1998년 농가별로 10% 일률 감축하 다) 실제 사육두수와 보유 

농지면적(장기 임차 농지 포함)을 감안하여 농가별로 사육두수 감축

목표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 사육두수에 

비례하여 할당하는 방법(grandfathering)은 기존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지만, 대농과 소농 사이에 형평성 문제

가 제기될 수 있다. 이 경우 소농을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농가별 감축목표를 할당하지 않고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감축목표

물량만큼을 축산농가의 폐업보상(buy-out)을 통해 지역 내의 전체 사

육두수를 줄이는 방법은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몇 %씩 

감축하는 경우보다 모니터링 하기도 쉽다. 또한 정책 목표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이 미약한 소규모 농가나 과 지역의 농가를 우선순위

로 하여 폐업시킴으로써 환경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4. 사육권 거래제로의 발전 가능성 검토

  사육권 거래제는 <표 4-8>에서 보듯이 농도규제, 총량규제에 비해 

더욱 발전된 제도이다. 정부가 2004. 11월 발표한 가축분뇨대책은 

양분 총량제, 사육두수 총량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사육권 

거래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만

일 사육두수 총량제가 본격 시행되고 농가별로도 사육두수 상한이 

할당된다면, 경제적 효율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각 농가별로 할당된 

쿼터에 대해 거래를 허용하는 사육권 거래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

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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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가축 분뇨 처리 정책별 특징 비교

구분 농도 규제 양분 총량제 사육두수총량제 사육권거래제

주체 개인 지역 지역 개인

규제대상 방류수질
비료사용량+분뇨

발생량

사육두수

(분뇨발생량)
사육두수

특징 보편적인 규제

지역의 총양분공

급량이 양분 수요

량을 초과하는 경

우 공급 감축방안 

수립

지역단위총량설

정,

개인별 삭감은 

필요한 경우에 

할당

개인간 거래인정

규제정도 약함 강함 매우 강함 매우 강함

경제적

효과
 비용최소 경쟁 제한적

자원 배분의 왜

곡

자원 배분의 효

율적 이용이 가

능해지나, 추가

비용 발생

장점 집행용이
환경 목적 효과적 

달성

환경 목적 효과

적 달성

환경 목적 효과

적 달성

단점
환경 목적 달성 

불충분
모니터링 곤란 모니터링 곤란

가격 경쟁력 저

하, 신설후 철폐 

곤란

국내

유사제도

수질, 공기 오

염 규제
4대강 오염총량제

수도권 대기오염 

물질 배출 총량

제

수도권 대기오염 

물질 배출권거래

제

외국사례 대부분 국가
 네덜란드의  

 MINAS(개인별)
벨기에 네덜란드

4.1. 개별 농가에의 쿼터 할당이 필수적

  양분총량제나 사육두수 총량제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개별 농가의 

비료사용량이나 사육두수를 규제하여야 전체 총량을 준수할 수 있

으나 실질적으로는 지역 전체의 총량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개별 

농가에의 엄격한 규제는 최소화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다.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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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총량제에서도 공공 부문의 오염저감 시설 확충 등을 통해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개별 사업장에 대

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육권 거래제는 개별 농가에 

대한 쿼터 할당이 필수적이다.

4.2. 쿼터 자산의 형성 문제

  사육권 거래제는 비효율적인 농가가 할당된 쿼터를 더 효율적인 

농가에게 팔고 퇴출하도록 유도하여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측면에

서는 경제이론에 맞는 제도로 평가 받지만, 이때 형성된 쿼터가격은 

산업전체의 경쟁력에 부담이 되고 한번 인정되면 폐지가 어려워 신

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쿼터(오염물질 허용배출량)가격으로 인한 재

산권 형성 문제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사육권 거래제 하의 

쿼터가격은 장래소득의 현재가치로서 사육규모 할당을 받은 기존 

농가에게 커다란 자산이 되며, 특혜를 준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농가 입장에서 보면 할당받은 쿼터이상으로 생산을 할 수 

없다는 제약을 감수하는 대신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할당 받은 쿼터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의 2.2절에서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일부 농가들이 사육두수

를 제한할 때에는 사육권의 매매를 허용하는 사육권 매매제를 지지

(24%)한다고 응답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

는 정책으로 인해 형성된 자산(policy created asset)이라고 불리며, 향

후 정책 변화의 위험도에 따라 자산가치가 크게 변동된다는 특징이 

있다.

  쿼터의 매매가격은 생산물의 가격 전망, 쿼터제도의 존속 예상기

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된다. 쿼터의 가격은 

식 (1)처럼 장래에 발생하는 모든 수익의 현재가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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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쿼터의 가격 = ∑
n

i=1

R i

(1+r) i (1)

  여기서 Ri=i 기간의 예상수익, r=기간당 이자율, n=쿼터존속기간이다.

  이러한 사육권 거래제하에서의 쿼터는 자산이 되기 때문에 기존 

농가에게 쿼터를 할당할 때는 사육두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결

되어야 하며, 할당받은 쿼터를 매매하여 발생하는 특별이익에 대해

서는 일정부분을 정부가 회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회수

된 물량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자에게 배정할 수도 있고 혹은 폐기함

으로서 환경부담을 줄일 수 있다. 네덜란드는 사육권 거래시 거래량

의 25%를 정부가 회수(creaming off)하여 폐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도 우유의 경우 농가별로 할당된 기준원유량에 대해 폐업의 경우

에 한해 매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잉여량을 줄이기 위해 매매량의 

20%를 낙농진흥회가 회수하고 있다.

  사육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보면  쿼터가

격의 변동이 크고 지역에 따라서도 많이 다른데 1994-1998년에 쿼터

가격은 돼지 마리당 7만 4천원~35만원정도 으며(Wossink 2004), 돼

지 생체가격은 약 8만원~12만원 정도로서 쿼터가격이 축산물가격보

다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쿼터를 보유한 사람은 커다란 

자산 가치를 향유하지만, 생산을 확대하려거나 신규로 진입하려는 경

우 쿼터를 구입하여야 하므로 생산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네덜란드의 돼지 사육권 제도에 대해 폐지해

야 한다는 주장하는 의견이 많지만 농가의 반대로 존속되고 있으며, 

벨기에는 1995년부터 가축 분뇨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거

래제는 인정치 않고 있다. 따라서 먼저 사육두수 총량제가 정착된 

후에 경제적, 환경적 효과 등을 감안하여 사육권 거래제의 도입 여

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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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사육두수 총량제의 사례지역 적용방안 
검토(홍성군)

  이 장에서는 앞장에서 구상한 양분총량제와 사육두수 총량제 도

입방안을 토대로 홍성군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실제 적용방안을 

검토한다. 우선 홍성군의 환경부하를 진단하여 양분 잉여율을 산출

한 뒤에 양분 잉여율을 적정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양분총량제와 사

육두수 총량제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1. 홍성군의 환경부하 진단

1.1. 가축사육 두수

  홍성군의 주요 가축별 사육두수의 변동 추이를 보면, 한육우와 젖

소는 1996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돼지 사육두수는 

1993년 232,198두에서 2003년 464,614두로 약 2배정도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2004년 6월 말 돼지 사육두수는 451,026두로 2003년 

말보다 약 1만3천두 정도 줄었으나 이는 돼지 소모성질병 등으로 인

한 일시적 감소현상으로 보인다. 이렇게 돼지 사육두수가 1990년대 



107

그림 5-1.  홍성군 주요 가축 사육두수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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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홍성군 통계연보(1989-2004).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여 대량의 가축 분뇨가 발생됨으로써 물

질수지 측면에서 환경부하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오고 

있다.

1.2. 양분 요구량 및 공급구조

  홍성군 지역 전체의 물질순환 체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작

물 생산을 위해 외부에서 투입되는 화학비료 사용량, 작물의 양분요

구량 및 흡수량, 가축 분뇨발생에 따른 양분 공급량 등에 관한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 

  가축 분뇨 발생 원단위를 이용한 연간 분뇨 발생량을 추정해 보면 

한육우 177,099톤, 젖소 77,210톤, 돼지 691,423톤, 닭 84,414톤 등 총 

1,030,146톤이다. 가축분뇨 총 발생량을 비료성분량으로 환산하면 질

소 7,366톤, 인산 2,348톤, 칼리 2,424 톤 등 총 12,138톤으로 화학비

료 투입량 4,247 톤의 약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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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홍성군 가축 분뇨 발생량 및 비료성분 환산량 추정

구분
사육두수

(두, 수)

연간 분뇨 발생량(톤) 가축 분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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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분뇨 발생량 중에서 실제 자원화 경로를 살펴보면, 

<그림 5-2>에서처럼 가축 분뇨의 퇴비화 및 액비화가 각각 77.5%, 

4.6%이며, 나머지는 해양배출(6.7%) 또는 정화처리(11.2%) 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축 분뇨가 퇴비화 및 액비화 되고 살포되

는 과정에서 질소 손실이 퇴비화의 경우 35~50%, 액비화의 경우 

25~40%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고려하 으며, 가축 분뇨 퇴․액비의 

다른 지역 이동물량은 양돈 퇴비가 약 20%, 액비가 약 10%, 계분이 

약 90%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홍성군의 미곡, 맥류, 잡곡, 두류 등 다양한 작물재배를 위해 소요

되는 양분요구량은 질소성분 2,499톤, 인산 925톤, 칼리 1,425톤으로 

총 4,849톤으로 추정된다. 양분요구량을 충족하기 위해 외부에서 공

급되는 화학비료의 양은 질소성분 2,569톤, 인산 737톤, 칼리 941톤

으로 총 4,247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질소성분은 화학비료만으

로 충족되고, 인산과 칼리는 화학비료만 사용할 경우 25∼30% 정도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작물재배에 투입되는 화학비료 외

에 가축 분뇨의 퇴비화․액비화 등을 통해 투입되는 양분까지 고려

하는 경우 질소 107.1%, 인산 134.3%, 칼리 67.8% 가 초과 투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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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홍성군의 가축분뇨 자원화 활용 경로

자원 활용률 자원 활용률

질소 50∼65% 질소 60∼75%

인산 100% 인산 100%

칼리 100% 칼리 100%

가축분뇨 발생

퇴비화

77.5%

액비화

4.6%

정화처리

11.2%

해양배출

6.7%

퇴․액비 이용 및 이동

관내이용 관외이동

소 100% -

돼지
퇴비 75∼85% 15∼25%

액비 85∼95% 5∼15%

닭 5∼15% 85∼95%

  물질수지 측면에서 보면 홍성군의 경우 전반적으로 가축 분뇨로

부터 질소와 인산 등 상당한 양분이 투입됨으로써 작물의 양분요구

량 수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지역 단위

의 환경 용량 범위 내에서 환경 부하를 최소화하기 우해서는 적정한 

가축사육 두수 유지와 적절한 가축 분뇨처리에 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0
 가축 분뇨 자원화 비중 및 퇴․액비 이용비중은 홍성군청 환경도시과

와 축산과 에서 제공한 각종 자료를 통해 추산한 결과이며, 자원 활용

율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산정한 것이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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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홍성군 작물 양분요구량 및 양분공급 구조

구 분 질소 인 칼리 계

○ 작물양분요구량(A), 톤 2,499 925 1,425 4,849

○ 화학비료공급량(B), 톤 2,569 737 941 4,247

○ 가축 분뇨 양분 공급가능량(C), 톤 7,366 2,348 2,424 12,137

   - 가축 분뇨 양분 실제 활용가능량(D) 2,606 1,430 1,449 5,485

○ 총양분이용량(B+D), 톤 5,175 2,166 2,390 9,732

○ 양분초과량(B+D-A), 톤 2,676 1,242 965 4,883

○ 경지면적당 양분초과량(kg/10a) 16.3 7.6 5.9 29.8

○ 양분수지-화학비료충족도(B/A), % 101.0 77.6 65.3 86.0

○ 양분수지-총양분공급도((B+D)/A), % 207.1 234.3 167.8 200.7

주: 가축 분뇨의 양분실제 활용가능량(D)은 <그림 5-2>의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해양배출, 관외이동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수치이다.

1.3. 읍․면별 양분수지

  홍성군의 읍․면별 양분수지 실태를 보면 

  1) 질소질 성분의 경우 돼지와 닭의 사육수가 많아 대량의 가축 

분뇨가 발생하는 홍북면과 은하면이 양분요구량 수준의 2배 정도 

초과(질소성분 충족도 지수 2.0 이상)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났고, 구항면과 금마면은 군내 다른 지역에 비해 질소성분 

과잉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인산성분의 경우 특히 홍성읍, 홍북면, 은하면은 각 지역별 양

분요구량 수준의 거의 2배 정도(인산 성분 충족도 지수 1.5∼2.0) 초

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

로 돼지 사육두수가 많은 지역이다. 한편 구항면의 경우 지역 내 자

정능력의 범위에 속하고 있어 인산집적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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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산면

홍북면

금마면

홍성읍

구항면서부면

결성면

은하면

광천읍

홍동면

장곡면
과소
0.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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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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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
0.0 ~ 0.5
0.5 ~ 1.0
1.0 ~ 1.5
1.5 ~ 2.0
2.0 이상

질소 인산

그림 5-3.  홍성군 양분수지(질소, 인산) 실태, 2003

1.4. 홍성군의 물질순환 구조분석

  홍성군의 농업생태계의 물질순환 체계는 <그림 5-4>에 표시되어 

있다. 홍성군내 16,383ha의 농경지에 투입되는 양분총량은 가축 분뇨 

자원화로부터 투입되는 양분량과 화학비료로 투입되는 성분량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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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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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엔트로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홍성군 전체적으로 볼 때, 화학비료보다는 가축 분뇨(특히 돼지분

뇨)의 다량 발생으로 인해 군 지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고, 질소와 인산 등의 양분충족도 초과정도가 매

우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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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산
한육우:  33,233두

젖  소:   5,942두

돼  지: 451,026두

  닭: 1,927,254수

농경지(13,488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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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홍성군 농업생태계의 물질순환 구조

퇴비․액비
(845,750톤)

식량

50,833톤

63톤

 6톤

 646톤

3,166톤

1,113톤

 74,569톤

 3,625톤

미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

특작류

채소류

과실류

해양배출
(69,020톤)

외부이동
(219,895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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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육두수 총량제 적용 방안(예시)

  홍성군을 대상으로 사육두수 총량제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 방침

은 우선 1단계로 양분총량제를 실시하고, 2단계로 사육두수 총량제

를 실시하는 것으로 구상한다.

2.1. 양분총량제 적용방안 

2.1.1. 기본구상

  1) 잉여율 산정 대상 양분은 인산으로 한다. 질소는 작물 생산에 

미치는 향이 크나 이동성이 커서 토양환경에 축적되는 경향이 작

은 데 비해 인산은 토양 중에 집적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토양

의 인산함량이 적정유효인산함량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우선 초기 

단계에서는 인산을 대상양분으로 선정한다. 인산은 또한 하천과 호

소의 부 양화에 미치는 향이 크다. 필요한 경우 질소를 추가할 

수 있다.

  2) 양분 잉여율 산정방법은 분뇨의 환경 부하량을 감안하여 정화

처리, 해양배출, 관외 이동 등은 양분 공급량에서 제외한다. 계산하

기가 쉽지 않지만 분뇨의 발생성분 이외에도 처리 방법별 양분발생

량, 해양배출, 관외 순 이동량 등을 산정해서 감안하여야 환경 부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관련자들을 이해시키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3) 양분 목표 잉여율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목표수준으로 설정

한다. 홍성군의 총 인산공급량은 2,167톤으로서 인산소요량 925톤 

대비 잉여율은 2.34배로 산정된다. 이러한 잉여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정해야 하는데, 한번에 많이 낮출 수 없으므로 초

기에는 우선 1.5배로 낮추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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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잉여율 감축방법은 양분 총량제이므로 화학비료와 가축 분뇨 

발생량을 모두 줄여 감축목표를 달성하되, 가축 사육두수를 줄일 경

우 가축 분뇨의 오염부하량이 높은 돼지를 대상으로 한다31. 그리고 

사육두수 감축시에는 적정한 보상을 한다. 

  5) 인산 잉여율이 2.34배이므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하고 이 지

역 내에서는 축산업의 신규진입이나 증산이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분뇨를 적정 처리하는 농가나 소규모 농가에게는 전체 감축목

표 수준이내에서 탄력적으로 허용한다. 감축목표를 달성할 이후에는 

부분적으로 증산을 허용한다. 

  6) 군내에서도 읍면별로 인산 잉여율에 따라 차등을 두어 인산 잉

여율이 높은 읍면(홍성읍, 홍북면, 은하면)은 인산 잉여율이 낮은 읍

면(구항면)보다 잉여양분 감축의 우선순위를 높게 둔다.

2.1.2. 양분 잉여량 삭감 방법 

  잉여율을 1.5배로 낮추려면 인산 공급량을 현재보다 779톤(36%)을 

삭감해 1,388톤으로 맞추어야 한다. 홍성군의 경우 인산 수요량은 

925톤인 데 비해 화학비료로 인한 인산공급량은 737톤이며, 가축 분

뇨로 인한 실제 공급량은 1,430 톤이어서 화학비료와 가축 분뇨를 

모두 감축해야 한다. 

31
 홍성군의 경우 축종별 특화계수(2000년 기준)는 한육우 2.36, 젖소 

1.64, 돼지 6.38, 닭 1.34로서 돼지가 다른 축종보다 월등 높아 가축전

염병 발생완화 차원에서도 돼지의 사육 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

며 한육우도 다소 낮출 필요가 있다.



115

표 5-3.  감축 목표량 산정

내 역 물량 비  고

 양분(인산)수요량  925톤  논, 밭의 양분 요구량

 목표 양분 공급량(A)  1,388톤  = 925톤 × 1.5배(목표잉여율)

 현재 양분 공급량(B)  2,167톤  = 화학비료 737톤 +가축 분뇨 1,430톤

 감축목표량(B-A)  779톤  화학비료와 돼지분뇨의 감축으로 달성

  인산 779톤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시나리오 1) : 화학비료와 가축 분뇨 공급량을 모두 36%씩 감축

(화학비료 265톤, 가축 분뇨 514톤)하는 방안

  (시나리오 2) : 화학비료는 60%(442톤)감축하고, 나머지는 가축 분

뇨를 감축(337톤)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화학비료는 기본적으로 농가가 자기 농경지와 해당 작목에 적합

한 종류와 물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구매하는 것이므로 물량감

축 목표를 정해 놓고 강제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축분비료에 대한 가격차 보전 인상, 축분비료 사용촉진방안 강구, 

적정 시비량에 대한 농가교육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용감축을 유

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축 분뇨의 발생량을 감축하는 방안으로는 다른 축종은 현재 규

모를 유지하고 환경 부하가 큰 돼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할 때, 인산 

514톤은 돼지 14만 3천두(현 사육두수 45만 1천두의 32%), 인산 337

톤은 94천두(21%)에 해당된다. 

  홍성군은 인근에 서산 A(농경지 6,376 ha), B(3,745 ha) 간척지구

가 있어 분뇨나 축분비료의 이송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6만 7천두 분의 돼지분뇨(전체 사육두수의 약 15%)는 타 지역으로 

추가 유출(현재도 발생된 돼지 분뇨의 약 15~20%는 퇴비나 액비의 

형태로 타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추산)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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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양분감축목표(인산 150%)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

대 안 정책목표 달성방안

시나

리오 

 1

∘동일비율감축(36%씩)

 -화학비료사용량 265톤 감축

 -가축분뇨 발생량 514톤 감축

∘화학비료사용량 감축:

 -737→472톤(265톤 감축)

∘돼지 14만3천두 분뇨 발생 감축   

 -사육두수 7만6천두(17%) 감축

 -6만 7천두분 분뇨 다른 지역 이동

시나

리오 

 2

∘화학비료를 더 많이 감축

 -화학비료 60%감축(442톤)

 -가축 분뇨 337톤 감축

∘화학비료사용량 감축:

 -737→295톤

∘돼지 9만4천두 분뇨 발생 감축    

 -사육두수 2만7천두(6%) 감축

 -6만 7천두분 분뇨 다른 지역 이동

안은 개별 농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서 조직적으

로 추진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아상의 두 가지 시나리오별로 정

책목표와 달성방안을 요약하면 <표 5-4>와 같다.

  돼지 사육두수를 감축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

  ⅰ) 개별 농가에 사육규모 감축을 할당하는 방안, 

  ⅱ) 양분잉여률이 낮은 타 지역으로 이전비를 보조해 주는 방안,

  ⅲ) 완전한 폐업을 전제로 폐업보상을 하되, 대상 농가는 소규모 

농가, 분뇨처리시설 미비농가, 분뇨 살포면적 부족농가 등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중 (i)개별 농가에 일률적으로 감축률을 할당하는 방법은 이행 

여부 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든 농가에 부담이 되므로 현실적

인 방법이 아니며, (ii)타 지역으로의 이전비 보조 방안은 시간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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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폐업보상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2.2. 사육두수 총량제 적용방안

  양분 총량제를 실시하여도 환경개선 효과가 별로 없을 때는 직접 

사육두수를 규제하는 사육두수 총량제를 시행한다.

2.2.1. 기본 방향

  1) 사육두수 총량제에서는 화학비료로 인한 인산공급량은 감안하

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육두수 총량제에서의 인산 잉여율은 양분총

량제에서의 인산잉여율과 달라진다. 홍성군의 인산요구량(925톤)과 

가축 분뇨로 인한 인산 공급량(1,430톤)을 비교하면 인산 잉여율은 

1.55배가 되며, 이 잉여율을 1배로 낮추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사육 두수 상한(총량)과 감축목표를 결정해야 한다. 

  2) 사육두수 감축목표가 정해지면, 목표 달성 방안을 강구한다. 

양분총량제와 다른 점은 사육두수만 갖고 인산 공급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며, 같은 점은 가축 분뇨의 타 지역 이동이나 정화처

리 등을 통해 오염부하량을 추가로 감소시키는 방안도 고려한다는 

것이다. 

  3) 감축 대상 축종으로는 사육 집도가 높은 돼지를 우선 대상으

로 한다. 군내에서도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인산 잉여율이 높은 읍

면(홍성읍, 홍북면, 은하면)은 인산 잉여율이 낮은 읍면(구항면)보다 

사육두수 감축의 우선순위를 높게 둔다. 실제 사육두수 감축방법으

로는 농가에게 일률적으로 감축의무를 배당하는 방법보다는 폐업 

보상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한다. 

  4) 양분총량제와 마찬가지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되고, 이 지역 

내에서는 축산업의 신규진입이나 증산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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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사육두수 감축 시나리오

  사육두수 총량제에서는 가축 사육두수를 감축하는 방안만으로 목

표 잉여율로 낮추어야 하므로 사육두수 감축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현재 잉여율 1.55배를 1배로 낮추려면 돼지 사육두수를 현재

보다 14만두를 감소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를 2단계로 나누어 감축

목표를 달성토록 한다.

  1) 1단계로는 우선 인산 잉여율을 1.25배로 낮추도록 한다. 이 

경우 인산 공급량 목표는 수요량 925 톤의 1.25배인 1,156톤이 되

고, 현재 공급량이 1,430톤이므로 274톤만 감축하면 되며, 이를 달

성하기 위해서는 7만 6천두(현 사육두수의 17%) 분의 돼지를 감축

해야 한다. 이 경우 돼지 3만두 분은 분뇨를 타 지역으로 이동하

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사육두수를 사육두수 감축을 통

해 달성한다.

  2) 1단계 목표를 달성한 후에 2단계로 인산 잉여율을 1.25배에서 

1배 수준으로 다시 낮추도록 한다. 이 경우에는 인산 공급량 목표는 

수요량 925 톤과 같아지게 되고, 1단계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가정

할 경우 231톤(=1,156-925)을 추가 감축해야 되며 이를 위해서는 6만 

4천두(현 사육두수의 14%)의 돼지를 추가 감축해야 한다. 이때도 3

만두분의 분뇨는 추가적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을 시키고, 나머지는 

사육두수 감축을 통해 달성하도록 한다.

  돼지 사육두수를 감축하는 방안은 양분총량제의 사례와 마찬가지

로  개별 농가에 일률적으로 감축률을 할당하는 방법보다는 폐업보

상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요약하면 <표 5-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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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단계별 정책목표 달성방안

단계별 정책 목표 달성 방안

 1단계
 인산 잉여율을 1.55배에서 

 1.25배로 인하

 돼지 7만 6천두 감축

 -3만두 분의 분뇨는 타 지역 이동

 -4만 6천두 사육두수 감축

 2단계
 인산 잉여율을 1.25배에서 

 1배로 인하

 돼지 6만 4천두 추가 감축

 -3만두 분의 분뇨는 타 지역 이동

 -3만 4천두는 사육두수 감축

2.3. 적정 폐업보상비 산정방안

  양분 잉여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정책수단 집행에 소요

되는 예산은 폐업보상비 지급이외에도 화학비료 감축을 위한 축분

비료 차액보조 확대, 분뇨의 타 지역이동 지원 비용 등이 있으나 여

기서는 폐업보상비만 분석해 보기로 한다.

  농가의 폐업보상을 유도할 경우 적정 보상비 문제가 큰 관심이다.

제4장 제2절에서 설명하 듯이 홍성군의 양돈농가는 보상비로 돼지 

마리당 연소득의 2.5배를, 전국의 축산 관련 공무원은 평균 76천원

을 적정 금액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 유사 사례로 한-칠레 FTA 체

결로 인한 과수농가의 피해를 우려한 과수원 폐원보상, 우유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낙농 폐업 보상금액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낙농 폐업보상은 기준원유량 1리터당 13만원(농협 지원분 3만원 포

함) 이었으며, 이는 1리터당 소득을 269원(평균유대 625원, 경 비 

356원 기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2004)이라고 할 때 1.32년치 소

득에 해당된다. 이 밖에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양돈 폐업보상 금액을 

<표 5-6>에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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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실제 농가가 희망하는 대로 연간 마리당 소득의 2.5배를 

계산해 보기로 한다. 돼지의 연간 소득을 계산하려면 여러 가지 방

법이 있으나 여기서는 계산의 편의상 경 비를 기준으로 한 소득 개

념을 사용하 다. 축산물의 소득은 매년 변동이 심하므로 지난 5년 

평균을 살펴보면 <표 5-7>과 같다.

표 5-6.  폐업 보상 사례별 금액 비교

구 분 시기 금액 및 산출 근기

 홍성군 양돈농가 조사  2004  평균 2.5년의 소득치 

 전국 축산 공무원 조사  2004  평균 76,653원

 과수원 폐원 사례  2004  3년간의 순수입(=소득-자가노력비)

 낙농 폐업 사례  2003  1.3년간의 소득치

 네덜란드의 사례  2000

 비육돈 122.5유로(약 17만원),

 번식돈  335.7유로(약 47만원)

 철거비 3.2만원/m2, 1유로=1,400원

 벨기에의 사례  2001
 비육돈 118유로(약 17만원), 

 번식돈 400유로(약 56만원)

  

표 5-7.  연도별 돼지 두당 소득

년도
소득 생체가격

(천원/100kg)번식돈(천원/두) 비육돈(천원/두)

1999 140 48 199

2000 155 27 166

2001 140 23 174

2002 179 25 178

2003 - 14 164

평균 153.5 27.4 176.2

자료: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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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보상의 경우 돼지 마리당 수로 계산할 때 비육돈의 경우에는 

회전율을 감안하여야 한다. 비육돈의 연간 회전수를 2.09(2,000두 이

상 사육기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4)로 계산할 경우 비육돈의

마리당 연간 평균 소득은 57천원(27.4천원×2.09)이라고 할 수 있고, 

2.5년 치는 약 143천원이 된다. 번식돈의 경우 2.5년 치 소득은 <표 

5-7>의 연간 평균소득 금액 153.5천원의 2.5배인 384천원이 된다.32 

  비육돈 1마리당 보상금액을 15만원으로 산정하여 10만두를 폐업

보상할 경우 150억원이 소요되며,33 2만7천두는 41억원, 12만 9천두

는 194억원이 소요된다.

  축산 환경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수단 중 폐업보상과 축산폐수공

공처리 시설설치의 비용 효과 분석을 해 보면 홍성군의 축산폐수공

공처리시설34은 마리당 설치비가 33만 4천원 정도(167억원÷5만두) 

소요된다. 따라서 폐업보상비를 마리당 15만원을 지급한다면 폐업보

상비가 훨씬 적게 든다. 또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시설설치비뿐

만 아니라 매년 마리당 2만원 정도의 운 비까지 소요되므로, 폐업

32
 2004년도의 경우에는 1월부터 7월까지의 돼지 산지가격은 평균 234천

원/100kg으로 지난 5년 평균보다 32.7%나 높기 때문에 2004년도 실제 

소득액은 지난 5년간의 평균 소득액보다 훨씬 높을 것이고 따라서 농

가의 보상심리도 높을 것이다.
33
 이 소요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50%씩 matching fund를 

조성하여 충당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폐업되는 농가

의 축사를 완전 철거하는 비용은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34
 홍성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홍성군 2004)

  ․공사 사업비: 167억원(1991-2003)

  ․처리용량: 250 m
3
/일(5만두 처리기준)

  ․실제 반입량: 2002년도 47,985m
3 
→ 131톤/일

  ․약품비 및 처리비: 연간 4.8억원, 

  ․인건비(11명): 연간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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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은 분뇨처리비용이라는 관점에서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설치보다 

경제적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경우 폐업과 

달리 가축사육은 계속되므로 농가의 지속적인 소득(연간 약 6만2천

원)발생은 별도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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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축산업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기준 27%(9.1조원)로

서 중요한 산업이지만 최근 사육규모가 커지고 집화 되면서 환경

오염과 가축 질병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가축 분뇨는 잘 이용

할 경우 토양에의 양공급원이 되지만 잘못 이용하면 환경오염원

이 된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가축 사육규모가 크지 않았던 과

거에는 가축분뇨는 농경지에 대부분 환원되었으나 점차 축산업이 

기업화․전업화 되면서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또 화학비료의 사용량

도 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농지에의 환원소요량보다 발생량이 과

다하여 수질 및 토양오염원으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농업인이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경우 일정한 사육 시

설과 정화처리시설만 갖추면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서 궁극적으로는 환경 용량에 부합되는 적정한 규모의 가축사

육을 유도하기 위해 집사육 지역에 대해서는 가축 사육두수의 상

한선을 설정하는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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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 정부는 2007년부터 토양의 양분 수요량과 공급량을 지역

별로 산정해서 적정잉여율 이내로 양분 공급량을 유도한다는 내용

의 양분 총량제를 도입하고, 문제가 지속되면 2011년부터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은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고 또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아 정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축산이 환경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사육두수 제한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의 당위

성을 평가해 보며 국내․외의 총량규제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우

리나라 축산부문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그리고 사육두수 총량

제의 국내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보고, 실제 지역에의 

적용사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축산으로 인한 환경 부하 현황

  축산은 육류나 우유, 계란 등의 상품생산이 주목적이지만 부수적

으로 가축 분뇨가 발생한다. 가축 분뇨는 충분히 부숙시켜 토양에 

환원할 경우 작물생장에 필요한 유기물 및 양분공급원이 되지만 적

정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토양오염, 수질오염, 공기오염 등 환경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가축 분뇨의 처리문제는 많은 

규제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축 분뇨의 89%가 퇴비화․액비화 등 자원화 처

리되고 있으며, 정화 방류처리비중은 8%에 불과하다. 그러나 오분법

에서는 방류처리의 수질준수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어 자원화 처리

되는 분뇨에 대해서는 규제가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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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우리나라에서 가축사육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적법한 분

뇨처리시설을 갖추면 비교적 자유롭게 규모의 제한 없이 축산업을 

위할 수 있어 환경 용량에 맞도록 사육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가 미약하다.

3. 사육두수 규제강화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축산으로 인한 환경 부하는 환경 용량을 이미 초과하

고 있으며, 특히 일부 지역은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

라들과 비교할 때 경지면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가축을 사육하

고 있으며 토양 중의 질소 밸런스는 OECD 국가 중 제일 높으며 농

경지 유효인산 함량도 적정 수준을 초과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의 전체 양분 공급량도 양분 수요량을 초과하지만, 시․군별로 양분 

잉여비율을 보면 2배를 초과하는 시․군이 질소의 경우 6개, 인산의 

경우 32개로서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향후 축산으로 인한 환경 부하는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 앞으로 

사육두수는 지금보다 더 늘어나고 농경지 면적은 감소하며, 해양배

출도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축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육두수 규제가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며 사료의 효율을 높여 마리당 분뇨 발생량을 

감축하는 방안, 사료품질개선을 통해 분뇨 중 양분 함유량을 감축하

거나, 정화처리나 퇴․액비 처리 등의 분뇨처리 효율화를 제고하는 

방안, 분뇨나 축분 퇴비의 타 지역 유출을 확대함으로서의 당해 지

역의 오염부하량을 감축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이러한 방안 등은 현

재 모두 추진되고 있는 방안들이며, 이런 방식으로도 가축 분뇨로 

인한 오염부하량 초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가장 직접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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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목표 지향적인 방법인 가축 사육두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선택

하여야 한다. 

  현행 법규는 수질 위주의 규제로서 환경 용량에 대한 고려가 없

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가축 분뇨를 퇴비화 처리하는 경우에도 분뇨

살포를 위한 농경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환경 용량에 

맞는 적정가축 사육두수 유지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

야 한다.

  지역별 축종별 집 사육은 가축전염병 발생과 상관관계에 있다. 

따라서 축종별로 집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축종별로 사육두수를 

규제하여 집도를 줄이면 가축전염병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 

4.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필요성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정책수단을 대안으로 생각

할 수 있는데 환경세나 보조금 등의 경제적 수단들은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적정 사육두수를 유

지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 달성은 어렵다. 한편, 경지면적 대비 사육

집도를 제한하거나 사육두수 총량을 직접 규제하는 방식은 목표 

달성이라는 효과성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규제가 강해 수용 가능

성은 낮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가축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고 앞으로도 별

로 나아질 전망이 없다는 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치로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이제는 목표 지향적(target oriented)인 조치의 도

입이 필요하며, 과  사육지역에 한해 지역별로 사육두수의 총량을 

설정하는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의 당위성이 인정된다. 축산환경 문

제는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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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양축농가의 반발 때문에 수용 가능성이 낮

다고 우려하여 제도 도입을 미룰 것이 아니라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구체적인 도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5. 총량규제의 국내․외 사례

  환경 관련 규제는 종래 농도규제가 일반적이었으나 오염배출량이 

많아지면서 총량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 

총량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국토면적이 협소한 데 비해 상대적으로 수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어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대표적인 국가

이며 따라서 네덜란드는 1987년부터, 벨기에는 1995년부터 가축 사

육두수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농가들은 제도 시행 직전 사육하던 

축종별 가축의 수에 따라 초기 쿼터를 배정받고 그 이상을 생산할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며, 가축사육 집지역에서는 신규진

입이나 증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네덜란드는 1994년부터는 개

인간 쿼터거래를 허용하는 사육권 거래제로 전환하 으나 벨기에는 

아직 쿼터거래룰 허용치 않고 있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1995년부터 법에 근거 규정이 있었는데 그동

안 시행하지 못하다가 2004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4대강유역에 도

입된 제도인데, 현재 승인된 경기도 광주시의 시행계획을 보면 산정

된 오염물질 감축목표량을 개별 사업체에 할당하지 않고 대부분 공

공처리시설의 확충을 통해 달성하도록 하고 있어 개별 사업장에의 

오염감축목표 할당은 회피하고 있으며 할당배출량의 매매는 고려하

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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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는 4대강 수질오염 총량제와 달리 2007년

부터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할당오염물질의 기업체간 매매

를 허용하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계

획들이 마련되지 않아 배출량 할당방법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사

항이다.

  사육권 거래제는 일단 사육두수 총량제가 시행되면 농가 간 구조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할당받은 쿼터를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검토해 볼 만한 제도이긴 하

나, 거래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는 사업장별 한계

오염저감비용이 차이가 나는 경우 거래가 활발히 발생하는데 사육

권 거래제는 최종산물 자체가 쿼터이기 때문에 한계오염저감비용의 

차이가 크지 않아 거래의 유인이 크지 않으며 배정받은 쿼터량에 따

라 자산가치가 형성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6.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방안

  사육두수 총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필요성에 대해 사

회적으로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농가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제도의 기본 골격에 반 되어야 한다. 또한 

가축 사육두수의 정확한 파악, 환경 용량 및 오염부하량 등의 D/B 

구축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사육두수 제한에 대해 축산 관련 공무원과 양돈농가들에 대해 설

문조사를 한 결과 아직 대부분이 사육두수제한에는 부정적인 반응

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만일 사육두수를 제한할 경우에

는 네덜란드처럼 쿼터의 매매를 허용하는 제도에 대해 호의적인 반

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사육포기시 적정보상금액에 대해서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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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인이 공무원보다 약 2배정도 높은 금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2004. 11. 9일 정부는 농림부와 환경부 합동으로 가축 분뇨의 자

원화와 적정처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 는데 지역의 환경 용

량에 맞춰 작물 생장에 필요한 양분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도하

기 위해 지역별로 양분 총량제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문제가 지속

되면 가축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대책은 발생된 분뇨의 처리 방법에만 중점을 둔 과거의 정책에 비하

면 지역별 환경 용량을 감안하여 가축 분뇨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매우 획기적인 내용이다. 

  그동안 양분발생량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었는데 양분 총

량제는 화학비료와 축분비료의 공급량을 같이 묶어 제한하고 있다

는 점에서 환경 용량이란 개념에 부응하는 대책이며, 이 방법으로도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을 검토한다

는 것은 나름대로 현실을 감안한 단계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분 총량제는 화학비료와 가축 분뇨의 비료성분을 합해 

적정 양분 공급량이란 개념으로 쓰고 있으므로 양자 간 대체 등 융

통성은 높일 수 있으나 화학비료는 사용량을 직접 통제하기가 어렵

다는 점에서 사육두수만 규제하는 것보다는 총량규제의 실효성은 

낮아진다. 또한 개별 농가에 대한 명시적 제한이 없어 총량제로서의 

의미가 약하다. 양분 총량제는 종래의 규제보다 강한 규제이기 때문

에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만 

정부 대책은 지자체의 조례에 의존하고 있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제도의 성공적 운 을 위해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총량제

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도 전국을 양분 잉여율에 따라 3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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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지역, 경계지역, 일반 지역)으로 나누어 양분 총량제를 차

등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양분 총량제에는 지역별 환경 용량에 적합한 적정 사육규모

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 또한 제도의 수용 가능

성을 높이기 위해 농가의 우려를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보완적

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선 적정 잉여율 초과지

역을 대상으로 현상동결(standstill) 조치를 취하고 양분 감축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되, 기존 농가의 사육실적을 인정하고 강제 감축

은 제한하되, 사육두수를 감축할 때에는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한

다. 아울러 적정하게 분뇨를 처리하는 농가와 소규모 가족농에 대해

서는 전체 총량 범위 내에서 증산을 허용하는 우대방안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사육두수 총량제는 가축두수를 직접 제한하기 때문에 화학비료 

사용량과 가축 분뇨로 인한 양분발생량을 포괄하여 적용되는 양분 

총량제에 비하여 더욱 강력한 규제 수단이다. 따라서 양분 총량제를 

시행하여도 양분 수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없는 경우 사육두수 총량

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양분 총량제에서 적용되던 기본골격은 사

육두수 총량제에서도 화학비료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그대로 적용

된다. 

7. 사육두수 총량제의 지역 적용사례

  위에 구상한 기본 골격을 토대로 가축사육 집도가 높은 홍성군

을 대상으로 실제 적용사례를 구상하여 보았다. 2004년도의 홍성군 

가축 사육두수를 보면 한육우가 3만3천두, 젖소 6천두, 돼지 45만 1

천두, 닭 192만수이며, 양분 수지를 살펴보면 양분 공급량이 수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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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질소는 207%, 인산은 234% 나 된다. 따라서 홍성군은 총량

규제가 필요한 지역이 되며, 우선 양분 총량제를 적용하여 보고 환

경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육두수 총량제를 적용토록 한다. 

  홍성군은 먼저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되고 양분감축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여야 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양분 중에 인산을 대상물질로 

선택하고, 인산 잉여율(공급량/수요량)을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150%로 목표를 삼았다. 홍성에는 특히 돼지두수가 많아 사육두수 

감축시는 다른 축종은 현재 두수를 유지하고 돼지 두수를 주로 감축

하는 것으로 하 다. 

  이 경우 현재 인산 공급량 2,167톤을 1,368톤으로 779톤을 줄여야 

한다. 인산 779톤을 줄이기 위해서는 화학비료 사용량과 가축 분뇨 

이용량을 각각 적정량 줄여야 하는데 감축비율에 따라 2가지 시나

리오로 나누어 목표 달성방안을 구상하 다.

  가축 분뇨의 공급량을 줄이는 방법은 우선 전체 돼지 사육두수의 

15%인 6만 7천두 분의 분뇨를 인근 서산 간척지등 외부로 이송하고 

나머지는 사육두수 실제 감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을 선택

하 다. 이 경우 시나리오 1에서는 돼지 사육두수를 7만 6천두 감축

하여야 하고, 시나리오 2에서는 2만 7천두를 감축하여야 한다. 

  양분 총량제하에서 실제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은 사육두수 감축

보다 달성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양분 총량제가 제대로 목표 달성이 

안 될 경우는 사육두수 총량제를 도입한다. 사육두수 총량제에서는 

화학비료는 제외하고 가축 분뇨만으로 잉여율을 결정하도록 한다. 

사육두수 감축만으로 잉여율을 낮추어야 하므로 농가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단계적 접근을 강구한다. 우선 1단계에서는 인산 

잉여율을 현재 1.55배에서 1.25배로 낮추기 위해 돼지 7만 6천두 분

의 분뇨를 감축하고, 2단계에서는 1.25배를 1배로 더 낮추기 위해 돼

지 6만 4 천두 분의 분뇨를 추가로 감축하도록 하 다. 실제 감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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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는 3만두분의 분뇨를 타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나머지는 사육

두수를 감축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사육두수 감축은 다른 지역 이전이나 페업보상을 통해 달성하는 

방안이 있으며, 페업보상시에는 양돈농가 설문 조사시 희망사항대로 

소득의 2.5년 치 지급할 경우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비육돈 평균 

소득에 연간 회전율 등을 감안하면 두당 15만원 정도가 된다. 따라

서 만일 10만두를 폐업 보상한다면 150억 원 정도 소요된다. 이때 

소요 금액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정 비율씩 분담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8. 결론 및 향후 정책과제

  축산으로 인한 환경 부하는 여러 지역에서 지금도 이미 적정 환경 

용량을 초과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

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양축농가의 사육두수 총량을 규

제한다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이익 추구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므로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가축 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해 온 농가

일수록 설득이 어렵다. 그러나 각 개인이 아무리 분뇨처리를 잘해도 

해당 지역의 전체 사육두수가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오염부하량은 

많아지고 당해 지역에 대한 총량규제는 필요해진다. 우리나라에도 4

대강 수질오염 총량제가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수도권 대기오

염 총량제도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축산 부문에

도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처럼 협소한 

국토위에 상대적으로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벨기

에도 이미 사육두수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사육두수 총량제를 도입하되 농가와 충분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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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쳐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총량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시행초기에는 양분 총량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사육두수 

총량제로 전환하는 것도 현실적인 접근방법이다. 또한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환경오염 우려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하되, 구체적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수립토록 

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육두수를 

감축하는 방법으로는 폐업보상이 효율적이며 농가별로 일정 비율씩 

할당하는 방법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앞으로의 정책 과제로는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법적 체계 정

비 문제, 화학비료의 사용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 그리고 양분 수지

의 정확한 계산방법, 담당 조직 및 인력확보 문제 등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사육두수 총량제가 정착되면 

사육권의 거래를 허용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보다 심층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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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OECD 국가들의 가축 분뇨 관리 정책35

  OECD 국가들이 가축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정책은 주로 수질오염과 악취제거에 중점을 두고 있

으며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정책은 규제와 경제적 수단, 기술 지

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제는 점오염원이나 비점오염원을 감소시

키기 위해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에 따라 분뇨처

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자본비용을 보조해 주는 경우도 있다. 

  그 밖에 환경세, 배출권거래제 등이 일부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도

입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환경 관련 규제는 더욱 엄격해

지고 복잡해지며, 환경세도 인상되는 등 점차 축산과 환경과의 연계

성이 강화되고 있다.

1.1. 경제적 수단(Economic Instruments)

  경제적 수단은 경제주체들이 환경오염을 줄이는 여러 가지 대안의 

비용․편익에 향을 주는 것으로서 보조금을 주거나 환경세를 부과

하는 방법, 또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배출권거래제 등이 있다.

35 이 부분은 OECD 2003a(낙농보고서), 2003b(돼지 분야 보고서)를 토대

로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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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보조금 지급

가. 농가의 고정자산에 기초한 보조금 지급

  농가가 친환경적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투자를 할 경우 보조금

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환경규정에 의거하여 축산농가들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가축 분뇨 관련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원하는 사례가 

많다. 분뇨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덴마크는 소요비용의 30%, 프랑

스는 65%, 노르웨이는 30∼50%, 국도 25∼40%씩을 지원하고 있

다. 일본은 저리의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소득세와 재산세 특례를 인

정하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처럼 가축 분뇨를 살포할 농경지가 협소

할 경우에는 가축 분뇨 정화처리시설에 지원하기도 한다. 이 밖에 

이탈리아는 농가가 bio-gas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경우 인센티

브를 주고 있다.

나. 농가가 폐업할 경우 지불하는 보조금.  

  최근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돼지 생산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향

을 줄이기 위해 양돈가의 퇴출을 재정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 다. 

네덜란드는 2000년에 정부가 분뇨생산권과 돼지 생산쿼터를 사들이

고, 농장시설물의 철거시 농가 재정지원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도

입하 다. 이러한 정부의 수매 후 퇴출(buy-out) 정책으로 인해 네덜

란드의 분뇨잉여량은 2003년까지 1/3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벨기에의 플랑드르에서는 돼지 사육두수 10% 감축을 목표로 하

는 정책을 2001년에 도입하 는데, 농가가 사육을 포기할 경우 종돈

은 마리당 400유로(약58만원), 번식돈은 118유로(약17만원)를 주 정

부에서 받았다. 이러한 제도에 참여하는 농가는 돼지 생산을 완전히 

그만두어야 하며, 한정된 기간에만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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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농가의 사료투입량 감소를 촉진하거나 혹은 더욱 친환경적인 농

법을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해 보조하는 경우이다. 

EU에서는 1992년 농업-환경규정에 의해 각 회원국들에게 자국의 환

경보호와 경관 유지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도록 일반적인 의무를 부

과하 고, 농가들은 이러한 계획에 적응한 결과 발생하는 손실감소

분이나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았으며, 축산농가에게도 적

용되었다. 

  덴마크에서는 1994년부터 질소시비량을 표준보다 60% 이하로 줄

이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금액은 프로그램 참여

전 단위 수확량에 따라 ha당 80∼120 유로 으며, 참여 농가는 작물 

윤작, 시비 계획 수립, 양분수지표 작성 등의 의무가 있다. 국에서

는 질산염초과지역에 있는 농가는 농장 사양관리제한에 동의할 경

우 표준소득에 따라 적정금액을 보상받는다. 토지를 보유한 돼지 생

산 농가는 지역에 따라 그리고 제한의 정도에 따라 매년 ha당 약 

90-900 유로까지 보상받는다. 아일랜드에서는 자발적으로 가축 분뇨

의 농토 살포량을 줄일 경우 기본적으로 ha당 25 유로를 받고, 독일

과 핀란드도 비슷한 제도를 운 하고 있다. 미국도 환경질개선법

(EQIP)에 따라 분뇨의 살포를 포함하여 적정 농법 시행시 보조금을 

지급한다.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시 보조금 지불도 중요한 정책이나 축산의 

경우 집 사육이 많고 유기축산을 위한 축사시설개선에 과도한 비

용이 소요되어 적용이 제한되어 있다.

1.1.2. 환경세/부과금 

  환경에 잠재적 위협요소가 되는 농업 투입재(농약, 비료 등)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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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물에 대해 오염이나 환경 악화의 정도에 따라 세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경제적 조치는 분뇨뿐만 아니라 농업 부

문의 양물질 과다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에서 적용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최소허용량은 점차 낮아지고, 

세율은 인상되어 규율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1986년부터 가축 분뇨의 인산(P2O5)에 대해 환경

세가 부과되었는데 인산을 연간 125kg/ha 이상 생산하는 모든 농가

는 인산 생산량에 따라 인산 kg당 0.11∼0.23유로를 내야한다. 이러

한 부과금제도는 1998년에 무기물 회계제도(MINAS)로 바뀌었는데, 

MINAS 제도에서는 모든 농가는 질소와 인산에 대해 화학비료를 포

함한 모든 투입과 산출을 계산하여 잉여량(투입량-산출량)이 ha당 

허용량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내야 한다. 1998

년과 2003년을 비교하면 허용량수준은 1998년의 ha당 인산 40kg에

서 2003년에는 20kg으로 낮아졌고, 부과금은 이 기간에 인산 kg당 

1.1유로에서 9.1유로로 대폭 올랐다. 

  벨기에의 플랑드르 지방에서도 1991년에 선포된 조례는 토지용량

을 초과하여 생산된 분뇨잉여량에 대해선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

고 있다. 초기에는 부과금은 질소와 인산을 대상으로 모두 0.5유로

/kg이었으며 2003년에는 질소와 인산 모두 1유로/kg로 인상되었다.

  덴마크도 1991년 수립한 농업개발 실행계획에서 1994년부터는 각 

농가당 최대 질소 쿼터수준을 정하도록 하 다. 만일 농가가 이러한 

질소쿼터기준을 1∼5kg/ha 혹은 5∼10kg/ha 초과하면 위반사실을 단

순히 통보받게 되지만, 10kg/ha 이상 초과할 때는 최대 0.13유로/kgN

의 벌금을 내야 한다. 

1.1.3. 사육권 거래제/쿼터(Tradeable rights/quotas)

  사육권 거래제(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배출권 거래제)는 환경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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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경제주체에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한도(쿼터) 및 권

리를 설정하고 그러한 권리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36 가

축 분뇨와 관련하여 이러한 제도는 네덜란드에서만 활용되고 있는

데, 1986년부터 각 농가 단위로 설정된 가축 분뇨생산권(소, 돼지, 

닭 등 가축의 분뇨 생산량 합계)은 1994년부터 매매가 허용되었다. 

  분뇨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네덜란드정부는 쿼터 거래시마다 쿼

터의 25%를 징수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98년 양돈농가들에게는 분

뇨생산권이 사육규모를 기준으로 돼지 사육권으로 전환되었고, 2000

년에는 가금육 사육권도 분리되어 계속 유지되고 있다.

1.2. 법적 규제(Regulatory and legal measures)

  여기에서 말하는 법적규제란 경제주체에게 선택의 여지없이 강제

적으로 제한이 가해지는 조치를 의미한다. 

1.2.1. 규제(Regulation)

  생산자에게 일정 수준의 환경 질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적인 제한, 

금지, 허가, 최대한의 권리 혹은 최소한의 의무 등을 부과하는 강제

적인 조치를 말한다. 규제는 세계적으로 가축 생산뿐만 아니라 일반

적인 농업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향을 줄이기 위해 가장 많이 쓰이

는 정책 수단이며, 대부분의 경우 규정을 위반하면 벌금이 수반된다.

가. 수자원에의 유출 금지

  수질오염방지 차원에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1970년대 초부

36
 배출권거래제도는 개인별로 쿼터를 배정하고 거래를 허용한다는 점에

서 우유 쿼터와 유사한 점은 있으나, 환경보존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에서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우유 쿼터제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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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가축 분뇨를 직접 하천 등 표토수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을 만들었다.

나. 거리 및 입지 규정

  악취로 인한 대기오염의 향을 규제하기 위해 많이 쓰이는 정책

수단은 거리와 입지에 관한 규정이다. 악취는 인구 도와 연관이 많

으므로 일반적으로 지방의회가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건을 제정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 경우 농장 건물이나 분뇨 저장시설

은 주거지역이나 공공시설물로부터 일정거리 간격을 충족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EU에서는 특정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집약적인 실내축사의 확대를 규제하는 계획통제(Planning 

Control)가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통제에 적용되는 

전형적인 수단은 축사의 입지, 신규건물의 디자인과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이 포함된다.

다. 허가

  많은 나라들이 가축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

고 있다. 미국에서는 1972년의 청정수법(Clean Water Act)에서 1000 

가축단위(25kg이상의 돼지 2,500두 상당)를 초과하여 사육할 경우에

는 국가오염방출제거시스템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EU에서는 에너지나 광업, 화학산업 등 다양한 활동에서 비롯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해 종합적인 오염방지 및 통제

(IPPC) 지침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들은 일정 규모이상의 

잠재적인 오염배출업소에 대해 환경허가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며 회원국들은 각자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200 가축

단위를 초과하여 사육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분뇨저장시설 용량이나 분뇨살포 등에 대해 일반보다 엄격한 조건이 



140

부여되며, 100∼200 가축단위는 지방정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이때 지

방정부는 각 농가에 대해 특정한 조건을 부여할 권한을 갖는다.

라. 환경평가

  EU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 사육시에는 환경 향평가를 오

래전부터 시행해 왔는데, 돼지의 경우 비육돈 3,000두 이상이면 환

경 향평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각 회원국은 자체적으로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벨기에의 플랑드르 지역에서는 모든 가축 생산자에

게 환경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분뇨의 저장시설이나 적정살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소 1,000 마리이상, 생후 10주가 경과된 돼지 

100두 이상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대기, 수질, 토양 및 소음에 대한 

상세한 환경 향보고서를 제출토록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돼지를 

50∼450두 사육시에는 단지 신고만 하면 되나 450두 이상을 사육할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향을 평가한 자료를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

야 한다.

마. 분뇨생산 수준제한

  유럽 지역에는 가축 사육시 분뇨생산수준에 향을 미치는 3가지 

형태의 규제가 있다. 

  첫째는 가축사육의 집도를 제약하는 보편적인 방법이다. 노르웨

이는 1975년에 가축사육의 규모를 제한하는 법을 도입하 다. 비록 

그때는 환경 목적으로 도입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집 사육

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위험을 크게 감소시켰다. 이법에서는 돼지의 

경우 최대 사육규모를 1,400두로 제한하 고, 아울러 집도 규정에 

따라 농장주는 분뇨배출량을 기준으로 젖소 한 마리 당(인산 14kg) 

0.4ha의 농지를 소유 혹은 임대하여야 한다. 그러나 많은 양돈, 양계

농가들은 사료 첨가제를 활용하여 인산의 흡수율을 높임으로써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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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면적당 더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둘째는 분뇨 생산량을 직접 제한하는 방법이다. 네덜란드에서는 

1986년에 분뇨생산쿼터제도가 수립되었다. 쿼터는 농가별로 축종별 

실제사육두수에 축종별 표준분뇨생산량을 곱해 합산해서 설정되고, 

각 양축가들은 인산중량으로 쿼터를 배정받았다. 벨기에의 플랑드르

에서는 1995년에 1차 분뇨처리계획이 발효되어 가축 분뇨로 인한 

양물질 생산총량을 1992년 수준인 인산 75.1백만kg, 질소 169.1백

만kg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하 다. 아울러 총량 범위 내에서 지역

을 헥타르 당 인산 발생량을 기준으로 백색, 회색, 흑색 지역으로 구

분하여 인산 발생량이 100kg/ha 미만인 백색 및 회색지역에서는 분

뇨 생산량이 100kg/ha까지 증가할 수 있도록 하 고, 인산 발생량이 

125kg/ha 이상인 흑색지역에서는 다른 사육자가 생산을 중단할 경우

에만 증산이 가능하도록 하 다. 

  셋째는 가축사육의 확대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벨기에의 플랑드르

에서는 1차 분뇨처리계획에서는 신규 가축사육을 금지하 고, 스페

인에서는 농장간의 최소 거리의무와 신규농장의 규모상한선을 두어 

실질적으로 이미 가축사육 도가 높은 카탈로니아 지역에서는 신규

진입은 어떤 규모라도 매우 힘들게 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미국

에서도 일부 지역은 신규 양돈농가의 진입을 금지하거나 기존 농가

의 규모 확대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바. 살포 가능 분뇨량 제한

  많은 나라들이 수질보전을 위해 농지에 살포할 수 있는 분뇨의 량

을 제한하고 있다. 주로 분뇨 중 질산염의 분량에 의해 규제하나 일

부 국가는 인산에 대해서도 규제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규제는 EU의 

질산염규정(Nitrate Directive)인데, 특정 지역에 살포할 수 있는 분뇨

의 질산염량에 대해 명확한 한도(최대 170kgN/ha)를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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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분뇨살포방법 제한

  분뇨 살포량뿐만 아니라 분뇨가 살포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제약이 있다. 양분의 유출을 억제함으로써 수질보전을 하기 위해 살

포하는 시기와 수로나 하천, 습지 등에의 근접성에 따라 제한이 가

해지고 있다. 추운지역일수록 규제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아. 분뇨저장에 관한 규정

  분뇨의 살포량과 살포시기에 대해 규제가 있는 만큼 분뇨저장시

설에 대한 규제도 필연적이다. 노르웨이에서는 모든 농가는 최소 8

개월 이상의 분뇨 생산량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덴

마크에서는 농가의 특성에 따라 6∼9개월분의 분뇨 발생량을 저장

하여야 하나 대부분은 9개월 저장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암모니아 방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 슬러리 저

장시설에 덮개 설치를 의무화하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다.

자. 농장의 양분수지/시비계획 요구 규정 

  국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많은 국가들은 농장의 양분수지나 

시비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특히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에

서는 양분초과시에는 부과금이 부과되는 등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덴마크에서는 농가의 실제 시비량을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의 농가

가 질산염을 필요량보다 5∼10% 더 많이 살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

고 농가의 비료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10ha 이상 농가는 시비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 다. 노르웨이, 아일랜드, 독일 등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퀘벡지방에서도 2001년까지 양분관

리계획을 제출토록 하 고 미국에서도 현재 23개 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사육농가는 양분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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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상호준수(Cross-Compliance) 제도

  상호준수제도란 특정 농업지지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에

게 환경 친화적인 농방법이나 환경준수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OECD 국가들에게는 보편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다. 스위

스에서는 별도의 가축양분관리이행을 조건으로 가축 생산자에게 직

접 지불을 하고 있는데, 1999년부터는 농가의 질산과 인산의 투입과 

산출을 계산해서 초과분이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료수지

의 균형을 맞출 경우에만 직접 지불이 지급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도 규정된 시비한도를 초과하여 시비하는 농가는 마리당 지불금액

이 감축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덴마크도 2000년부터는 단위면적

당 직접 지불시 분뇨의 적정사용을 포함한 시비계획 수립을 상호준

수사항으로 부과하고 있다.

1.3. 자문 및 제도적 조치(Advisory and institutional 

measures)

  자문 및 제도적 조치는 환경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협력적 사업과 

환경 목적달성을 위해 정보흐름을 향상시키는 조치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는 기술적 지원이나 확산의 형태로 생산자에게 제공될 

수도 있고, 라벨링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도 있다.

1.3.1. 연구(Research)

  연구 수단은 친환경적인 생산기술과 오염방지, 수질통제관리 시스

템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농업의 환경적 수행을 개선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많은 나라가 가축사

육과 환경간의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의 

1998-1999 돼지환경관리전략은 양돈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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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효율적이고 실천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국가적 접근방법을 

개발할 목적으로 중앙정부와 주 정부, 양돈 산업이 함께 노력한 협력

사업의 좋은 예이다. 그 결과 2000년에는 모든 축산업에 적용되는 가

축 환경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게 되었다. 2001년 10월 프랑스에서는 

17개 연구기관 합동으로 그린 돼지(Green Pork)라고 하는 4년 기간의 

합동 연구사업이 출범하 다. 이 프로그램은 12.7백만 유로의 예산으

로 70명의 연구진이 참여하여 환경, 동물 복지, 품질제고 및 이윤 등 

의제를 망라한 돼지의 생산체계 전반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사업은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가축 생산과 환경과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것이

다. 예컨대 수질과 토양의 질산염 잔류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현 

EU의 질산염규정이 수질의 부 양화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가를 

밝히는 것이다. 둘째는 분뇨에서 발생되는 양물질의 함량을 줄이는 

분야이다. 사료 첨가제의 개발이나 사료의 흡수효율의 제고를 위한 

연구 등이 그 예이다. 셋째는 생산된 양물질의 환경에 대한 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축사의 구조, 분뇨저장시설, 분뇨살

포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최근에는 수질에 대한 오염뿐

만 아니라 암모니아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연구도 행해지고 있다.

1.3.2. 기술적 지원 및 보급(Technical Assistance and extension)

  농가에게 환경 친화적인 농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정보

나 기술지원을 해 주는 정책으로서 모든 나라가 실시하고 있다. 분

뇨저장시설의 설치에 대한 기술적 자문이나, 분뇨 살포기술과 같은 

실질적인 조언, 양분관리계획의 수립, 환경에 대한 향감시 등 여

러 가지 형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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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라벨링 표준 및 인증(Labelling standards/certification)

  라벨링 표준/인증제도는 농산물이 충족시켜야 하는 특정한 환경 

라벨링 표준을 설정하는 자발적인 참여 수단이다. 축산물에 대한 특

별한 규정은 별로 없고 농산물에 대한 일반적인 환경 라벨링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암모니아 배출을 줄이는 축사

기술의 보급을 위해 그린-라벨 축사제도를 1993년에 도입하 다. 양

돈분야에는 현재 그린-라벨을 받을 수 있는 30개의 축사 형태가 있

으며, 이러한 시설에 투자하는 농가는 특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

고, 정부는 향후 15년 동안은 축사를 재건축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별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1.3.4. 지역사회의 합의에 따른 수단(Community-based 

measures)

  농업의 환경 효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지역사회의 

여러 조직이 공동사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1987년에 

덴마크 정부는 분뇨를 인근농가에서 수송하여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바이오 가스공장을 설립하는 일련의 행동계획을 수립하 는데, 현재 

20개의 대규모 지역 단위 바이오가스공장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계

획은  건설비용의 20∼40%를 투자충당금으로 인정을 받고, 에너지 

세금으로부터 면제되고, 장기저리 융자 등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다. 민간이 주도가 되어 환경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조치를 취

하는 경우도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양돈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의 높아지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돈업계 스스로 환경 테스

크 포스를 구성하여 양돈사업 지침을 개발하 고, 환경 및 동물 복

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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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정부는 생산자가 중심이 된 환경 조치들을 적극 지원하

고 있다. 흥미로운 접근방법의 하나는 양돈농가와 시민단체, 돈육가

공업계, 그리고 정부 대표자간의 대화를 유도하고 촉진하는 프로젝

트이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목적은 네덜란드의 양돈농가들이 환경 

문제를 포함한 사회적 우려를 감안하여 생산을 하면서도 시장에서 

적정 이윤을 받을 수 있는 사업계획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양

돈농가들은 양돈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 사회적 우려가 점차 높

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 사회로부터 생산허가(licence to pro-

duce)를 받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생산허가를 받기 위해 단

계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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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  주요국의 축산-환경 정책수단 비교, 2000

자료: OECD(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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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X X X X X 5

스웨덴 X X X X X 5

영국 X X X X X 5

미국 X X X X X 5

캐나다 X X X X 4

프랑스 X X X X 4

이탈리아 X X X X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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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9 2 7 3 1 16 3 16 12 1 5 75



148

부록 2

네덜란드의 돼지 사육권 제도

(Pig Production Right)37

2.1. 법률 제정까지의 과정

  1997년 7월 네덜란드 정부는 돼지의 사육 두수를 2000년까지 

1996년 수준보다 25%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1996년의 사육규모가 약 1천4백만 두이므로 약 3.5백만 두를 삭감하

게 된다. 이 대책은, 질소나 인산 등 돼지의 분뇨에 포함되는 환경 

오염물질을 삭감하여 환경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으며 동시에 네덜란드에서 1997년 2월에 발생한 돼지 콜레라의 방

역 대책을 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생산자 단체들은 심한 반발을 보

다. 협동조합 금융기관인 레버러토리 뱅크가 공표한 시산에 의하면 

이 제안으로 인해 1만 3천 양돈농가는 5년 이내에 8천호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하 다. 특히, 2백 마리 이내의 번식 암퇘지 농가 또는 

1천 마리 이하의 비육농가에의 향이 크고, 이러한 농가는 타 농업

부문으로의 전환 또는 이농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7 이 부분은 Wossink(2004)와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주재원 보고서), 그

리고 네덜란드 출장 시 면담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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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네덜란드의 양돈 농가 단체(LTO) 및 가축식육 단체(PVE)에서

는 정부의 제안이 너무 급격하다며 시장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돼

지 사육 두수의 삭감률을 96년 대비 15%로 완화하고, 달성 기한을 

2010년까지 연장하자고 대체안을 제시하 다.

  삭감의 방법으로서 그동안의 분뇨생산권에 대신해 돼지 사육권을 

도입하되, 비육돈과 번식돈을 구별하여 각각 권리를 설정하 다.　

당초 제출된 정부 법안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①25%의 두수 삭감

을 2단계(제1단계: 98년에 10%, 제2단계: 2000년에 15%)로 분리해 

실시하고, ②제 2단계의 삭감목표 중 5%는 인산 발생을 줄일 수 있

는 저 미네랄 사료를 사용하여 사육하는 농가에게는 면제되고, ③동

물 복지나 유기축산 등을 실시하고 있는 생산자에 대해서도 두수 삭

감을 완화하는 조치들이 추가되었다. 그 결과 98년 4월 상원 의회에

서 승인되어 법률(돼지사육 재편법)이 제정되었다.

2.2. 목적　

  네덜란드의 돼지 사육의 재편은, 양돈업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

제와 과  사육 지역에서 생기는 가축 위생문제, 그리고 동물 복지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상황인식

에서 비롯되었다. 돼지 사육의 재편법은 돼지 사육두수의 삭감을 실

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3. 인산 삭감의 방법 

  인산 삭감의 방법으로 돼지 사육권을 도입한다. 돼지 사육권은 개

별 농가에게 생산이 허가된 연간 총 사육두수이다. 1년차인 1998년

의 돼지 사육권은 1998년 9월10일부터 할당되었고 생산자는 이 할

당된 두수에 근거해 1998년 12월까지 평균 사육 두수를 이 범위 내

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돼지 사육권의 산정과 사육권의 할당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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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인 네덜란드 농업자연관리수산성의 부과국(levies office)이 

실시한다.

  돼지 사육권은 생산자 사이에서 거래를 할 수 있으나 사육 집 

지역인 동부와 남부간의 거래는 인정받지 못하며 과 사육지역에서

는 과소사육지역으로 보터 쿼터를 구매하지 못한다. 과소사육 지역

에서 농지를 이용한 경 을 실시하고 있는 생산자는 1 ha 당 15 돼

지 단위(용도(번식·비육) 구별, 체중별의 계수에 비례한 분뇨의 배출

량을 규정한 단위)를 한도로 하여 사육 과  지역으로부터 돼지 사

육권을 구입할 수 있다.

  돼지 사육권의 삭감에 의한 돼지 사육 두수의 삭감은 2단계로 실

시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2.3.1. 1단계 삭감

  1단계로 1998년에는 양돈농가의 1995년 또는 1996년의 연평균 사

육 두수(돼지 콜레라가 발생하기 이전의 두수)를 기준으로 하여 

90%를 생산자에게 할당한다. 생산자는 이 할당을 받기 위한 조건으

로서 부과국에 대해서 분뇨배출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해 

등록을 하여야 한다. 돼지 사육권은, 번식돈과 비육돈으로 구별해 

배정할 수 있다. 돼지사육권 가운데, 번식돈 사육권은 비육돈 사육

권으로서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역은 허가되지 않는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자에 대해서는 우대 조치로서 돼지 

사육권의 추가교부가 인정되고 있다.

ⅰ) 가축에 의한 환경오염을 삭감하기 위한 설비를 정비한 축사에

서 사육을 하고 있는 생산자에 대해서 최고 5 %의 추가·

ⅱ) 유기축산 생산자에 대해서 최고 10%의 추가

ⅲ) 프리 레인지 방식에 의한 생산자에 대해서 최고 5 %의 추가

ⅳ) 동물복지를 배려해 번식 암퇘지를 다른 돼지와 같은 축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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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하고 있는 생산자에게 대해 최고 5%의 추가

2.3.2. 2단계 삭감

  제2 단계는 2000년 1월 1일부터 추가적으로 15% 삭감한다. 이 돼

지사육권의 삭감은 다음과 같은 3개의 방법으로 실시된다.

  첫째, 생산자에게 일률적으로 5% 씩 삭감한다(정부 보상 없음). 

그러나 저 미네랄 사료를 사용하여 인산의 삭감을 실현할 수 있는 

생산자에게는 이 삭감은 면제된다.

  둘째, 정부는 추가로 10%를 줄이기 위해 2가지 조치를 실시한다.

  ① 농가간 돼지 사육권의 거래에 대해 정부가 일정률 회수

(creaming off)

- 1998년 거래량의 40%의 회수　　　　(정부 보상)

- 1999년 거래량의 60%의 회수　　　　(정부 보상)

- 2000년 이후 거래량의 25%의 회수　(정부 보상 없음)

  ② 정부에 의한 돼지 사육권의 수매(buying up)

     이농 또는 다른 농산물로의 전환을 실시하는 농가로부터 정

부가 사육권을 수매한다. 다만, 이 수매 가격은①의 정부 보

상 가격보다 비싸게 설정되어 있다.

  셋째, 첫째와 둘째 방법으로도 15% 삭감이 안 될 때에는 그 부족

한 부분 만큼에 대해 2000년 1월 1일에 추가로 돼지 사육권의 삭감

이 행해진다. 이때 돼지 두당 보상액은 1996년 7월-1997년 7월까지

의 인산의 시장거래 가격38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38
 ｢인산의 시장가격｣이란 ｢분뇨생산권｣에 있어서의 농가 간 거래는 돼

지 1마리당 1년간 배출하는 분뇨 중의 인산의 평가액을 거래 기준으

로 삼고 있었다.　예를 들면, 돼지 두당 ｢분뇨생산권｣을 340 길더라고 

평가했을 경우의 근거는, 46 길더/kg(인산의 시장거래 가격의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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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산 삭감의 스케줄　

  이 법률은 9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분뇨 중의 인산의 삭감

은 2단계로 실시된다. 98년 중에 10%, 2000년 중에 추가적으로 15%

의 삭감을 통해 25%의 인산을 삭감하도록 하 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법은 네덜란드의 NVV라는 과격양돈단체와 정부 간 소송(litiga-

tion)으로 비화되어 2000년 1월까지 집행이 정지되었다. 2000년 1월, 

법원은 1998년 법에서 규정한 10% 돼지 사육두수 감축은 합법적이

라고 판결하 으나, 2000년으로 예정되었던 두 번째의 15%의 추가

감축 의무는 면제하 다(Wossink 2000). 

2.5. 부과금의 징수 

  1998년부터 할당된 두수이상으로 생산할 경우 연간 1마리 당 11.5 

길더(약 8000원)의 부과금을 징수한다. 이 부과금은, 가축 질병의 대

책비로서 사용된다.　다만, 사육 과  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 

부과금의 15%가 감면된다.

7.4 kg(돼지 1 마리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인산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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