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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산업화, 도시화, 인구증가로 인해 지구환경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

에서 농업활동 역시 환경과 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1989년 OECD 각

료회의는 농업환경지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환경과 경제의 통합을 요구하 으며,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오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는 지구 환경보호와 개발에 대한 실천계획으로 의제 21 

(Agenda 21)을 채택하 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1993년 9월 OECD의 

농업위원회, 환경정책위원회 공동의 합동작업반 회의가 시작된 이래 금년 6

월까지 23차 회의가 진행되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1996년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농업과학기술원 소속 연구진은 관련 분야 연구 성과를 바탕으

로 농업환경위원회 합동작업반 회의에 참석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간 OECD는 농업환경지표에 대해 Volume Ⅰ, Ⅱ, Ⅲ를 발간하 고 내년

도에 VolumeⅣ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OECD가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농업환경지표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대응책을 모

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대다수 OECD 회원국

가인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의 농업환경은 논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

라와는 상이한 실정임을 직시할 때, OECD 회원국들에게 우리의 농업환경을 

제대로 알리는 것과 다른 회원국가의 환경지표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우리

나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

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쁜 업무 중에도 OECD 농업환경지표 관련 자료정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업과학기술원 소속 연구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모쪼록 본 서적이 우리나라 농업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모색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2006. 11. 30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원장  엄 기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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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워크숍 개요

1. 추진 목적

￭ OECD의 농업환경지표 개발에 관한 종합보고서 발간과 관련하여 지표별 

전문가를 통한 세부검토 및 향후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합한 지표개발 과

제 제시

￭ 농업환경지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2. 일시 및 장소

￭ 일시: 2006년 11월 10일(금), 10:30-17:30

￭ 장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회의실

3. 주제발표 

￭ OECD 농업환경지표 개관 및 농장관리지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박사, 김태  연구원)

￭ 농업생산 및 경지 지표(농업과학기술원 강기경 박사)

￭ 양분수지 지표(농업과학기술원 이연, 정필균 박사)

￭ 농약사용 및 위해성 지표(농업과학기술원 임양빈 박사)

￭ 에너지 지표(농업과학기술원 강기경 박사)

￭ 토양 지표(농업과학기술원 정원교 박사)

￭ 물 사용 지표(농업과학기술원 허승오 연구원)

￭ 수질 지표(농업과학기술원 김진호 연구원) 

￭ 대기 및 기후변화 지표(농업과학기술원 신용광 박사)

￭ 생물다양성 지표(농업과학기술원 이덕배 박사)



vii

주제별 목차

￭ 제1주제: OECD 농업환경지표 개관 및 농장관리지표 ········ 1

￭ 제2주제: 농업생산 및 경지 지표 ······································ 33

￭ 제3주제: 양분수지 지표 ······················································ 61

￭ 제4주제: 농약사용 및 위해성 지표 ··································· 85

￭ 제5주제: 에너지 지표 ························································ 107

￭ 제6주제: 토양 지표 ···························································· 123

￭ 제7주제: 물 사용 지표 ······················································ 141

￭ 제8주제: 수질 지표 ···························································· 161

￭ 제9주제: 대기 및 기후변화 지표 ····································· 181

￭ 제10주제: 생물다양성 지표 ·············································· 213



1

제1주제

OECD 농업환경지표 개관 및 농장관리지표

김창길, 김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Ⅰ. 농업환경지표 개발의 개관 / 2

1. 농업환경지표의 의미 /2

2. OECD의 농업환경지표 개발 과정 /3

3. 농업환경지표의 구성체계 /5

4. OECD 회원국간 농업환경상태 비교 /6

5. 농업환경지표와 정책과의 연계 /8

Ⅱ. 농장관리지표 / 11

1. 핵심 추이 /11

2. 농장관리지표의 개념과 해석 /13

3. 최근 추세 /15

Ⅲ. 시사점 및 결론 / 23

목   차



2

Ⅰ. 농업환경지표 개발의 개관

1. 농업환경지표의 의미

❏ 농업환경지표(Agri-Environmental Indicators, AEIs)는 농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환경요소(물, 토양, 공기 등) 가운데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대표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값을 말한다. 이들 지표는 지

역적 특성 및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돕는 계량

화된 정보이다. 

❏ 농업환경지표의 범위는 크게 공간 및 시간적 역으로 대별될 수 있으

며, 계측과 관련된 공간적 범위는 농지, 농장, 수계(watershed), 환경지대

(eco-zone), 지역, 국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농업환경지표의 시간적 범위

는 농업의 환경 향에 따라 단기 및 중장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지표는 복잡한 현상에 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전달될 

수 있도록 계량화되고 단순해야 한다. 지표의 기본적인 요건은 관심의 

대상을 적절히 반 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가져야 하고, 과학적이고 객

관적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특히 신뢰할만한 지표로 인정받기 위해서

는 기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건전해야 하며 과학적 지식과 일반적 이

해수준과 일치해야 함은 물론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농업환경지표는 분석의 편의상 기본적으로 각 환경요소별 관련정보의 축
적 및 정보 집약도 정도에 따라 유형화 될 수 있다. 지표 유형화는 크게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다루는 과학자를 위한 지표, 기술적인 내용

을 이해하기 쉽게 나타낸 일반인(농업인과 소비자 등)을 위한 지표, 여러 

관련지표를 통합하거나 요약하여 종합적으로 나타낸 정책담당자를 위한 

지표(농업환경 성과지수 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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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보 총량과 집약도에 따른 농업환경지표 유형화

2. OECD의 농업환경지표 개발 과정

❏ OECD 이사회는 경제활동과 환경과의 인과관계(causality)를 파악하기 위

해 1990년대 초부터 환경지표개발을 추진해왔고, 1993년에 농업․환경정

책위원회에 합동작업반(Joint Working Party, JWP)을 설치하여 농업환경지

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 OECD 농업환경지표는 토양, 물, 공기 등 환경요인에 따라 여러 가지 지

표로 세분되고 지표별 회원국의 관심정도에 따라 핵심지표와 지역지표

로 나누어 수차례의 회의와 전문가 회의, 워크숍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지표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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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JWP에서의 농업환경지표 개발 논의과정을 살

펴보면, 1996년 제7차 JWP회의 이후 각 회원국들은 지표개발에 착수하여 

추진해왔으나, 회원국간 지표산정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 다. 2000년 12월 제13차 JWP회의에서 13개 농업환경지표 개발과 

관련하여 농산물수출입국과 수입국에 따라 지표개발에 대한 상반된 입

장이 제시되었다.

 - 2001년 7월에 개최된 제14차 JWP회의에서는 농업환경지표 개발을 통해 

농업의 환경조건 변화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관련정보 제공과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효과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 전체 회원국들이 의견을 같이 하여 2004년 말에는 지표개발의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기로 결정하 다.

 - 2004년 종합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지표별로 회원국 설문조사를 통해 관

련정보를 수집한 후 사무국에서 종합 정리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으나, 

회원국의 설문조사 지연 및 보고서 구성내용의 이견 등으로 발간시기가 

연기되었다. 

 - 2005년 12월 제22차 JWP회의에서 종합보고서 초안의 전반적인 내용이 제

시되었고, 각 장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가 이루어졌다. 2006년 6월 

제23차 JWP회의에서 종합보고서 구성 체계의 재편과 요약보고서

(executive summary)의 기술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토의가 이루어졌고, 주

요 핵심이슈에 대해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 OECD 사무국은 2006년 8월까지 회원국에게 서면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

을 요청하 고 10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에 서면절차를 통

하여 공개승인 여부를 결정키로 하 다.

❏ 농업환경지표 개발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농업환경지표 
개발과 관련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에서 쟁점이 부각된 토지보전 

및 농업경관지표에 대한 결론 제시 내용, 에너지지표, 자원이용효율성지표 

등 지표개발과 관련 충분한 논의 부족, 향후 OECD의 지표개발 후속과제

로 논의될 정형화된 모델(stylized model)에 대한 검토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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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환경지표의 구성체계

❏ 농업환경지표는 농업생태계의 토양, 물, 대기 등 환경요소의 실태를 파악

할 수 있는 각 부문별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OECD 사무국에서 회

표 1.  OECD 농업환경지표의 구성 체계

대분류 기준 해당 지표 세부지표

핵심
지표

농업에 의해 
향을 받는 

자연자원 스톡

1. 토지
물 보유능력, 농업시설에 의한 물보
유 능력, 토지사태관리지수

2. 토양 
토양침식(물, 바람), 토양유기탄소, 토
양 생물다양성

3. 물 이용 및 수질 
물 이용량, 관개용수 화폐가치, 물의 
질산염, 인산염, 살충제, 염류, 병원균  

4. 생물다양성
 (작물․축종 유전성, 
서식지․야생종) 

작물종의 유전자 다양성, 축종의 유
전자 다양성, 멸종위기에 처한 작물 
품종 및 축종, 현지내/현지외 보전 유
용한 종
서식처 양(스톡, 플로우, 구조), 농경
지의 야생종, 서식지 행렬, 자연자본
지수

농업으로부터 
환경오염

5. 양분수지 
질소수지(국가 및 지역단위 지수), 인
산수지(국가 및 지역단위 지수)

6. 농약이용 및 위험 농약사용, 농약위해성

7. 대기 및 기후변화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수지

농업에너지 
사용 및 
농장관리  

8. 농업 에너지사용 
농업투입물에 포함된 에너지총량, 농
업에너지효율성, 재생가능한 에너지 
생산 및 이용

9. 농장관리 

양분관리, 농약관리, 토양관리, 물관
리, 생물다양성 및 경관관리, 환경친
화적 농장관리, 농장관리능력,  농장
경 기법행렬

지역
지표

토지보전 및 
농업경관

10. 토지보전 담수능력, 토양지탱능력 

11. 농업경관 
문화적 요인, 농업경관의 수요, 농업
경관의 가치

정황
지표

농업생산 및 
경지이용

12 농업생산, 
   경지이용

농업GDP, 농업생산량, 농업고용, 농
민연령, 농민교육, 농장수, 농가경
수지, 농업예산, 토지이용,

13. 농경지 피복 농경지 피복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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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정된 농업환경지표는 핵심지표, 지역지표, 정

황지표로 나누고 있다. 

 - 핵심지표(core indicator)는 모든 회원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표로 

OECD 사무국에서 총괄하여 지표개발을 추진해온 토지, 토양, 물, 생물다

양성, 양분균형, 농약이용 및 위험, 대기 및 기후변화, 농업 에너지사용, 

농장관리 등 9개 지표군이 포함된다.

 - 지역지표(regional indicator)는 회원국중 한국을 비롯하여 EU와 일본 등 주

로 주요 농산물 수입국에서 관심을 갖는 토지보전지표와 농업경관지표

가 포함된다.

 - 정황지표(contextual indicator)는 회원국의 농업생산 여건과 관련된 농업부

문 GDP, 농업부문 고용, 농가경 수지, 농업예산, 농경지 이용, 농경지 

피복 등을 설명하는 지표가 포함된다.

4. OECD 회원국간 농업환경상태 비교  

❏ 농업환경지표개발 종합보고서 제4권에 제시된 핵심지표별 농업환경지표

를 이용하여 회원국간 농업환경변화 실태에 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 농업환경부문 주요지표인 농산물(주요 곡물) 생산량, 농경지 면적변화, 질

소수지, 인산수지, 농약사용량, 농업에너지소비, 물이용, 관개지면적, 암

모니아배출량, 온실가스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농업환경

상태를 비교할 수 있다.

 - 곡물생산량의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은 14∼15% 증가한 반면, 일본과 네

덜란드는 약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OECD전체로는 약 3% 증가

하 다.

 - 양분수지에 있는 질소수지(2002-2004 3개년 평균치)의 경우 한국 240kg/ha

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네덜란드 229kg/ha, 일본 166kg, 미국 35kg으로 우

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산수지의 경우는 일본 

52kg, 한국 48kg, 네덜란드 19kg, 미국 3kg 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인산수

지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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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과 주요 회원국의 농업-환경 성과 비교

변수 단위 년도 한국 일본 네덜란드 미국
OECD

전체

주요곡물생산량
지표

(1999-01=100)
1990-2003 115 89 89 114 103

경지면적 천ha 1990-2003 -254 -407 -57 -16,691 -42,574

질소수지
1)

kg N/ha 2002-2004 240 166 229 35 76

인산수지1) kg P/ha 2002-2004 48 52 19 3 12

농약사용량 톤 1990-2002 -152 -17,821 -8,545 -19,351 -46,800

에너지소비
2)

% 1990-2003 +88 +18 +14 +19 +17

물 이용3) % 1990-2003 +8 -2 n.a. +2 -1

관개지면적
4)

% 1990-2002 +61 +63 +60 +13 +12

암모니아 배출 천톤 1990-2003 +38 n.a. -113 +524 +254

온실가스 배출5) % 1990-2002 n.a. +10 -1 +12 +6

주: 1) 질소와 인산수지는 3개년 평균치를 나타낸 것임. 

   2) 총에너지 사용량(석유 상당치 기준)의 변화율임.

   3) 전체 물 이용량의 변화율임. 

   4) 전체 농경지에서 관개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임. 

   5) 총 온실가스 배출량(이산화탄소 상당치)의 변화율임. 

   6) +는 증가량(증가율), -는 감소량(감소율)을 의미함. 

 

❏ 질소수지지표를 이용한 회원국의 농업환경상태 비교가 가능하다.

 - 질소수지(N kg/ha)의 경우 1990-1992년 3개년 평균치 기준으로 네덜란드

(345kg), 벨기에(255kg), 룩셈부르크(238kg), 한국(213kg), 일본(180kg) 순으

로 우리나라가 4위를 차지함. 이후 10년간의 농업환경여건 변화를 반

하는 2000-2002년 3개년 평균치 기준으로는 한국(240kg), 네덜란드(229kg), 

룩셈부르크(199kg), 벨기에(193kg), 일본(166kg) 순으로 우리나라가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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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OECD 회원국의 질소수지지표 변화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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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업환경지표와 정책과의 연계

❏ OECD가 농업환경지표를 개발하는 주요한 목적은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정책결정자나 일반인들에게 농업에서 나타나는 환경의 상태와 변

화에 관한 정보 제공은 물론 정책 결정자가 농업과 농업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정책

의 모니터링 및 추진된 정책을 평가하는데 활용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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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환경정책의 도입 이전에 환경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AEIs의 선정이 

필요하고 선정된 AEIs를 기초한 사전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사전평

가를 통해 타당성이 확인되면 정책프로그램 시행이 가능하므로 정책실

패를 최소화 할 수 있다. 

 - AEIs를 바탕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게 되며, 이를 기초로 정책이행을 통

해 나타난 성과평가(사후평가)가 가능하며, 정책조정 및 보완의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초기

환경상태

사전평가
AEIs

정책 도입

(환경목표)

정책 이행

(수행능력)

사후적 

환경상태

사후평가
AEIs

농업환경
정보 제공

그림 3.  AEIs를 활용한 사적적․사후적 농업환경정책평가

 - 양분수지지표(질소수지)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농업환경정책(친환경농업

정책, 가축분뇨자원화정책 등)의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 농업환경지표를 이용한 정책평가에 관한 접근이 실제로 활발하게 시도되
고 있다.

 - OECD는 2005년 6월 OECD본부에서 개최된 ｢농업정책의 환경연계 모델링 

전문가회의｣에서 발표된 미국 텍사스A&M의 Bessler교수로부터 인과관계

에 관한 계량분석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향성 비순환그래프(Directed 

Acyclic Graph, DAG) 방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기본적으로 DAG는 

인과관계의 충분성, 마코브 확률성, 신뢰성 및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

어 현실적으로 응용하는 경우 가정조건의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이 제시되었다. 

 - OECD 사무국은 방향성 그래프방법(Directed graph method)은 농업정책 프

로그램의 국가간의 사후적 분석(cross-country ex-post analysis)에 유력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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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 다. 이러한 분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의 환경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OECD농업환경지표 데이

터베이스 구축이 선결과제이다. 특히 농업정책의 환경효과 분석과 관련 

방향성 그래프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생산물과 요소시장에서의 가격

과 수량에 관한 자료, PSE, 작목별 경지면적, 가축사육두수, 비료사용량, 

작물별 양분요구량 등의 방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 정책변화에 따른 부분별 파급경로는 사전적인 지식에 의해 설정되어야 

함. 인과관계가 설정되고 국가별 관련 자료가 확보되면 방향성 그래프방

식의 소프트웨어(TETRAD IV)를 이용하면 국가사례 연구는 물론 국가간

의 정책효과 비교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인과관계 분석 패

키지인 TETRAD IV는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에서 개발되었으며 인터넷

을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 2006년 6월에 개최된 제23차 JWP회의에서는 방향성 그래프를 이용한 정

책연계분석의 활용과 관련하여 정 한 데이터베이스구축이 잘 이루어지

지 않아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SAPIM(Stylized Agri-environmental Policy 

Impact Model)을 제시되었다. SAPIM은 일련의 가정을 통하여 농업정책이 

토지이용, 경작 방식 에 미치는 변화와 이러한 변화가 수질, 생물다양성, 

온실가스 방출 등의 환경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경제분석 모델이다. 

SAPIM의 적용사례로 스위스 낙농부문의 환경규제와 인센티브 지불의 정

책결합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함. 기본적으로 SAPIM은 낙농가의 순편

익(net benefit) 극대화를 기초로 한 정형화된 정책분석 의사결정모델로 우

유 생산함수(두당), 육류 생산, 부산물로 가축분뇨 발생량, 낙농 투입물 

가격, 작물생산 등이 고려되는 통합모형의 특징을 가진다.

 - 네덜란드는 농작물 생산, 경지이용, 환경, 지표수, 농업경제학 분야의 연

구기관(Alterra, RIVM, RIZA, Plant Research International, LEI)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작업과 모형 및 지식이 통합된 결과물로 STONE 모형을 개발하

여 제시하 다. STONE의 첫 번째 버전은 2000년에 출시되었으며, 제5차 

환경전망에 적용되었다. 이후 네덜란드의 공간적 도식이 재설계되고,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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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작용과 작물의 질소 흡수량 및 유기물의 무기화 등을 계산하는 새로운 

모듈이 시행되면서 2001년에 STONE 시스템 2.0버전이 출시되었고, 현재

는 보다 업데이트된 버전을 위해 작업중에 있다.

 - 유럽연합의 유럽환경처(European Environment Agency, EEC)가 중심이 되어 

유럽 15개국을 중심으로 농업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유

럽연합의 AEIS는 1998년 유럽위원회에서 농업과 환경과의 관계를 체계적

으로 다루고자 종합적인 농업환경정보시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9년 유럽위원회는 농업환경지표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환경․농업

정책통합 지표보고(Indicator Reporting on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Concerns into Agricultural Policy, IRENA) 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Ⅱ. 농장관리지표

1. 핵심 추이

❏ 식품가공업자나 소매업자를 포함한 소비자들의 관심(예: 농약 관리)에 부

응한 농가의 자발적 참여와 지불금 및 규제를 통해 제공되는 정부의 인

센티브 제공의 결과로 OECD 국가들의 환경적 농장관리 실천 농가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 양분관리 실천(nutirent management practices, NMPs)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다. 특히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등 양분

잉여 감축을 이행해온 국가에서 실천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캐나

다, 아일랜드, 한국, 스페인 등 양분잉여가 증가하거나 OECD 평균을 초

과하는 국가의 양분관리 실천 비중은 대체로 낮은 편이다. 

❏ 환경적 종합병해충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 IPM)의 적용이 전반적

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농경지면적 대비 적용실적은 평이한

(modest) 수준이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종합병해충관리를 실천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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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기농법 실천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국가(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국)들 또한 농약 사

용이 감소하고 있다. 

❏ 토양관리 실천 농경지 면적은 지난 10년 동안 정체 상태에 있다. 캐나다

와 미국과 같이 토양관리 실천 비중이 증가해온 국가에서는 토양침식 위

험감소와 야생동물의 먹이공급 증대에 기여했으나, 헝가리, 이탈리아, 한

국, 멕시코, 터키 등 토양관리 실천비중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 토양침식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 관개를 위한 물관리가 중요한 OECD 국가들이 대체로 비효율적인 물 보

전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효율적인 물보전 기술

인 적수관개(drip emitter)의 적용이 20% 이상인 국가는 체코, 그리스, 이

탈리아, 스페인 등 일부국가에 불과한 실정이다. 

❏ OECD 국가의 생물다양성 관리 계획을 실천하는 농경지 비중은 오스트

리아, 아일랜드, 스웨덴, 스위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10% 미

만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계획의 일환으로 

많은 국가에서 농업생물다양성 관리 수행을 시작하고 있다.

❏ 유기농법을 인증하는 OECD 국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2003년 기준 전체 OECD 농경지 면적의 2% 미만에 불과

하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유럽의 OECD 국가는 7% 

이상으로 높은 편이며, 호주(2% 이상)를 제외한 캐나다, 일본, 한국, 멕시

코, 뉴질랜드, 미국 등과 같은 비유럽 OECD 국가는 1% 미만으로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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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관리지표의 정의] 

 ￮ 양분 관리
  - 양분관리 계획 실천 농가비중 및 농가수(경지면적) 

  - 토양 양분검정 실천 농가 비중

 ￮ 병해충 관리
  - 비화학적 병해충 방제 방법을 실천하는 농경지 비중

  - 종합병해충관리 실천 농경지 비중

 ￮ 토양 관리 
  - 토양보전 실천 농경지 비중

  - 연중 식생피복 실천 농경지 비중

 ￮ 물 관리
  - 관개 방법별 농경지 비중

 ￮ 생물다양성 관리
  - 생물다양성 관리 계획 실천 농경지 비중 

 ￮ 유기농 관리 
  - 유기농 인증 농경지 비중 

2. 농장관리지표의 개념과 해석

❏ 농장관리지표 부분은 농업환경의 추진력(Driving forces; 양분 및 농약 사

용, 에너지 소비, 물이용), 환경 상태(State; 토양․물․대기질, 생물다양

성), 그리고 농방법 및 작부체계 변화에 따른 농업환경성과에 대한 반

응(Response) 즉, D-S-R 간의 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농장관리

지표와 D-S-R의 연관관계는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 농장관리지표는 환경 향 방향의 변화 가능성에 대하여 토질․수질 등과 

같은 지표에 의해 측정되기 이전에 조기에 알려 줄 수 있다(OECD, 

2005a). 농업환경지표는 농 활동과 환경 향의 관계를 알려줌으로써 농

업인 및 정책 결정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또한 실제 환경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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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농장관리지표의 구조

농업 부문의 추진력
- 경제적
- 환경적
- 사회적

정책 반응
- 경제적
- 규제적
- 자발적

잠재적 환경압력
(농업인의 농관리 

기법 및 
의사결정에 의해)

농장관리지표
- 농가수 및 
경지면적

- 실천유형

농방법이 
환경상태에 

미치는 향 평가

모델링 도구

환경위험 및 
환경상태 관련 
측정자료

피드백

자료: OECD(2006)

   측정하기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상태(State)' 지표에 대한 대리지표

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농장관리계획의 수행과 환경조건의 중대한 

변화 사이의 시차(time lag) 문제가 종종 하기도 한다. 

❏ 농장관리지표는 양분이용(추진력), 수체의 양분농도(상태), 양분관리 방식

(반응) 간의 인과관계를 알려 주는 환경적 경로(environmental pathways) 역

할을 함으로써 의사결정자들의 이해를 용이하게 한다. 또한 이러한 환경

경로 설명을 통해 농업인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특정 농방식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해준다(OECD, 2005a). 

❏ 농장관리지표는 3단계 접근방식으로 구성된다. 

 - 농장관리방식(farm management practices)은 양분, 병해충, 토양, 물, 생물다

양성을 포함한 특정 환경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 환경적 농장관리계획(environmental farm management plans)은 관행농법과 

유기농법, 특용작물과 축산 부문 등 모든 범위의 농장 시스템을 포함한

다. 이 섹션에서의 환경적 농장관리계획 지표는 유기농업에 국한되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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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고 있으나, 특정 국가들에서는 좀더 넓은 의미의 환경 농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 농장관리능력(farm management capacity)은 농업인 교육, 농가 수익, 연구, 

농장 상황보고 지출(farm advisory expenditure), 그리고 농가지원 사회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농장관리능력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농업의 지속 가

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농법 채택에 향을 미치는 장애요소와 인센티

브를 나타낸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 보고서의 범위 이상이지

만, 몇몇 OECD 국가에서는 환경적 농장관리 방식을 채택하는 농가들에

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대한 제한된 논의가 있었다.  

❏ 자료 활용가능성(availability)은 농장관리지표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데 가

장 큰 장벽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어떤 환경

관리기법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

주, 캐나다, EU15, 미국 등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관리기법의 특성과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농장관리지표 측정에 있어 

또 하나의 한계점은 환경적 농장관리계획, 종합병해충관리(IPM), 유기농

법 등의 일관성 있는 개념 정립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농장관리기법은 국가 간 또는 국가 내에서 병해충방제, 작부체계, 농

업생태, 기후 등의 차이에 따라 변한다는 것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3. 최근 추세

3.1. 환경적 농장관리의 개요

❏ 1990년대 중반 이후 환경적 농장관리기법(EFMPs)을 적용하는 OECD국가

의 농가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적용되는 농법의 범위와 

유형에서 차이가 있으며, 여기에는 국가별 농업생태계 변화 및 환경우선

순위를 반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와 미국은 토양보전, 호주와 스

페인은 관개관리, EU15국은 양분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부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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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환경적 농장관리 실천에 따른 농가 인센티브는 비
록 정부지원 지불금과 규제의 결합을 통한 인센티브가 중요하긴 하지만, 

주로 자발적 참여(voluntary lead) 및 사적 부문 주도(private sector initiative)

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부표 2>. 재정적 지원은 분뇨저장시설 설치비를 

충당하는 것과 같은 것에 제공되고, 벌금을 수단으로 하는 규제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제한과 같은 특정 처리방식을 강제하는데 사용된다. 환경

적 농장관리기법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이용되는 자발적 참여는 농업인, 

농장 투입물 업체(예: 국제비료산업협회), 식품 가공업자(예: 지속가능한 

농업 주창 프로그램), 식품 소매업자(예: 슈퍼마켓 체인) 등에 의해 주도

되고 있다. 

3.2. 양분관리

❏ 양분관리계획(nutrient management plans, NMPs)의 실천은 1990년에서 2003

년에 걸친 기간동안 급속도로 증가하여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그림 5~7>. 그러나 몇몇 국가(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

드, 독일, 노르웨이)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매우 높은 적용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다른 국가(네덜란드, 스위스)의 적용률은 매우 급격하게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든 국가들은 1990년대에 걸쳐 양분잉여 

감축을 시도해오고 있다. 캐나다, 아일랜드, 일본, 한국, 뉴질랜드, 스페인 

등과 같이 양분잉여가 증가하고 있거나 OECD 평균을 능가하는 국가의 

경우, 비록 캐나다와 한국의 경우 토양양분검정이 널리 보급되고 있긴 

하지만, 대체로 전체 농가(경지면적) 중에서 양분관리계획의 실천비중이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많은 OECD 국가에서 양분관리계획은 정부에 의해 널리 장려되거나 강

제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다<부표 2>. 또한 이러한 국가

의 대부분은 양분관리계획에 양분유출 방지를 위한 피복작물 활용, 토양

검정, 비료사용 및 양분수지 기록, 양분유출 방지를 위한 가축분뇨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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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축사 개선 등의 방안을 결합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두과작

물을 활용한 윤작은 널리 행해지지 않고 있다<부표 1>. 

그림 5.  양분관리계획 실천 경지면적 비중

자료: OECD(2006).

그림 6.  양분관리계획 실천 농가수 비중

자료: OECD(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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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토양검정 실천농가 비중

자료: OECD(2006).

3.3. 병해충관리

❏ 종합병해충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 IPM) 실천비중이 전반적으로 증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농경지면적 대비 적용실적은 평이한(modest) 

수준이다<그림 8>. 그러나 유기농업 인증면적도 농약 사용이 허용되지 않

기 때문에 IPM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자발적 참여, 특히 농가

주도에 의한 자발적 참여는 IPM 실천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있어 중요

한 근거가 된다. 

❏ IPM과 유기농법 실천이 높은 수준에 있거나 증가하고 있는 국가(오스트

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국)들은 지난 10년 동안 농약 사용량도 동시에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유전적으로 조작된 제초제 내성 작물의 파종 확대와 

더불어 정보의 IPM 적용 장려로 1990년대에 농약사용량이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경우 2001년 농가의 환경 농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농약은 면허를 받은 자에 의해 시용되고, 거의 반 이상의 

농가는 살포시즌 시작 이전에 분무기를 조절하고 있다.



19

자료: OECD(2006).

그림 8.  종합병해충관리 실천 농경지 비중

3.4. 토양관리

❏ 토양관리 프로그램을 실행 중인 OECD 국가의 농경지 면적은 1990년 이

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

자료: OECD(2006).

그림 9.  토양보전 실천 농경지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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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토양침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 몇몇 국가에서는 실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그림 9>. 

❏ 캐나다와 미국과 같이 토양침식 방지 개선 효과가 매우 높은 국가는 주
로 토양피복, 저경운(low till)이나 보전경작 등의 토양 관리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농경지 면적 및 비중의 증가했기 때문이다<그림 10>. 그러나 

상대적으로 토양관리 기법 실천 비중이 낮은 체코와 슬로바키아 등은 토

양침식 위험이 심화되고 있다. 헝가리,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터키 등

은 토양침식이 중요한 농업환경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

양보전 기법 실천은 저조한 실정이다.  

자료: OECD(2006).

그림 10.  1년 이상 식생 피복 실천 농경지 면적 비중

3.5. 물관리

❏ 관개농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OECD 국가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물 보전에 매우 취약한 관개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림 11>.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압살수 관개(low pressure sprinkler)나 적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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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drip emitters)와 같은 물이용 효율이 높은 방법 대신 담수관개(flooding)

와 고압양수 관개(high pressure raingun)와 같이 물 이용량이 상당히 많은 

관개기법을 적용하고 있다<부표 2>.

❏ 전체 관개면적의 20% 이상에 대하여 물이용 효율성이 가장 높은 적수관

개를 실천하는 국가는 체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 그러나 관개농업이 전체 농업생산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하는 호주, 프랑스, 터키, 미국 등은 적수관개와 같은 효율적인 관개기법

의 실천 비중이 10% 미만 수준이다. 한편 호주, 프랑스, 미국의 경우 가

장 효율성이 높은 적수관개 비중은 낮으나 비교적 효율적인 저압살수 관

개기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그림 11>. 

자료: OECD(2006).

그림 11.  관개 방법별 경지면적 비중

3.6. 생물다양성 관리

❏ 생물다양성 관리 계획은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스웨덴, 스위스 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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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실천비중이 낮은 편이다<그림 12>. 대부

분의 국가에서는 광범위한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 실천방안의 일부로 농

업지역의 생물다양성 관리 계획 실천을 기획 중이거나 시작단계에 있다. 

자료: OECD(2006).

그림 12.  생물다양성 관리 실천 농경지 면적 비중

3.7. 유기농법 관리

❏ 유기농법을 인증하는 OECD 국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큰 폭으로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나, 2003년 기준 전체 OECD 농경지 면적의 2% 미만에 

불과하다<그림 13>. 유기농법 실천면적은 국가별로 편차가 큰 편이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유럽의 OECD 국가는 7% 이상

으로 높은 편이며, 호주(2% 이상)를 제외한 캐나다,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미국 등과 같은 비유럽 OECD 국가는 1% 미만으로 낮은 편이

다. 그 밖에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폴란드, 터키 등도 매우 저조

한 수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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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유기농 인증 면적 비중 변화

자료: OECD(2006).

III. 시사점 및 결론

❏ OECD 사무국은 회원국내 농업부문의 환경부하 진단과 회원국간의 농업

환경 상태를 비교하기 위해 가능한 한 세분된 지역의 정보에서부터 시작

해 국가 수준의 농업환경지표 개발을 위해 지표별 연구와 관련분야 전문

가 회의 등을 통해 신뢰할만한 지표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다. 

 - 특히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공동작업반(JWP)에서 1993년 이후 10여

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여 지표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중

요한 이유는 농업환경지표가 농업부문의 환경 상태나 추세에 관한 기본

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평가

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농업생태계의 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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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외적 이슈로 부상될수록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는 농업환경지표 

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 OECD사무국은 2007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농업환경정책위원회의 핵심

적인 과제로 개발된 지표의 정책적 연계방안에 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

인 분석으로 설정하고 있다. 향후 개발된 농업환경지표의 정책적 연계방

안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농업환경지표개발과 관련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
한 과학적인 실증지표가 개발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 우선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생물다양성 제시를 위한 일본의 서식지행

렬 접근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농업

이 가지는 생물다양성 등의 다원적 기능이 농업환경지표 개발에 충분히 

반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캐나다에서 제시한 서식지행렬

(habit matrix, HM)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층적인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HM접근은 2005년 제22차 JWP회의에서 공

식적으로 발표되었고, 2006년 6월에 개최된 제23차 JWP 회의에서 그동안

의 진행과정을 설명한바 있다. 일본은 2007년 3월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농업환경지표의 정책적 활용에 관한 전문가 회의

에서 발표키로 하고 준비 중에 있다.

 - 벼농사 중심의 농업여건을 반 할 수 있도록 기존 농업환경지표에 대한 

문제점 검토 및 새로운 농업환경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국가별 농업특성

이 반 될 수 있도록 지표산정 방식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적절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농장관리지표는 토양, 공기, 물, 생물다양성 등 세부적인 농업환경지표를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 방식과 연계하는 통합지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

다. 현실적으로 환경친화적 농장관리기법에 관한 신뢰할 만한 통계자료 

및 관련정보의 부족으로 정확한 지표산출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제 

적용 가능한 지표산출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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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적인 농장관리지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현재 발표된 자료는 물론 지

표작성 체제에 적합한 새로운 통계자료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토양, 

수질 및 용수, 생물다양성 등 농업환경 전반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

인 D/B구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환경조건이나 농방식이 OECD 회원국간에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통합

된 농장관리기법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전체 

농장관리나 환경친화적 농장관리계획과 같은 주요 개념들은 보다 명확

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다양한 농장관리기법간의 연계성도 명확하게 식

별되어야 한다. 

 - 농업환경지표의 실제적인 적용과 관련 토양, 농약, 물 사용에 있어서 국

가별․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회원국을 그룹화 하여 지표

작성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농약사용량이 

많은 것은 고온다습의 기후에 의한 향이 크다는 것과, 또한 화학비료

의 투입량이 많은 것은 좁은 국토에서 많은 수확을 올리려는 경제적 행

동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설령 비료의 투입량이 많더라

도 수도작의 경우 논에서는 탈질 효과에 의해서 생태에 대한 향력이 

적어진다는 사실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이런 측면에서 농장관리지표의 개발은 농약, 물, 토양지표 등 주요지표를 

개발하는 연구자들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개발될 때 각 세부

지표의 사용과 관련한 우리에게 보다 함축적이고 설득력 있는 농장관리

지표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 관개기술과 관련해서는 주로 전작중심의 관개기술만이 고려되고 있어 우

리나라의 경우 논농사를 중심으로 한 관개가 주를 이루므로 이에 대한 

지표개발과 논과 받을 구분한 지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 환경친화적인 농장관리기법이 실제로 농민에 의해 어느 정도 이용되었는

지를 측정하는 이행지수의 분석이 필요하며, 또한 농가소득별․연령별․

교육수준별로 농민들에 의해서 이용된 관리기법의 유형이나 적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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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일부 구조적 지표들

을 시간에 따라 갱신해 나갈 수 있는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한다.

 - 농장관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이행지수 개발과 관련하여 개별 

농장관리기법에 대한 단순합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장관리기법

의 환경개선에 대한 효과를 고려한 합리적인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 농장관리기법의 환경

개선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 환경친화적인 관점에서 개별 농장관리기법을 사용하는 농장의 수보다 면

적이 보다 더 의미 있을지라도 농장의 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때론 

용이할 수 있다. 농장관리지표를 구축하는 연구과정에서 주요한 향후 연

구과제는 이들 지표들을 다른 지표 역에 연계시키고 지표간의 관계를 

개발해야 한다. 

→ 농장관리지표는 여러 가지 농업환경지표를 종합하는 지표로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지표개발과 관련 OECD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물론 

우리나라의 농장관리여건에 보다 적합한 지표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전문가로 농업환경지표 연구포럼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농업환경지표의 개발은 향후 OECD농업환경지표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

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정책의 과학적인 분

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지표별 전문가를 지정하여 지속적

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된 농업환경지

표의 실제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표개발 전문가와 관련분야 정책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농업환경지표 포럼’(가칭)을 농업환경지표개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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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국가별 환경적 농장관리기법 실천 유형(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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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환경적 농장관리기법 실천을 위한 농가 인센티브 개요(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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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핵심 추이 

❏ OECD국가들은 세계 식량 공급의 주요 국가이다. 2006-2016년의 전망에 

따르면, 농가생산의 성장은 개발도상국보다 OECD국가에서 더 낮을 것이

나, 선도적인 세계 식량 수출국으로서의 역할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

다. 

❏ OECD국가의 곡류, 육류 및 우유 생산에서의 증가 전망은 주로 호주, 캐

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 및 미국에 기인할 것 같으며, EU15개국에

서의 생산은 1990년대보다 낮은 비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일본에서 농업부문은 더 감소할 것이다. 

❏ OECD국가의 농가생산에서 예상되는 증가는 재배면적의 확대 혹은 가축

사육두수의 증가보다는 생산성 증가에서 올 것으로 전망된다. 

❏ 과거 20년 동안에 걸쳐, 모든 작물수량 증가의 반 정도는 유전적 향상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투입재 사용의 개선 특히 비료, 농약 

및 관개수의 사용 및 관리기술의 향상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 OECD국가의 농경지 면적의 총 경지면적의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회원국의 거의 3분의 2는 국토면적의 50% 이상의 비율로 경지를 

이용하는 부문이 농업이었다. 

❏ OECD국가는 농업생산, 경지면적, 투입재(양분, 농약, 에너지, 물)의 사용 

및 환경 압력(1990-2003년)에서의 각각의 추이로 볼 때, 4개의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 

 i. 농업생산 및 경지면적이 증가되는 국가: 멕시코; 멕시코의 경우 많은 다

른 OECD국가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생산집약도가 낮지만, 농업생산과 

경지면적의 증가에 의해 잠재적인 환경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ii. 농업생산이 증가하나 경지면적이 감소하거나 거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국가: 대부분의 OECD국가;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한국, 뉴질랜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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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 터키, 미국- 줄어든 경작면적에서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압력의 전

반적인 증가와 함께 최고의 생산 증가를 기록하 다. 

 iii. 농업생산 및 경지면적이 감소하는 국가: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일

본, 네덜란드, 폴란드, 국;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압력이 감

소하고 있다. 

 iv. 농업생산이 감소하나, 경지면적이 증가하는 국가: 노르웨이; 투입재 사

용의 전반적인 감소와 더불어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압력이 감소하고 있

다. 그러나, 노르웨이의 경우 경작되는 면적이 뚜렷하게 상승하 는데, 

그 일부는 조사기록의 향상에 기인한다.  

Ⅱ. 서론

1. OECD농업환경지표의 추이

❏ OECD의 추진력-상태-반응(DSR)모형은 종합보고서 제4권의 수행요약보고

서의 배경 설명부문에서 개괄하고 있는데, 이 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 이 장에서 살펴본 DSR구성요소는 다음을 내포하고 있다. 

 • 추진력(Driving forces)-농가 투입재 및 생산물: 농업생산; 경지이용; 양분

이용; 농약사용; 에너지 소비; 물 사용

 • 상태(State)

i) 생태계: 농약 위해성; 생물다양성

ii) 천연자원: 토양의 질; 수질; 대기의 질

 • 반응(Responses)-농민의 행동: 농장관리 기술 및 시스템

❏ 보다 넓은 맥락에서 종합보고서 제4권의 제1장의 나머지 부문에 대한 논

의를 시작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다른 핵심 추진력 특히 농장 투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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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과 관련되므로 농업생산과 경지이용의 추진력을 살핀다. 여기서 농

장 투입재는 농장 내 및 농장 밖에서 모두 농업과 관련된 환경의 상태

(State)에 향을 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는 다시 농기술과 시스

템을 변경시키는 역할을 하는 농민의 반응(Response)을 유도한다. 

2. OECD농업환경지표 개발의 진전

❏ 제2장은 농업환경지표 특히 2001-2004년에 걸쳐 개최된 일련의 OECD전

문가회의에서 얻어진 결과에 관한 OECD작업의 진전 사항을 리뷰한다. 

제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표들은 제1장에서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방

법론과 데이터 셑이 아직은 대표적인 OECD회원국의 상황을 비교할 만

한 상태에 있지 못하다. 전문가회의와 농업환경에 관한 설문서가 다른 

장에서와 같이 제2장의 핵심적인 재료를 제공하 다. 부록 1은 온실가스

(제1장, 1.7.3절)와 에너지(제1장 1.4절 참조)를 포함한 몇몇의 경우는 여

기에서 다루고 있지 않지만, 제2장에서 다루고 있는 지표의 목록을 제시

하고 있다. 

❏ OECD의 농업환경지표의 개발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의 집중적인 협력, 

다른 국제기구와의 공조, OECD회원국과의 상호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졌

다. 제2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각 지표 분야에 대한 리뷰로서 관련된 농업환경 문제와 정의를 고려하면

서, 정책 모니터링과 정책 평가에 유용한 지표로서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주요 지식 갭을 인식하는 것을 포함하여 각 사안에 대해서 작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전되었는가에 대한 평가가 뒤따른다. 

 - 지표설정의 네 가지 기준 즉 정책연계성, 분석적인 견고함, 측정가능성 

그리고, 해석의 용이성(부록 2에서 보충 정보를 참조하라)에 비추어 지표

를 검토한다는 견지에서 이 리뷰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주제에 대한 전

반적인 평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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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농업생산

❏ OECD국가는 세계 식량 공급의 주 생산국이다. 교역되는 주요 농산물(열

대 농산물을 제외한)-곡류, 육류 및 낙농제품-에 대하여 OECD국가들은 

세계적인 주요 생산국(벼를 제외)이자 수출국이다<표 1과 2>. FAO의 

2030년 농업전망에 따르면, 작물과 축산물의 생산 증가는 개발도상국에 

비하여 낮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주요 세계 식량 수출국으로서의 

OECD의 역할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작물생산에 대해서는 

OECD World 
% share of OECD

in World Total
Cereals1 765 2 132 36
    Rice2 31 589 5
    Wheat 242 588 41
Milk (cow) 285 517 55
Meat3 102 254 40
1. 곡물 : , 벼, 조곡
2. 논 벼 생산만 유효
3. 소고기 및 송아지 고지, 양고기와 염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기타 육류
(출처: FAOSTAT, 2006)

표 1. OECD와 세계 농업생산, 2002-2004

단위: 백만톤

OECD World 
% share of OECD

in World Total
Cereals1 179 277 65
    Rice2 2 2 89
    Wheat 83 116 72
Milk (equivalent)3 69 78 88
Meat Total 20 28 73

표 2. OECD와 세계 농업 수출, 2002-2004

단위: 백만톤

1. 위 곡류를 보라
2. 표 1과 일치하기 위해 오직 논 벼만이 사용됨.
3. 신선 우유, 버터, 분유, 치즈 및 다른 낙농제품의 우유 해당량
(출처: FAOSTA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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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연간 0.9%, 1.6%, 축산물 생산에 있어서는 각각 연간 0.6%, 2.4%), 

심지어 그 역할은 보다 중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FAO, 2003).

❏ 2006년에서 2015년까지 OECD농업전망에 따르면, 생산은 벼를 제외하고 

1990-2005년 기간 중에 걸쳐 성장한 것만큼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그

림 1; 이러한 전망에 대해 기저에 흐르는 가정은 2006년 OECD에서 개괄

하고 있다>. 전망 역시 곡류, 육류 및 우유 공식에서의 증가의 대부분은 

1990년대에 걸쳐 생산에서 빠른 성장을 보여준 동일한 국가, 즉 호주, 캐

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 및 미국에서 오는 것 같다<그림 2>. EU15

개국에서 전반적인 농업생산은 1990년대에 이룩한 것과 같은 속도로 성

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일본에서 농업부문은 더 위축될 수 있을 

것이다<그림 2>. 그렇지만, 몇몇의 EU국가들(스페인의 경우에 현저함)의 

경우 농업생산은 확대될 수도 있으며, 새로운 EU 25가입국 특히 헝가리

와 슬로바키아의 경우에서는 농업생산이 감소할 수도 있다. 

❏ OECD농업생산의 확대의 대부분은 재배면적 혹은 가축사육두수의 증가보

다는 생산성의 향상에서 오는 것으로 보여진다. 작물생산(즉 조곡, , 벼)

의 경우 OECD전망에 따르면, 대체로 수확면적의 증가보다는 생산성의 

향상에 기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생산은 증가하면서 

수확면적은 변화하지 않거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 지난 20년 

동안에 걸쳐 증가된 작물수량에서 모든 곡류의 반 정도는 유전적인 개선

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나머지는 투입재 특히 비료, 농약 및 

관개수 사용의 개선과 농장관리기술의 향상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OECD, 2005: Wiebe, 2003). 

❏ 가축생산의 경우에는 특히 돼지와 가금류의 경우에 사료 전환효율의 향
상을 통해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것 같다. 낙농, 소고기 및 양의 생산을 

위하여 방목되는 면적당 가축사육 도의 증가; 이미 돼지와 가금류에서 

잘 발달된 단위 생산시설에서의 가축사육 도의 증가를 통해서 생산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낙농분야의 생산성 향상은 포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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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하 다(OECD, 2004b). OECD국가의 소와 양의 사육 도를 보면, 

캐나다와 뉴질랜드에서 소 사육 도의 증가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양떼 

도에서의 감소를 제외하고는 1990년에서 2003년에 걸쳐 거의 변화가 없

었다. EU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 OECD우유생산 국가의 대부분의 경우

에 2006-2015년 전망에 따르면,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하고는 우유생산

은 증가하고 젖소의 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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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ECD국가의 농업생산, 수량, 수확면적의 최근 추이 및 선택된 
농산물에 대한 향후 전망

단위: 연평균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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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ECD평균 1990-2005=평균 1995-2005

4. 조곡은 보리, 호 , 귀리, 기장, 수수, 메 , 퀴노아, 포니오, 카나리, 혼합 곡류 등

5. 젖소 우유

6. OECD평균 1990-2005=평균 199-2005

(출처: OECD AGLINK 2005)

그림 1.  OECD국가의 농업생산, 수량, 수확면적의 최근 추이 및 선택된 
농산물에 대한 향후 전망 (계속)

단위: 연평균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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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농업 총 생산 규모의 변화 지수:1990-1992에서 2001-2003

기본 100=1990-01

1.  FAO 농업생산의 지수는 매년 농업생산의 총 규모의 1999-2001 기준 기간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수준을 나

타낸다. 이는 종자와 사료로서 이용된 양(유사한 방식으로 가중치를 적용함)을 제외한 다른 농산물의 가격 

가중치의 합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결과적인  총합은 종자와 사료를 제외한 여타 이용은 상관없이 소

모성 생산을 나타낸다. 국가별 모든 지수는 지역적이든 전 세계적 수준이든 간에 Laspeyres식에 의하여 산

출되었다. 각 농산물의 생산량은 1999-2001년 평균 국제 농산물 가격으로 가중치를 부여하 고, 연도별 값

을 합하 다. 지수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주어진 연도에 대한 총합은 1990-2001년 기준년도 동안의 평균치

로 나누었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OECD지표 웹사이트를 보라.

3. 노르웨이 국가 데이터

4. OECD는 벨기에, 룩셈브르크를 제외하며, 데이터는 2000년에서 2004년까지만 유효하다.

  (출처: FAOSTA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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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농경지 이용

❏ 경지이용과 토지피복의 변화는 지역적인 환경 변화뿐 만이 아니라 전 세
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추진력에 속한다. 농업이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경지이용의 주요 사용자인 점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그림 

3>. 

 • 사용 즉 농산물 생산과 생물다양성, 탄소흡수원, 물 보유능과 홍수조절

능력과 같이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 문화적 경관;

 • 소유권 특히 경지와 물과 연관된 사유재산권(OECD, 1997a)

 • 정책 즉 EU와 미국에서의 농경지 전환 프로그램의 사용과 같은 경지사

용과 관리방법의 결정에 향을 주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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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가 총 경지면적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2001-2003

  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헝가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

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에 대한 국가 데이타

(출처: FAOSTAT, 국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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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농경지 면적의 변화:1990-1992에서 2001-2003

   1. 고용은 농업에서 경제적 활동 인구를 의미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수렵, 어업 및 임

업을 포함한다. 농기계는 사용하고 있는 트랙터와 수확-탈곡기 콤바인을 말한다.

   2. 한국의 경우, 농기계 사용 변화는 178% 이다.

   3. 체코와 슬로바키아: 1990-92년 평균=1993-95년 고용 및 기계에 대한 평균 변화율(%) 

   4. 뉴질랜드의 경우, 농기계 사용 변화는 0.5%이고, 고용은 0.4% 이다.

   5. 농기계의 경우 룩셈부르크를 포함한다.

출처: FAOSTAT(2006)

❏ OECD국가의 농경지는 총 경지면적의 거의 40%를 차지한다(2001-03년). 

OECD회원국의 거의 3분의 2는 농업이 국가 전체 경지면적의 50%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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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차지 할 정도로 경지이용의 중심이다<그림 3>. 전반적인 OECD농

경지 면적은 1990-2003년 사이에 3% 이상 감소하 으며<그림 4>, 몇몇 국

가에서는 OECD평균의 2배 이상 감소하 는데(핀란드,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한국, 뉴질랜드, 폴란드, 스웨덴, 국), 이 경지의 대부분은 산림 혹

은 도시이용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렇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경작 면적이 

증가했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멕시코, 노르웨이에서 현저하다. 이들 국가

에서는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농가에 의한 등록

과 신고가 증가하 기 때문이었다. 이는 특히 가축분뇨 살포를 위한 최소 

면적에 관한 보다 엄격한 이행의무 및 생산에 근거한 농가지원정책에서 

면적에 근거한 농가지원정책으로의 전환과 연관되어 있다. 

❏ 환경적 효과의 관점에서 중요한 농경지 이용에서 향후 추이는 어떠할 것
인가? OECD작물생산에 대한 전망을 보면, 잠재적으로 집약적인 작물재

배 형태를 예측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의 경우 생산이 늘어나면서 수

확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재배면적당 화학재의 투입

의 더 큰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2>. 방목 가축에 

대한 전망을 보면, 방목초지에 보다 집약적으로 가축을 넣거나 방목 면

적을 확대하는 압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심지어 감소할 것 같다. 

소고기 생산은 향후 10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는 양과 젖소 

수의 감소에 의해 상쇄될 지도 모른다. 가능한 경지이용 변화를 돼지와 

가금류 생산의 예상되는 증가에 기인한 사료에 대한 요구도 증가와의 연

관성은 한층 복잡하다. 이는 결정적으로 사료 전환 효율(즉 고기 및 계란

의 1 kg을 생산하기 위해 소요되는 사료량)의 개선 및 OECD지역 외부로

부터 얼마나 많은 사료가 수입되는 지에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축 

인벤토리의 전체 규모와 조성에서의 변화는 토양, 물, 대기 중으로의 양

분유출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반면에 사육 도에서의 변화는 토양

침식과 생물다양성에 향을 줄 수 있다. 돼지와 가금류, 최근에는 젖소

의 경우에 대규모의 집단적인 사육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와 같은 

가축사양시스템의 변화 역시 다양한 환경적 향을 가져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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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농업생산과 경지이용사이의 연관성

❏ 농업생산의 확대는 생산중인 경지면적의 확대(특히 작물과 고기 소의 경

우)와 기술적인 발전 혹은 두 가지의 조합을 통한 가축생산 수량을 증대

시킴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다. 1990년과 2003년 사이에 걸쳐 농장 생산

과 경지면적의 추이에 따르면, OECD국가들은 광의의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그림 5>. 이러한 방식으로 그룹화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의미를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 그룹 1. 농업생산 및 경지면적이 증가되는 국가: 멕시코는 이 그룹에서 

유일한 국가로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멕시코가 

OECD지역에서 가장 집약적인 농업시스템을 가진 국가는 아니지만 환경

적으로 취약한 경지이용의 증가 위험이 있다. 

❏ 그룹 2. 농업생산이 증가하나 경지면적이 감소하거나 거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국가: 대부분의 OECD국가가 이 그룹에 속한다. 과거 10년에 

걸쳐 경작면적은 감소하면서 농업생산성과 집약적인 생산으로 농업생산

량을 증가시켜왔다. 그렇지만, 이 그룹 내에서는 두 개의의 하위 그룹으

로 나눌 수 있다. 

 -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한국, 뉴질랜드, 스페인, 터키, 미국: 경지면적

이 감소되거나 안정적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가장 큰 생산증가를 이룩하

다.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들 국가의 전반적인 생산강

도는 많은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낮다. 

 - 몇몇 EU15회원국과 아이슬란드는 경작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가 

생산의 집약화를 이룩하 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OECD국가와 아이슬란

드는 생산 증가는 이 그룹의 앞에서의 하위그룹보다 현저히 낮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투입재 사용의 강도는 대부분의 경우에 

OECD평균 수준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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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농업생산 규모지수 및 농경지 면적의 변화(1990-92년∼2001-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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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업생산 지수는 작물 및 가축의 총생산의 규모 지수로서 그림 2의 정의를 보라. 

그림속에 포함된 데이터는 1990-01년도를 100으로 기준하여 2001-03년도에 대한 평

균치이다. 체코와 슬로바키아: 1990-92년도 평균 = 1993-95년도 평균, 벨기에와 룩셈

부르크는 제외되어 있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만 자료가 유용하다. 

  2. 1000헥타로 표시된 국가 총 농경지 면적의 경우 1990-1992년도에서 2001-03년도까지

의 변화율(%)은 그림 4를 보라.

  (출처:OECD사무국)

❏ 그룹 3. 농업생산 및 경지면적이 감소하는 국가: 이 그룹의 농업부문은-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일본, 네덜란드, 폴란드 및 국- 1990년대에 

걸쳐 현저히 수축되었다. 일본, 네덜란드, 국의 경우 전반적인 투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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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강도는 OECD평균 수준 이상이었다. 그러나, 체코와 슬로바키아, 헝

가리, 폴란드의 경우에는 1990년대 초기에 시장경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농업생산 수준과 투입재 사용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1990년대 후반에 EU회원국에 가입하는 쪽으로 움직이면서 생산 수준과 

투입재 사용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 다. 

❏ 그룹 4. 농업생산이 감소하나, 경지면적이 증가하는 국가: 노르웨이는 이 

그룹에 속하는 유일한 국가로 농업생산은 과거 10년에 걸쳐 감소하 으

나, 경작 면적은 증가하 다. 그렇지만, 경작 면적에서의 외형적인 증가

의 일부는 부분적으로 농업환경정책에서의 변화에 연관된 경지 등록제

도에서의 개선에 기인하는데, 이는 역시 벨기에도 적용된다(생산에 관한 

자료가 없어서 그림 5에서는 표시되지 않았음). 벨기에의 농경지 면적은 

과거 10년에 걸쳐 3% 상승하 다.  

Ⅵ. 경지생태계 관련 지표

1. 농업경관

가. 논점

￮ 농업경관지표는 농업구조와 농기술, 경관의 구조, 기능 및 가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시도이다. 이러한 관계는 복잡하며, 흔히 고도로 지

역특이적(site-specific)이며, 흔히 국가별로 다양한 상황을 반 하여 다른 해

석을 낳을 수 있다.  

나. 지표

￮ “농업이 경관에 미치는 향-정책분석을 위한 지표 개발”에 관한 OECD전

문가회의(OECD, 2003d)에서는 OECD국가들이 다음과 같은 지표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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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 권고안을 제시하 다. 

 - 경관 구조: 경지 이용, 피복, 유형 및 문화적 특질(즉 관목 숲, 역사적인 

농가건물), 이들의 일부는 부분적으로 다른 지표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 경관 기능: 휴양(즉 접근성), 문화적 정체성, 고요함, 그리고 생물다양성지

표 분야에서 다루어진 생태계 기능

 - 경관 가치: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과 같은 방

법을 사용하여 산출된 농업경관의 화폐가치

다. 평가

❏ 농업경관지표가 이상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역 즉 구조, 기능, 

사회적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 지방 혹은 지역적인 경관 대상(즉 문화적 

요소)이 정의된 곳에서는 국가단위의 지표는 각자의 목표에 부응하기 위

한 지역 혹은 소규모 지역의 비율로서 나타낼 수 있다. 경관에 향을 주

는 관리기술 역시 농장관리 지표 그룹의 맥락에서 고려된다. 

❏ 농업의 기능과 가치 지표에 관해서는 폭넓고 이질적인 방법이 선택되거
나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OECD국가에 걸쳐 일관성 있는 데이터가 없

으며, OECD국가간 데이터 수집 활동(예를 들면, 경관의 탐색과 표본조

사, 통계 자료의 수집)에서 현저한 차이 역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배

경에서 현재에는 경지이용, 경지피복, 유형, 및 미래의 추이를 예상하기 

보다는 현재의 상태를 기록한다는 측면에서 돌담, 역사적 건축물 등과 

같은 문화적 특질과 같은 경관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경관구조에 관해서는 경지이용에 비교해서 OECD국가 전반에 걸쳐 경지

피복, 유형, 문화적 특질에 관한 정보는 훨씬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특질의 경우에 여러 나라가 과거 10년 동안의 변화를 측정하 다

<그림 6>. 이러한 요소들의 변화는 특히 유럽에서 대개 지역 수준에서 

측정되어 왔다. 예를 들면,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 E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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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지조각 도(Field patch density)와 선형적 특질의 측정과 같은 비교할 

만한 농업경관지표를 설정하 다(EEA, 2005).

❏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위하여 경관에 관한 OECD전문가회의를 통하여 

개발된 농업경관지표 분석틀(Agri-Landscape Indicators Framework)이 OECD

국가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었다(OECD, 2003d). 이는 지역 혹은 지방의 

목표를 통하여 나타난 지표의 범위를 정책 목적과 연계시킨다. 그러나 

정책과 경관 개발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거의 모든 국가들이 경관보전을 위한 목표를 분명하게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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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농경지에서 문화적 경관 특질의 변화

주) 1. 1990년과 2000년 데이터는 각각 1991년과 1996년 데이터를 말한다. 

2. 2000년 데이터는 2001-03의 데이터의 평균을 말한다. 

3. 제주도 지역에만 해당

4. 2000년 데이터는 1998년 데이터를 말한다. 

5. 여행자 트랙의 2000년 데이터는 1995년 데이터를 말한다.

출처 : OECD(2001), OECD농업환경지표 설문서(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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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 거나, 경관 특질 발전의 추이분석을 수행하지 못하 다. 이러

한 점에서 공간적 차이에 대한 강조는 더할 나위없다.  

❏ 현재에는 경관의 기능적인 다양성(휴양, 문화적 정체성, 고요함), 농장관

리 변수( 농시스템, 경관제공), 사회적 요구를 보다 충분히 이해하기 위

해서는 경관구조 지표에 대한 폭넓게 강조할 수밖에 없다. 정책분석에서 

이러한 지표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 방법의 세련화,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이 사용하는 기술의 통일성 증대와 함께 이들 

지표와 다른 지표들 사이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경지생태계 기능

가. 논점

❏ 농업과 관련된 생태계 기능과 서비스는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경지생태

계 기능 지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의 변화를 반 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농업과 연관된 생태계 서비스의 하나의 분명한 예는 홍

수와 산사태의 발생과 정도를 제어하는데 도움을 주는 농의 잠재적인 

능력에 관한 것이다. 기후 변이가 커짐에 따라 세계 도처에 걸쳐 많은 

지역에서 홍수와 사태의 발생과 그 정도가 커진다는 것이다. 농업은 어

떤 농기술이나 시스템이 선택되느냐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요인에 따

라서 홍수나 산사태의 원인 및 홍수나 사태로부터 피해를 경감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는 해답이 될 수 있다. 

❏ “농업과 경지 보전:정책분석을 위한 지표 개발“에 OECD전문가회의에서  

OECD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지표를 개발할 수 있다는 권고안을 제시하

다. 

 - 물 보유능(WRC) : 적용가능한 농경지(예를 들어 홍수조절 저류지)와 농업

용 관개 및 배수 시설  뿐만 아니라 농경지 토양 속에 단기간에 보유할 

수 있는 물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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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용 관개 및 배수 시설(Wf)에 의한 물 보유능: 농장에서의 물 저장시

설이 물을 보유할 수 있는 정도(즉 농가 댐, 둑, 수로 등) 

 - 사태경감지수(LMI): 산사태 위험이 있는 농경지 면적 중에서 관리되는 농

경지 면적 비율

나. 평가

❏ 물 보유능 지표는 농경지 토양, 홍수조절용 저류지와 같은 농경지, 그리고 

관개와 배수 시설과 같은 농장 내 물 저장에 의하여 단기간에 보유할 수 

있는 물의 양을 나타낸다. 이 지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주요 장애요인은 

경지면적당 물 보유능에 관한 유용한 국가 계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물 보유능은 일부 국가에서 계량화되었는데, 이에 따르

면 물 보유능은 과거 10년 동안 모든 나라에서 감소하 다고 한다<그림 

7>. 농가 관개 및 배수 시설(Wf)의 물 보유능 지표 역시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그림 8>. 물 보유능(WRC)과 관개 및 배수 시설에 의한 물 보유

능(Wf) 지표 모두 뚜렷하게 감소한 국가(이탈리아와 일본)에서는 홍수의 

잠재적인 위험이 과거 10년 동안 증가하 음을 내포하고 있다. 

❏ 물 보유능 지표는 토양 조건과 농장관리 기술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관개 및 배수 시설에 의한 물 보유능 지

표 역시 한발 기간 중에 물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반 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역 내에서 비농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지의 물 

보유능을 포함한 접근방식은 경지이용 형태(예를 들어 농업, 산림)에 따

라 홍수와 사태 경감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보다 총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몇몇 국가 역시 사태 경감 지표(핀란드, 헝가리, 일본)를 개

발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 다. 보다 일반적으로 경지생태계 기능 지표

는 정책분석에 한층 잘 통합될 수 있으며, 2003년 제3차 세계 물 포럼

(World Water Forum, WWF) 기간 동안에 시작된 국제 홍수 네트워크

(International Flood Network)의 프로젝트와 같은 국제적인 구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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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농업의 물 보유능력:1990∼92년에서 200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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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농업 시설의 물 보유능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1990-92년에 대한 데이터는 1993년 데이터를 말한다.

     3. 물 보유능력 계수에 대한 OECD의 추정치는 OECD(2001)에 근거한다.

출처: FAO 데이터 베이스, OECD(2001), OECD 농업환경지표 설문서(2003)

그림 8.  농업시설의 물 보유능력: 1990년에서 2002년

Korea 51 1 075 1 624
Switzerland 11 0.9 1
Slovak Republic 2 65 66
Japan -7 5 961 5 535
Italy -12 5 155 4 527

2 002
Million tonnes1990 to 2002

% Change 1 990

-20 0 20 40 60%

  주: 1. 데이터는 소규모 댐만을 포함한다.

     2. 2002년에 대한 데이터는 2000년 것을 말한다. 

출처: OECD농업환경지표 설문서(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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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시사점 및 결론

❏ 농업생산 규모 및 경지이용 면적은 배경지표로서 각국의 환경의 상태 변
화를 포괄적이며 함축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이다. 

❏ 농업생산은 농업생산요소인 경지, 물, 에너지, 양분, 농약 등 투입재 사용

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투입재(추진력) 사용은 잠재적인 환경압력으로 

작용하여 환경의 상태에 향을 줄 것이며, 생산의 주체로서 농민은 사

회경제적인 여건 변화에 반응하여 농 기술과 시스템을 달리 선택하게 

된다. 이 때 농민은 환경 상태에 직접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 여론, 소비자의 요구에 대해 반응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농민의 반응은 다시 농업생산과 경지이용에 향을 미치게 

된다. 경지이용의 변화는 토지피복에 향을 미치며, 이는 농업경관의 

형성에 중요한 향을 미치게 된다. 

❏ 과거 10년 동안 농경지 면적은 OECD평균 3.2% 감소한데 반하여 한국은 

11.7% 감소하 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농경지 면적이 크게 감소하

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이 증가한 국가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우리나

라가 농업생산강도가 높은 즉 집약적인 농업으로 환경에 대한 압력이 증

가하 음을 의미하고 있다. 

❏ 2006-2015년 사이에 OECD국가의 농업생산 전망을 보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재배면적 혹은 가축사육두수의 증가보다는 생산

성의 향상에 기인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생산성의 향상은 크게 유

전적인 개선, 비료, 농약, 관개수의 사용 개선, 농장관리기술의 향상에 의

한 투입재 이용 효율의 개선, 가축의 경우 사료전환효율 향상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작물생산에 대한 OECD전망을 보면, 잠재적으로 집약적인 작물재배 형태

를 예측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의 경우 생산이 늘어나면서 수확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재배면적당 화학재의 투입의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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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농업생산과 경지면적 변화로 본 한국의 OECD국가에서의 위치는 환경에 

부정적인 한국의 농업여건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국은 농업생산이 증가

하나, 경지면적이 감소하거나 거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국가 그룹에 속

하는 것으로 농업생산과 경지면적이 동시에 감소되는 일본의 경우와 비

교하여 볼 때 한국은 여전히 일본보다 더 집약적인 농업 즉 농업생산강

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향후 2006-2015년 사이에 OECD에 의한 농업생산 전망을 보면, 한국의 경

우 경지면적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우리나라의 농업 여건을 충분히 반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입의 자유화 확대와 더불어 

농업생산인력의 노령화로 인한 휴경지의 증가, 타목적으로의 경지 이용 

전환으로 인한 농업생산 면적의 지속적인 감소, 친환경농업 확대 등으로 

인한 투입재 사용의 감소로 인하여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압력은 크게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업환경지표의 수치가 긍정적으로 변

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인력의 급속한 노령화는 경

지 이용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며, 상대적으로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친환경농업이나 혹은 유기농업을 실행하는 데에 걸림

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 경지와 관련된 지표로서 농업경관 및 경지생태계 기능 지표는 농업의 긍
정적인 지표로서 OECD전문가회의에서 논의되었지만, OECD회원국 모든 

국가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지역지표로서 구분되었다. 경관구조와 

관련된 세부지표로서 경지 이용, 피복, 유형 및 문화적 특질을 들 수 있

으며, 경관 기능을 나타내는 세부지표로서 휴양(즉 접근성), 문화적 정체

성, 고요함, 그리고 생물다양성지표 분야에서 다루어진 생태계 기능이 

제시되고 있으며, 경관의 수요자 입장에서 본 경제적 가치도 경관과 관

련된 세부지표로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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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지생태계 기능을 나타내는 세부지표로서 농경지의 물 보유능(WRC), 

농업용 관개 및 배수 시설(Wf)에 의한 물 보유능, 사태경감지수(LMI) 등

은 들 수 있는데, 이는 농경지 이용 및 관리에 따라 재해경감 등이 달라

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지역지표로서 논의된 농업경관 및 경지

생태계 기능 지표가 모든 OECD국가에 적용가능한 지표로서 자리매김하

기위해서는 지표로서의 4가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 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농업에 의한 

환경부하가 상대적으로 커 거의 모든 농업환경지표가 불리한 방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부양인구를 고려한 농업생산 규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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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핵심 추이 

❏ 1990년부터 2004년 사이 OECD회원국의 질소수지(톤 단위로 표시할 때)

는 3% 감소하 고, 인산수지는 18% 감소하 다. 이로 인하여 토양, 물 

및 대기의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었다. OECD회원국의 양분이용효율 (투

입양분 중 얼마만큼을 생산물로 회수하 는가를 나타냄)은 많이 개선되

었으며, 특히 질소보다 인산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지난  15년 전에 비하여 OECD회원국의 질소질 비료 사용량은 2% 증가

하 고, 인산질 비료 사용량은 9% 감소하 다. 대부분의 OECD회원국에

서 축산분뇨는 양분과잉의 중요한 요인이다. 

❏ OECD회원국에서 지난 15년 전에 비하여 농경지 면적당 잉여질소의 강도 

즉 질소수지(kg/ha)는 15% 감소하 고, 인산수지는 약 30% 감소하 다. 

질소수지에 비하여 인산수지가 현저하게 감소하 지만 농경지 토양에서

의 인산 축적은 문제이다. 즉 장래에 수질오염의 잠재적인 원인이 된다. 

❏ OECD 회원국 중 유럽 국가들을 제외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및 미국

의 양분수지는 증가하 으며, 유럽 국가 중에서도 헝가리, 스페인, 아일

랜드, 및 포르투갈은 양분수지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다. 양분수지가 

증가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의 양분수지 지표값은 OECD평균보다 낮다. 

OECD 회원국 중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양분수지는 매우 높지만 지난 15

년 사이 많은 양이 감소하 다. 

❏ 지난 15년 동안 질소수지의 증가는 농산물 생산량 및 비료 사용량의 증
가와 가축 사육두수의 증가에 기인된다. 그러나 호주, 뉴질랜드, 헝가리

에서는 가축 사육두수는 감소하 지만 질소비료 소비량은 크게 증가하

다.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 가축 사육두수는 감소하 지만 질소비료 소

비량은 크게 증가하 다. 

❏ 전반적으로  OECD회원국은 체계적인 양분관리와 환경농업을 하는 농가

가 많아 질소수지를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는 환경오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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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질소수지를 유지할 수 있는 잠재력에 있

다. 일본, 한국, 및 룩셈부르크에서 양분이용효율은 OECD평균보다 낮은 

편이며, 이들 국가에서 질소수지는 OECD평균보다 높다. 

❏ OECD회원국의 투입양분의 주요 자원은 대부분 무기질 비료와 축산분뇨

이다. 투입양분 중 무기질 비료는 약 65% 이고 축산분뇨는 90% 이상이

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두과작물 재배에 의한 생물학적 질소고정 

등이 질소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양분을 흡수하는 작물 종

류는 농업생태계 차이에 따라 국가간에 큰 차이가 있다. 국가별로 작물

종류별 양분 흡수를 보면 뉴질랜드에서는 목초이고 헝가리와 일본은 주

로 주곡작물에 의한 양분흡수가 많은 편이다. 

❏ 대부분의  OECD회원국에서 지역단위 양분 수지는 지역별 상당한 차이

가 있다. 국가내 지역별 양분수지의 차이는 집약화된 축산업 및 옥수수

와 같은 다비작물 재배와 콩 등의 소비작물 재배 등 작부체계의 차이에 

기인된다. 

Ⅱ. 양분 지표

1. 지표의 정의

 ￮ 농경지에 투입되는 화학비료나 가축분뇨 등의 양분량 (질소, 인산)에서 

농작물 생산 등의 반출량을 제외하고 남은 양분량

2. 개념과 해석

❏ 농경지에 질소나 인산의 시용은 작물 생산에 결정적 요인이며, 이들 양

분의 결핍은 토양비옥도와 작물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 주요한 요인이

다. 농경지에 작물이 필요 이상의 많은 양을 시용한 잉여양분은 농민에

게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근원이 된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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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이상의 양분 투입은 더 이상의 생산성과도 연결되지 않고, 지표로 유

거된 양분은 지표수의 부 양화를 초래하고 지하 침투에 의한 지하수를 

오염시키며 암모니아와 온실가스에 의한 대기 오염을 초래한다. 

❏ 질소의 순환(OECD, 2005a ; 2005b)과 같이 농활동에 의해 투입된 양분

은 물리 화학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경과하면서 시용양분의 형태, 양분의 

효율성, 작물의 종류, 농업생태계에서의 환경적 동화 능력, 농장관리, 비

료 가격 및 보조금 등의 농업정책 등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향은 차이

가 있다. 

❏ OECD 양분 지표는 농경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양분 투입량(input)에서 반

출(output)되는 양을 뺀 값이다(그림1). 양분 지표의 값은 양분 결핍에 의

한 토양비옥도 저하와 양분과잉에 의한 토양, 물 및 대기 오염을 초래하

는 환경오염의 정도를 나타낸다. 

❏  양분 지표는 연도별 농경지의 ha당 킬로그램 단위의 양분 과잉 (혹은 결
핍)으로 나타낸다(kg/ha/yr). 양분 지표 값은 국가간 양분의 상대적 함량 

비교와 양분의 투입 및 반출 양분의 각 요소별 분포를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된다. 투입 양분으로는 화학비료,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 생물학적으

로 고정된 질소  및 대기 중 빗물에 의해 투입된 것 등이 있다. 반출 양

분으로는 수확된 곡물, 식물체 중 질소, 인산 등의 양분이다. 질소는 토

양, 물 및 대기환경으로 유실 또는 휘산된다.  질소 수지 값은 질소가 토

양 표면으로 유거되거나 지하로 침투되는 양, 탈질 및 휘산되는 질소량

은 각 요인별로 계산하지 않았다. 환경이나 국민건강에 무관한 질소가스

의 방출과 온실가스에 향을 미치는 일산화질소의 방출은 질소 순환에 

포함된다. 인산 수지의 각 요소는 질소 수지와 비슷하게 산정할 수 있으

나 탈질, 휘산 및 생물학적 고정 등의 과정은 없다. 

❏ 양분 지표는 국가 수준에서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별로
도 계산할 수 있다. 국가 단위의 일정 농경지의 평균 양분지표 값

(kg/ha/yr)은 국가별 공간 변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그러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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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환경정책 수립과 같은 정책 개발에는 그 지역의 양분 지표가 중요하

다<그림 1>.

Nutrient inputs (A)

Volatilisation and denitrification (1)

Inorganic
fertilisers

Livestock
manure

Biological
nitrogen
fixation (1)

Atmospheric
deposition

Primary agricultural system

Nutrient outputs (B)

Nutrient balance

Potential transfer of nutrients
into (2):
- Soil
- Water
- Air (1)

Arable and
permanent crops

Fodder crops
and pasture

Notes:
1. Applies to the nitrogen balance only.
2. In most situations an excess of nutrients are transported into the environment, potentially polluting 
soils, water and air, but a deficit of nutrients in soils can also occur to the detriment of soil fertility and 
crop productivity.
Source: OECD (2005a; 2005b).

(A – B)

그림 1.  OECD 양분(질소와 인산) 지표 산출의 주요 요소

❏ 양분 지표는 환경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잠재적인 요소이며 실직적인 비
료 등 농업자원의 고갈이나 환경에 직접적인 악화 정도를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양분 지표는 농업 및 농업환경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향을 평

가하기 위한 모델 개발 등 환경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 양분 지표의 산출은 양분의 형태 변화에 따른 계수 값의 정확한 평가와 
목초지나 사료 작물재배 지역의 양분의 수지 평가의 불확실성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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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이 있다. 더욱이 가뭄과  홍수 등 환경 재해는 작물이 양분흡수에 

크게 향을 미치며, 토양에서의 양분의 저장능력도 토양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다. 또한 목초지에 다양한 두과 목초의 질소의 흡수를 정확히 

평가하는 데는 아직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그러나 농장단위의 양분 수

지 평가 (van Eerdt and Fong, 1998) 와 뉴질랜드 Overseer 모델 (Ledgard 등, 

2005) 등은 아직 통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농업분야의 양분 수지를 평가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농업환경 지표를 추진력(driving force), 상태(state) 및 반응(response)지표로 

구분할 때, 양분 지표는 환경에 대한 추진력 지표이며 어떤 수계에서의 

양분농도 및 온실가스 방출 등은 상태 지표이고, 양분관리, 유기농업을 

포함한 농장의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계획 등은 반응 지표이다. 

3. 최근의 추이

❏ 전반적으로 OECD회원국의 양분 지표(톤)는  1990년부터 2004년 사이 질

소 수지는 3%, 인산 수지는 18% 감소하 는데 토양, 물 및 대기에서 환경

오염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그림 2, 8>. 양분이용 효율은 투입

양분 중 얼마만큼을 생산물로 회수하 는가를 타나내는 것으로 OECD회

원국의 양분이용효율은 많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질소보다 인산이 현저하

게 개선되었다<그림 7, 11>. 이와 같은 경향은 지난 15년 전에 비하여 

OECD회원국의 질소질 비료 사용량은 2% 증가하 고, 인산질 비료 사용

량은 9% 감소하 다<그림 5>.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축산분뇨는 양

분잉여의 중요한 요인이다. 더욱이 OECD 회원국에서 질소수지(kg/ha)는 

15％ 감소하 고 인산수지(kg/ha)는 약 30% 감소하 다<그림 2, 8>. OECD

회원국의 질소 수지에 비하여  인산 수지가 현저하게 감소하 지만 농경

지 토양에서의 인산 축적은 증가하 다. 질소는 탈질, 휘산과 같은 변화

를 통하여 대기 중으로 날아가거나 무기화되어 지하수나 지표수로 쉽게 

용해되지만 인산은 대기 중으로 이동이 없고 토양에 쉽게 흡착되는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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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토양 중 인산의 축적은 강우 시 토사 유출과 더

불어 인산이 유실되어 지표수의 오염원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Ⅲ. 질소 수지

❏ 1990년부터 2004년 사이 OECD회원국의 질소 수지(톤 질소로 표시할 때)

는 3% 감소하 으며, 특히 캐나다, 뉴질랜드는 질소 수지가 회원국 중에 

최고로 증가하 으며 유럽 국가 중에서는 헝가리, 아일랜드, 포르투갈 

및 스페인은 약간 증가하 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 (아일랜드 제외)의 질

소 수지는 증가하 지만 kg/ha로 표시할 경우 질소 수지 값은 OECD 회

원국의 평균보다 낮다<그림2>. 많은  OECD회원국은 지난 15년 동안 질

소 수지가 크게 감소되었지만 벨기에, 덴마크, 독일, 일본, 룩셈부르크 및 

네덜란드는 아직도 질소 수지가 매우 높다. 

❏ 지난 15년 동안 질소 수지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농산물 생산량 및 비료 
사용량의 증가와 가축 사육두수의 증가에 기인되며, 이는 토양 중 질소 

과잉을 초래한다. 그러나 호주, 뉴질랜드, 헝가리는 지난 15년 동안 가축

의 사육두수는 감소하 지만 질소비료 사용량은 크게 증가하 다<그림 

2, 3>. 

❏ 질소 과잉의 문제는 가축 사육두수 증가 및 돼지, 가금류 및 일부 젖소 

사육은 대부분 방목을 하지 않고 제한된 지역내의 축사에서 사육하는 축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된다(OECD, 2003; 2004). 최근 미국에서 축사 

내에서 사육하는 가축 두수와 그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60% 이상의 

축산분뇨는 방목할 수 있는 충분한 땅이 없는 농가에서 생산된다. 호주, 

미국, 캐나다에서의 비료 소요량의 증가와 질소 잉여는  대신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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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erage  Average  Average  Average 

1990-92 2002-04  1990-92 2002-04
(000') 

tonnes N
(000') 

tonnes N
(000') 

tonnes N % kgN/ha kgN/ha %

Canada 1073 1960 887 83 15 29 92
New Zealand 307 501 195 63 22 35 60
Spain 713 790 77 11 24 27 14
Hungary 227 250 23 10 36 43 20
United States 13419 14541 1122 8 31 35 12
Ireland 331 355 24 7 75 81 8
Portugal 173 179 6 3 43 47 8
Korea 465 462 -3 -1 213 240 13
OECD 39784 38545 -1239 -3 89 76 -15
Switzerland 120 116 -5 -4 76 76 0
Australia 7581 7284 -297 -4 16 16 -1
Iceland 9 8 0 -5 4 3 -5
Czech Republic 332 300 -31 -9 77 70 -9
Mexico 2843 2545 -298 -10 28 24 -13
Poland 862 758 -104 -12 46 46 -1
Norway 92 81 -11 -12 92 77 -16
Sweden 195 167 -27 -14 58 55 -5
Japan 935 795 -139 -15 180 166 -8
Luxembourg 30 25 -4 -15 238 199 -16
Italy 835 703 -131 -16 48 46 -4
France 1832 1470 -363 -20 60 50 -18
Belgium 344 269 -75 -22 255 193 -24
EU-15 9830 7668 -2162 -22 114 89 -22
Turkey 1493 1164 -329 -22 37 29 -21
Germany 2624 2043 -581 -22 151 120 -21
Austria 226 161 -65 -29 66 48 -27
Denmark 493 338 -156 -32 178 127 -29
Netherlands 688 443 -245 -36 345 229 -34
Finland 211 123 -88 -42 83 55 -34
United Kingdom 702 407 -296 -42 39 25 -36
Slovak Republic 197 111 -85 -43 80 46 -43
Greece 276 106 -169 -61 32 13 -61

Balance expressed as  
kg nitrogen per hectare of total agricultural 

land

  1990-92 to 2002-04Change in the nitrogen balance (tonnes N)   1990-92 to 2002-04

 Change  Change
Balance expressed as tonnes of nitrogen (N)

-50 -25 0 25 50

Greece (4)
Slovak Republic
United Kingdom (2)
Finland
Netherlands
Denmark
Austria
Germany (2)
Turkey (2) 
EU-15
Belgium (4)
France (2)
Italy (2)
Luxembourg
Japan (2)
Sweden (2)
Norway
Poland
Mexico
Czech Republic
Iceland (4)
Australia (2)
Switzerland
OECD
Korea (2)
Portugal (2)
Ireland (4)
United States (2)
Hungary
Spain (2)
New Zealand (2) (3)
Canada (2) (3)

%

1. 질소 수지는 농업시스템에 투입되는 질소량(주로 가축분뇨와 비료)과 시스템 밖으

로 유출되는 질소량(즉 작물과 목초생산에 의해 흡수되는 양분의 양)의 차이로서 

계산한다.

2. 2002-04년 기간 중의 평균은 2000-02년 평균치를 나타낸다.

3. 캐나다의 경우, 질소 수지 변화는 83%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질소수지의 변화는 63%이다.

   그리스의 경우, 질소 수지 변화는 -61%이다.

4. 2002-04년 기간 중의 평균은 2001-03년 평균치를 나타낸다.

출처 : OECD사무국(2006).

그림 2.  질소 수지 추정치: 1990-92 to 2000-02

   재배로 인하여 비료 요구가 많은 작물로 전환하여 곡물을 생산하는데 기

인한다. 또한 한국과 일본에서는 벼 생산량 감소로 비료 소비량이 감소

하 으나, 뉴질랜드에서는 목초생산을 증대하기 위하여 비료 시용량을 

증대하는 등 국가 간의 농산물 생산체계 차이에 따라 질소 비료의 투입

량이 증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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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과 출처: <그림 2> 참조. 

그림 3.  일부 OECD회원국의 질소수지 추이(1990 to 1992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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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 뉴질랜드 및 스페인에서는 지난 10동안 질소 수지가 증가하고 

양분관리에 대한 농민의 이해 정도가 비교적 낮았다. 전반적으로 OECD 

회원국은 체계적인 양분관리와 환경농업을 하는 농가가 많아  질소 수지

를 줄일 수 있었다. 많은 국가(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에서는 환경오염에 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질소 

수지를 유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더욱이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에서는  1990년 이후 시장경제 도입으로 농민에게 농자금 지원

이 중단됨에 따라 질소 수지는 크게 감소하 다<그림 2, 3>.

❏ OECD회원국의 질소 투입의 주요 자원은 무기질 질소비료와 축산분뇨가 

2/3을 차지한다.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는 두과작물 재배에 의한 생물

학적 질소고정에 의한 질소량이 많고, 벨기에, 국은 대기에서 질소 공

급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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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질소 투입과 산출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2000-02

1. 뉴질랜드의 경우 유기질 질소 비료의 변화는 301%이다.

2. 호주의 경우, 유기질 질소 비료의 변화는 121%이다.

출처 : <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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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OECD 질소수지에서 무기 질소비료와 가축분뇨에 의한 질소 
투입량의 변화: 1990-92 to 2000-02

1. <그림 2> 참조.

2. 뉴질랜드의 경우 질소 비료의 변화는 301%이다.

3. 호주의 경우 질소 비료의 변화는 121%이다.

출처: OECD사무국(2006).



72

❏ 몇몇 국가에서는 하수 슬러지를 재활용하여 비료 원으로 활용하고 있으
며 유럽연합의 하수 슬러지 재활용은 7% 정도 증가하 다. 하수 슬러지

의 비료 자원으로 활용은 농업분야에 유익하나 하수 슬러지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이나 병원균은 환경오염이나 국민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 스

위스의 경우 하수 슬러지의 농업용으로 재활용은 2006년부터 금지되었

다. 작물로부터 질소의 흡수는 농업생태계 차이에 따른 국가 간 큰 차이

가 있다. 국가별로 작물 종류별 질소 흡수를 보면 뉴질랜드에서는 목초, 

헝가리는 맥류 등의 곡류 및 일본은 벼에 의한 질소 흡수량이 많다. 

❏ 양분이용 효율은 투입된 양분 중 얼마만큼을 생산물로 회수하 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많은 나라(특히 벨기에, 핀란드, 그리스, 독일, 터키, 

국)에서 1990년부터 2004년 사이 증가되었다. 이는 작물생산을 위한 단위 

면적당 무기질 질소비료 사용량을 줄 기 때문이다. 축산으로 인한 양분

잉여는 사육형태, 축산분뇨의 저장방법, 분뇨를 포장에 살포하는 기술과 

그 시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호주의 젖소 농장에서 축산분뇨 관리는 

매우 취약하지만 스위스에서는 모든 축산분뇨는 어떤 형태로든 저장하

고 있다(OECD, 2004). 일본, 한국, 및 룩셈부르크에서 질소이용 효율은 

OECD평균보다 낮은 편이며, 이들 국가에서 질소 수지는  OECD평균보다 

높다. 

❏ 캐나다, 헝가리 및 한국 등에서 질소이용 효율은 지난 10년간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은 대체적으로 비료나 축산분뇨 사용의 증가

로 작물로부터 질소 흡수량이 감소하 기 때문이다<그림 6>.  캐나다에

서 질소이용 효율의 감소는 비료 시용량을 줄이지 않고 두과작물 재배면

적을 확대시키고 지역에 따라 작물수량 감소 및 단위 면적당 가축 두수

의 증가에 기인한다(Lefebvre 등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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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질소 수지에 근거한 질소 이용 효율: 1990-92 and 2000-02

  1. <그림 2> 참조.

출처: OECD사무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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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산 수지

❏ 1990년부터 2004년 사이 농업부분 인산 수지(톤)는 18% 감소하 다. 이것

은 인산질 비료 사용이 실질적으로 9% 감소하 기 때문에 인산 수지는 

OECD회원국의 평균 질소 수지 감소폭 보다 매우 컸다<그림 7>. 10여 개

국의 유럽국가에서 지난 15년 동안 인산 수지는 50% 이상 감소하 다. 

그러나 이들 몇 개국에서 일정 면적당(kg/ha) 농도를 나타내는 인산 수지 

값은  OECD회원국 중에서 높은 편이며 특히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매우 

높은 편이다<그림 8>. 특히 뉴질랜드는 1990년에 비하여 2002년에 인산 

수지가 50%증가하 으나 인산 수지 값은 OECD평균값보다 약간 높은 편

이다(OECD에서 인산 수지는 인 수지로 계산함. 인산 함량/2.27 = 인 함

량임).

❏ OECD회원국들의 농경지에 인산 투입은 대부분 90% 이상이 인산질 비료

나 축산분뇨 다. 목초, 사료작물 및 주곡 작물 등에 의한 작물별 인산 

흡수량은  국가 간에 크게 차이가 있다<그림 9>.

❏ 1990년부터 2004년 동안 9%의 인산질 비료 투입량 감소는 질소이용 효율
에 비하여 인산이용 효율이 크게 개선된데 기인한다<그림 10>. 대부분 

OECD회원국의 인산이용 효율 개선과 인산 수지 감소는 질소보다 인산

이 안정한 형태로 토양 중에 오랫동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농경지에 매년 인산 시용은 토양 중에 점진적으로 인산의 축적을 

초래하 고, 그 결과 토양 중에 축적된 인산은 작물이 일부 이용하거나 

수계로 유실된다. 

❏  농민들은 토양검정을 통하여 그들의 농토에 인산의 축적을 인식하게 된 
이후부터 정부의 지원 아래 인산질 비료의 시용을 줄이게 되었다 

(Johnston and Steen, 1990; USDA, 2003). 또한 인산이용 효율의 증가는 배

합사료 조성에까지 향을 미쳐 축산업의 변화를 초래하 다(OECD, 

20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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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에 미치는 인산의 물리적 특성은 질소와 차이가 크다. 많은 OECD 

회원국에서 작물에게 필요 이상의 인산이 토양에 축적되어 환경에 미치

는 향은 증가되고 있다. 하천 바닥에 퇴적된 토양입자와 결합되어 있

는 인산의 보유력은 일반적으로 질소에 비하여 매우 크다. 토양 중 질소

는 매우 빠르게 토양 입자와 분리되어 용해되지만 유실된 토양 중에 있

는 인산의 지하 침투는 매우 적고 토양유실에 의하여 하천으로 이동되어 

서서히 물에 용출되어 나온다. 그러므로 인산 수지가 높아도 수계에서의 

인산 농도를 높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이로 인하여 강이나 호

수에서의 인산 농도는 가까운 장래에 서서히 증가할 것이며, 지하수에도 

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많은 OECD 회원국에서 많은 농민들이 최소 

경운을 함으로써 토양의 경운층 내 인산의 축적을 가속화시킨다. 최소 

경운은 토양유실을 줄일 수 있지만 토양 내에 인산 축적량을 높인다. 더

욱이 축산분뇨 중에는 인산 함량이 매우 높아 농경지에 투입으로 양분균

형이 깨지고 인산의 축적이 가속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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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인 수지 추정치: 1990-92 to 2000-02

  1. 인 이용 효율은 질소, 가축분뇨 및 다른 인 투입에 의해 공급된 총량(톤) 중에

서 작물과 사료작물의 의해 흡수된 인의 양(톤)의 비율로서 측정됨. 

출처: OECD사무국 (2006).



Average Average Average Average 

 1990-92  2002-04  1990-92  2002-04
(000') 

tonnes P
(000') 

tonnes P
(000') 

tonnes P % kgP/ha kgP/ha %

Canada 87 166 79 91 1 2 102
New Zealand 131 197 66 50 9 14 47
Spain 217 273 55 25 7 9 29
Australia 311 384 73 24 1 1 27
United States 1 139 1 303 164 14 3 3 18
Portugal 62 62 0 1 15 16 5
Norway 15 14 -1 -9 15 13 -13
Luxembourg 8 7 -1 -9 64 57 -11
Korea 103 92 -11 -11 47 48 1
United Kingdom 262 215 -47 -18 16 20 29
OECD 4 575 3 745 -830 -18 17 12 -28
Iceland 3 2 -1 -20 1 1 -20
Japan 339 251 -88 -26 65 52 -20
Turkey 354 228 -126 -36 9 6 -35
Ireland 45 29 -16 -36 10 7 -35
Denmark 47 30 -17 -36 17 11 -33
EU-15 1 724 1 030 -693 -40 19 13 -32
Italy 201 117 -83 -41 11 8 -33
Poland 98 53 -45 -46 5 3 -39
Belgium 55 28 -27 -49 41 20 -51
Netherlands 75 37 -38 -51 38 19 -49
Greece 69 32 -37 -53 8 5 -42
Switzerland 18 8 -10 -56 11 5 -55
Finland 59 24 -34 -59 23 11 -53
Germany 253 99 -154 -61 15 6 -60
Austria 26 10 -16 -62 7 3 -61
Sweden 18 7 -11 -62 5 2 -58
Czech Republic 43 9 -33 -78 10 2 -78
France 328 60 -267 -82 11 2 -81
Slovak Republic 36 2 -35 -96 15 1 -96
Mexico 175 5 -170 -97 2 1 -29

Balance expressed as  
kg phosphorus per hectare of total 

agricultural land

 1990-92 to 2002-04 Change in the phosphorus balance (tonnes P)  1990-92 to 2002-04

 Change  Change

Balance expressed as tonnes of phosphorus 
(P)

-100 -80 -60 -40 -20 0 20 40 60 80 100

Mexico
Slovak Republic
France (2)
Czech Republic (4)
Sweden (2)
Austria
Germany (2)
Finland
Switzerland
Greece (4)
Netherlands
Belgium (4)
Poland
Italy (2)
EU-15
Denmark
Ireland (4)
Turkey (2)
Japan 2)
Iceland (4)
OECD (3)
United Kingdom (2)
Korea (2)
Luxembourg
Norway
Portugal (2)
United States (2)
Australia (2)
Spain (2)
New Zealand (2)
Canada (2)

%

그림 8.  주요 OECD회원국의 인 수지 추이(1990 to 1992 = 100)

   1. 인 수지는 농업시스템에 투입되는 인(주로 가축분뇨와 비료)의 양과 시스템 밖

으로 유출되는 인(즉 작물과 목초생산에 의해 흡수되는 양분)의 양의 차이로서 

계산한다.

   2. 2002-04년 기간 중의 평균은 2000-02년 평균치를 나타낸다. 

   3. 헝가리를 제외함. 

   4. 2002-04년 기간 중의 평균은 2001-03년 평균치를 나타낸다.

출처: OECD사무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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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과 출처: <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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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인 수지에 근거한 인 이용 효율: 1990-92 and 2000-02

   1. <그림 8> 주석 참조.

   2. 헝가리를 제외함.

출처: OECD사무국(2006).

Ⅴ. 지역 단위의 양분 수지

❏ 국가 단위의 양분 지표는 지역 단위 양분 수지를 평균한 값이며, 특히 좁

은 지역 내 집약적으로 관리하는 농체계에서는 지역 단위 양분 수지가 

중요하다. 호주, 캐나다, 멕시코 및 미국은 양분 지표가 매우 낮으나 이

들 국가 내에서 지역별로 보면 양분잉여가 과다하여 환경오염이 우려되

는 지역이 있는 반면 농경지에 양분함량이 낮아 작물생산성이 떨어지는 

지역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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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의 지역 단위의 질소 수지를 보면 1990-2002년에 질소가 부족하
으나 10년 후 개선되어 질소가 부족한 지역은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질소 수지는 계속 증가하여 질소 수지가 21~40 kg N/ha 인 

지역이 48% 다. 이는 두과작물의 재배면적 증가, 가축 두수의 증가 및 

작물생산량 감소에 기인한다(Lefebvre 등 , 2005). 폴란드의 경우 국가 질

소 수지는 평균 46 kg N/ha 이며, 농경지의 약 1/3 이 50 kg N/ha 이상이

다<그림 11, 12>.

❏ 양분수지의 공간변이는 대부분 농방법의 지역적 차이에 의하여 설명된
다. 이탈리아의 경우 북부지역의 질소수지는 남부지역보다 12배 높다. 이

는 북부지역에서 축산물 생산과 다비작물인 옥수수 재배가 집중되어 있

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도 목축업이 대부분인 지역의 양분 수지는 독

일 평균보다 2배 이상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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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질소 수지의 공간적 분포: 캐나다와 폴란드

   1. 인산 이용 효율은 비료, 가축분뇨 및 다른 인 투입량(톤) 중에서 작물과 사료작

물에 의한 총 인 흡수량(톤)의 비율

   2.  헝가리를 제외함.

출처: OECD사무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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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질소 수지의 공간적 분포: 캐나다와 폴란드

출처: OECD사무국(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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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시사점 및 결론

❏ 현재 한국 농경지 양분수지는 인구수 대비 농경지 면적이 좁은 나라의 
전형적인 농업형태인 집약농업이 보여주는 높은 양분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좁은 농경지에서 높은 작물생산량을 유지하고 단백질공급

을 위해 집약축산을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미

국, 캐나다 등 조방농업을 하는 국가와 양분수지를 가지고 농업환경 향

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한다.

❏ 그러나 국가전체에 대한 양분수지 평가는 국내 양분의 이용 및 효율을 
모니터링하고 연차 간 비교를 통해 양분관리정책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

련하는 데에는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농림부 및 농업연구기관에

서는 양분수지에 대한 기본자료 입력 및 산출과 이의 활용에 관심을 가

져야 할 것이다.

❏ 특히 행정구역 및 수계를 중심으로 한 유역별 양분수지는 지역 간 비교
를 통해 양분투입을 줄이고 양분에 의한 향을 최소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OECD 방법보다는 상세한 자료구성을 통해 연

구 및 정책에의 활용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 OECD 양분지표는 양분수지에 기초하여 OECD 회원국간 농업환경을 비

교하고, 이를 무역과 연계 하려는 목적으로 출발한 만큼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OECD 내에서의 농업환경과 무역연계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어

야하고, 인구 도가 높고 집약농업을 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입장의 나라

들은 양분수지가 높을 수밖에 없어 WTO 체재 하에서 농산물의 자체 생

산보다는 수입을 조장할 수 있는 근거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해야 할 것이다. 

❏ OECD 양분수지 지표는 전국 농경지 평균인 관계로, 실제 논농사의 낮은 

양분수지, 밭 및 하우스 농사의 높은 양분수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문제

점이 있어 한국의 대표 농업형태인 논농사의 친환경성이 부각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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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농형태별 양분수지 자료 보완에 힘써 수입개방에 의한 압력이 

농민들을 논농사에서 하우스나 축산 등의 양분수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도 있다.  

❏ 현재 국가단위나 지역단위 양분수지를 계산하는데 있어 자료부족 문제가 
항상 대두 되고 있는데, 특히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분량(농가 및 공공처

리)과 작물별 부산물(crop residue)의 량 및 처리(환원, 제거), 볏짚의 사료

화 이용에 따른 볏짚 사용량, 유기질비료(퇴비가 아닌), 농림통계연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산물생산(조사료, 담배 등)은 상당한 양분량을 포함하고 

있는데도 연도별 자료획득이 어렵다. 이러한 자료는 일부는 타 기관과의 

공조와 농진청 자체 내의 조사사업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양분수지 자료는 실제 양분이 주는 환경 향을 구체적으로 표현하

지 못하고 블랙박스 개념으로 표현하는 만큼 일반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

지는 점이 있어, 앞으로는 자료를 보완하여 LCA 평가 등으로 진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수질 향평가 등과 연계하여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

게 자료의 공유체계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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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핵심 추이 

❏ 전체 농약사용량은 1990-2002년 사이에 5% 감소하 다. 그러나 농약 주

성분량으로 계산하 을 때 국가간의 경향(주성분량으로 측정)에서는 커

다란 변이를 나타내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농약사용이 증가한 반면 농약

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하여 이들 중 많은 농약들은 환경에 덜 해

로워 졌다. 그러나 일부 오래된 농약들(예를 들면 DDT, Atrazine과 그 유

도체들)이 환경 중에 잔류되므로 비록 이들 농약들의 사용이 현재는 금

지되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다.

❏ OECD국가 중 농약사용량이 많은 국가중에 하나인 이탈리아는 농약사용

량이 증가하 으나 프랑스, 일본, 미국에서는 감소하 다. 이들 국가들은 

2000-2002년에 전체 OECD 농약사용량의 2/3를 차지하 다.

❏ 농약사용량이 20% 이상 증가한 나라들(그리스, 멕시코, 폴란드, 터키)은 

작물생산의 확대(특히 멕시코, 터키)와 농약으로 노동력을 대체함으로서  

주로 설명이 될 수 있다.

❏ 농약사용량이 20% 이상 감소한 국가들은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헝가

리,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이며, 이러한 감소는 국가간 중요성

에 변화를 일으킨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된다. 즉 작물생산의 

감소, 장려금과 세금의 사용, 병해충 관리 기술 채택, 저약량 및 적용범

위가 넓은 새로운 농약제품의 사용, 유기농의 확대, 시장경제로 전환한 

국가(체코, 헝가리)에서 농업보조의 급감, 그러나 2000년경부터 이들 국

가들의 농약사용은 EU국가가 되는 시점에서 증가하기 시작하 다.

❏ 지난 10년간 일부 제한된 OECD 국가의 농약사용지표들은 대부분의 경우 

농약사용으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 위해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이들 지표들은 농약사용 감소(증가)와 위해성 감소(증가) 

사이에 연관이 있다고 제시하 다. 그러나 일부 연구들은 위해성은 농약

이 살포된 대부분의 농가 토양에서 수치화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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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농약사용 지표

1. 지표의 정의

• 주성분으로의 농약사용량(또는 판매량)

2. 개념과 해석

❏ 농약은 농업 생산성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 으나 한편으로는 인간건강

과 환경에 대하여 잠재적 위해성을 나타낸다. 위해성은 농약 본래의 독

성(위험성)과 노출에 크게 관련된다. 노출은 살포방법, 살포후 날씨, 농약

의 환경중 이동성과 지속성, 수계에 근접성과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변

한다.

❏ 지표는 실질적인 향은 아니지만 농약이 환경과 인간 건강에 미치는 잠
재적인 압력으로 작용한다. 농약사용지표는 농업용 농약(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및 생장조정제와 살서제를 포함하는 기타농약의 주성분에 대한 

데이터)의 전체량에 대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경향을 나타낸다. 많은 

다른 농약사용지표들과 달리 이 지표는 농경지의 단위 ha당 사용된 농약

량으로 표시되지 않는다. 농약 살포량은 작물별, 국가내 또는 국가간에 

따라 달라지며, 때로는 사료작물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국가간 기간별 데이터가 존재한다(OECD, 2005a).  

❏ 국가간 비교지수로서 지표를 사용하는데 따른 제한은 농약사용 데이터의 
정의와 범위가 OECD 국가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농약사용은 사용

량자료 중 이상적으로는 대표적인 샘플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며, 농

약사용에 대한 대체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로 극히 일부 국가에서 

실제농약사용 자료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모든 OECD 국가들은 농

약판매량에 대한 데이터로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1990년대 

농가 설문조사서들은 농약사용량이 판매량의 5% 수준에서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어떤 해의 경우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판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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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적게 농약을 사용하 다. 1994년 말 과세 도입에 대비한 농민들이 

가격상승을 우려하여 농약을 비축하 다(Swedish Chemicals Inspectorate, 

1999). 호주, 캐나다와 아이슬란드를 포함하는 많은 국가에서 농약사용데

이터 자료는 불완전하다. 더욱이 문제점은 산림, 정원 및 골프용 농약을 

제외한 농업용 농약만 확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농업은 농

약사용의 75%, 벨기에는 65~70%를 차지한다(3장). OECD는 Eurostat와 공

동으로 농약사용데이터의 수집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하 다

(OECD, 1999).

❏ 국가간 농약사용수준을 절대적으로 비교할 때는 농약사용 구조와 수준에 
향을 주는 기후조건과 농방법의 차이에 주의가 요구된다. 기후조건

의 변이성(특히 온도와 강수량)이 매년 농약사용을 크게 변화시키지만 

여기에서 조사된 13년간 기록에서는 덜 중요하다. 이에 반하여 농약 혼

용에서의 변화는 살포 주성분들을 감소시켰으나 악 향은 증가하 다. 

지표는 독성, 지속성 및 이동성에서 농약간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선택적이고 쉽게 분해되고 인간과 환경에 대한 잠재 위해성이 낮은 농약

들을 농민이 더 많이 사용하므로 전체적인 농약사용 경향에서 어떠한 변

화를 나타내지 않거나 증가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농약 환경위해

성 지표에 관한 1.2.2절에서 보여준 것처럼 일부 OECD 국가의 증거는 농

약사용 감소(증가)와 위해성 감소(증가) 간에 상호 관련성을 보여준다.

❏ 환경적으로 오존층을 파괴하는 잠재성을 지닌 methyl bromide의 사용에 

대한 지표(1.7.2절)를 포함한 농약사용지표는 농약위해성 지표(1.3.2절)과 

수질에서 농약(1.6.2절)의 상태 또는 존재/농도와 관련된다. 환경에서 이

들 변화에 대한 반응들은 유기농업을 포함하는 병해충관리와 환경농업

계획의 지표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다(1.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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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의 추이

❏ 전체 OECD 농약사용은 지난 10년간 5% 감소하 으나 국가간의 경향에

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 이것은 특히 주요 OECD 농

약사용국가-이탈리아는 증가, 프랑스, 일본과 미국은 감소-에서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들 국가들이 전체 OECD 농약사용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Average Average 

 1990-92  2000-02

Tonnes Tonnes Tonnes %
Poland 6507 9366 2859 44
Turkey 11967 17129 5162 43
Greece 8214 11365 3151 38
Portugal5 13200 16141 2941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31551 38529 6978 22
Spain 36849 39883 3033 8
Ireland 2043 2154 111 5
Italy4 81930 83628 1697 2
New Zealand 3635 3699 64 2
Korea 28097 27945 -152 -1
EU156 341820 332368 -9452 -3
Slovak Republic 3694 3595 -99 -3
France 95281 92263 -3019 -3
United Kingdom 34060 32873 -1187 -3
United States 880853 834053 -46800 -5
OECD7 336185 316835 -19351 -6
Germany 32629 29248 -3381 -10
Sweden 1897 1700 -197 -10
Belgium 7092 6326 -766 -11
Finland 1727 1401 -326 -19
Japan 89112 71291 -17821 -20
Netherlands 4206 3258 -948 -23
Austria3 2120 1553 -567 -27
Switzerland 6699 4460 -2240 -33
Czech Republic 912 573 -339 -37
Norway 4948 2931 -2017 -41
Denmark 17744 9199 -8545 -48
Hungary 18554 6712 -11842 -64

1990-92 to 2000-02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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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농업에서의 농약사용 : 1990-92∼2000-02(주성분량에서 변화)

❏ 주요 OECD 농약사용국가 중에 미국은 작물생산과 관련하여 1999-2003년

(그림 3, 1.1절)에 농약사용량이 6% 감소하 으나 작물생산량은 9% 증가

하므로 농약사용의 강도가 감소하고 있다<그림 2>. 부분적으로 농가에서 

사용농약의 혼용을 변화시키는 농약규제, 농가 평균 농약비의 상승, 비

화학적인 병해충방제 기술의 높은 채택율로 설명될 수 있다(1.9절). 프랑

스의 경우 1990년대에 걸쳐 작물생산이 증가하 지만(그림 3, 1.1절) 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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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서 감소경향에도 불구하고 그 경향은 유동적이었다<그림 2>. 프랑

스에서 전체농약의 30%를 차지하는 유황제와 구리제 농약제품의 소비가 

지난 10년간 40% 감소하 으나 저약량의 농약들이 크게 사용되었다. 이

탈리아에서 농약사용이 증가하 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유기농업의 

빠른 성장(1.9절)으로 부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다. 일본에서는 농약사

용에서 높은 효과를 나타내어 농약사용이 20% 감소하 으나<그림 2>, 

작물생산은 17% 감소하 다(1.1절). 그러나 일본농가의 2%이내가 비화학

적인 병해충 방제법을 사용하며 전체농경지의 1%가 유기농업을 실시하

고 있다(1.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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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부 OECD 국가의 농약사용 경향 : 1990∼2002

1. For EU15 pesticide use index: 1996 = 100.

2. Pesticide use index 1993=100.

3. Pesticide use index 1996-98=100.

Notes and Source: see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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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에 농약사용에서 높은 증가율(20% 이상)을 나타낸 OECD 국가들 

중 그리스와 터키(그림 3, 1.1절)는 작물생산에서 실질적인 증가로 설명

된다. 폴란드는 작물 총생산량은 감소하 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원예

작물, 수량증가와 농약의 노동력 대체가 농약사용을 증가시켰다<그림 

2>. 포르투갈은 비록 ha당 농약사용에 대한 생산성은 향상되었지만 농약

사용 증가는 주로 원예농업의 성장에 기인하 다. 1990년대 작물생산 특

히 원예작물(예 포도재배)에서 빠르게 증가한 호주의 경우(그림 3, 1.1절) 

농약 사용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지만 농약사용이 증가하 을 가능성이 

있다.

❏ 1990년대 초에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에서 농약사용의 상당한 

감소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으로 설명된다(그림 2). 즉, 이것은 농업보조수

준의 붕괴, 농약보조의 폐지와 농가의 구매력을 제한하는 농가부문에서 

부채의 증가로 설명된다(OECD, 1998). 그러나 최근에는 EU가입을 위한 

과도기로 특히 2000년경에 이들 국가의 농약사용은 증가하기 시작하

다<그림 2>.

❏ 지난 10년간 농약사용이 크게 감소한 다른 OECD 국가에 대하여는 종합

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이들 요인들은 작물생산의 감소

(덴마크, 스위스), 농약사용 감축목표 설정(덴마크, 네덜란드) 및 농약사

용 감소를 위한 세금도입(덴마크, 노르웨이)이다. 그러나 농약사용에 대

한 다른 정책들의 효과 중에서 농약세금의 효과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Pearce, 2003). 어떤 국가에서 농약의 감소는 저투입 고선택성 농약의 사

용 및 병해충 저항성 작물의 재배와 같은 병해충 관리를 한 작물의 재배

면적의 증가와 연결되었다(예를 들면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1.9

절). 또한 일부 국가에서 유기농업의 빠른 증가는 농약 수요를 감소시켰

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와 스위스의 경우 전체 농경지의 6% 이상

이 유기농업을 실시하고 있다(1.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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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농약위해성 지표

1. 지표의 정의

• 농약독성과 노출로부터 육상 및 수생환경과 인간건강에 대한 위해성의 

지수

2. 개념과 해석

❏ 농약사용에서 변화는 다른 제품들의 위해성에서의 커다란 변이 때문에 
관련 위해성에서의 변화와 동일하지 않다. 1980년대에 나타난 제초제 시

장에서의 변화는 저약량으로 이전의 제품보다 생물학적 고활성을 지닌 

새로운 제초제가 시장에 출하되었을 때의 예를 보여준다. 이때 농약사용

지표들은 제초제 사용에서 실제적인 감소를 나타냈다. 이에 반하여 위해

성 지표들은 제초제 사용과 관련된 환경과 인간건강 위해성에서 아무런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거나 증가하기까지 하 다. 더 좁고 정확한 선택성 

또는 매우 빠르게 분해되기 때문에 인간과 환경에 낮은 위해성을 지닌 

농약들이 더 많이 사용되더라도 전체 농약사용경향에서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거나 증가하기까지 한다.

❏ 1997년에 시작된 OECD 농약프로그램이 농약위해성 지표를 이끌어 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6개 모델들을 분석하여 비교하는 과제를 완료하 다

(OECD, 2005b). OECD과제에서 평가된 모든 모델들은 국가수준에서 농약

위해성의 경향을 보고하도록 고안되었고, 이들 중 5개 모델들은 똑같은 

기초식을 사용하 다.

노출/독성(또는 독성/노출) × 총 사용량

❏ 6번째 모델은 비슷한 기초식을 사용한다.

(판매량/약량)/총 농약살포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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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과제에서 평가된 농약위해성 지표모델들은 비슷한 기본구조를 가

지고 있다. 그러나, 모델들은 그들이 어떻게 노출을 평가하고 어떻게 다

른 변이들에 무게를 두는 지에 따라 다르다. 이들 차이점들은 국가별로 

위해성의 상황과 이해를 반 한다. 이러한 점에서 OECD과제에서 이루어

진 이들 지표들에 대한 소규모 시험은 이들 지표들의 가능한 범용성을 

평가하는데 정보를 제공한다(OECD, 2005b).

❏ 자료의 부족이 농약위해성 지표들을 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장애 중의 
하나이다(OECD, 2005b). 농약특성에 대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농약등록파일에서 이용할 수 있으나 OECD과제는 어떤 분야의 자료들이

(장기(만성) 독성) 미완성인 것을 발견하 다. 더욱이 단기(급성)독성에 

대한 자료조차 크게 값이 다른 것을 보여준다. OECD과제는 매년 일관된 

접근법의 사용이 가장 높은, 가장 낮은, 평균 값을 항상 선택하는데 중요

하 다고 결론을 내렸다. 판매량 보다 오히려 농가에서 조사된 농약사용

에 관한 자료가 비록 그러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계기가 세워질 지라

도 많은 국가에서 부족하다(1.3.1절). 대부분 지표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등록된 여러 작물중 특정농약의 국가 판매량을 분류하는 것은 힘들고 시

간이 걸리는 일이며 OECD과제를 살리기 위하여 주요 농약 또는 작물에 

3년간의 평균과 한계분석을 사용하기를 요구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3. 최근 동향

❏ 일부 OECD 국가들은 농약사용에 의한 인간건강과 환경위해성은 대부분

의 경우 지난 10년간 감소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 지표들은 농약

사용의 감소(증가)와 위해성 감소(증가) 사이에 연관성을 제안한다. 그러

나 일부 연구에서 위해성은 농약이 살포된 농경지에 대하여 계수화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들 결론들은 다음의 국가들에 의하여 보고

된 농약위해성 지표 경향에 관한 정보로부터 이끌어 냈다. 덴마크, 네덜

란드, 노르웨이는 육상생물에 대한 위해성, 벨기에와 국은 수생생물에 



94

대한 위해성, 그리고 독일은 육상과 수생생물에 대한 위해성(OECD, 

2003). 추가로 스웨덴은 국가적으로 농약정책의 향을 모니터링하고 개

인 농가수준에서 경향을 추적할 목적으로 두 가지 농약위해성 지표를 개

발하 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예는 지수들이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

이므로 국가간 비교를 할 수 없다.

4. 국가별 동향

가. 벨기에

❏ 수생생물에 대한 농약사용에 따른 위해성 평가가 벨기에에서 이루어졌다
(De Smet 등, 2005). 농약 주성분 수 kg 사용이 환경 위해성을 대표하기에

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농약사용은 환경 내에서 환경독성과 지속성에 

따라 무게를 두었다. 수생생물에 대한 위해성으로 검토된 수생 생태계에 

대한 압력은 분포치의 합으로서 나타낸다. 농업에 대한 분포치의 합은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15% 감소하 으며 그 중에서도 Lindane(살충제)

와 파라쿼트(제초제)의 사용감소 때문이다. 그러나 Flemish 환경정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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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벨기에: 경작지, 원예 및 농외 농약사용에 의한 수생생물 위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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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농업을 포함한 모든 농약사용자에 대해 1990년 대비 2005년에 총분포

값의 50% 감소를 목표로 하 다. 2001년에 Lindane의 금지와 2003년에 약 

40농약성분(전체 등록된 375성분에 비하여)의 금지 조항은 2005년 목표 

달성을 도와주고 있다(De Smet 등, 2005).

나. 덴마크

❏ 덴마크의 살포주기 지표, 살포강도 지표 및 농약의 전체 환경 향은 농

약사용이 크게 감소됨에 따라 1990년대에 감소하 다<그림 4>. 덴마크 

부담지수(Load Index)는 위해성 지표로 사용되며 가령 살포회수 지수에 

직접적으로 반 되지 않는 어류, 조류, 동물에 대한 독성과 같은 농약의 

본래의 성질에서 변화를 반 한다. 덴마크는 1990년대에 수행된 농약의 

재평가 결과로서 특정 생물에 대한 농약의 부담에서의 변화를 추적하는

데 부담지수를 사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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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덴마크 : 농약살포 회수에서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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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일

❏ 독일에서는 농약위해성 지표 모델(SYNOPS)이 농업에서 농약사용에 의하

여 발생하는 환경위해성을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된다<그림 5>. 

현상을 알기 위하여 2000, 2002, 2004년 농작물용으로 가장 최근에 사용

된 농약의 위해 잠재성(농약등록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위해성 경감조

치를 고려하지 않음)이 1987년에 사용된 농약에 의하여 야기된 위해성 

지수들과 비교하 다. <그림 5>는 기준년도인 1987년도를 100으로 하여 

퍼센트로 표시된 위해성 지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 농업용 농약의 사용 강도의 현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프로젝트 NEPTUN

이 독일에서 수립되었다. NEPTUN은 농가의 자발적인 협동 하에서 무작

위 지역적으로 분류된 조사이며 다음 작물들이 조사되었다. 식용작물

(1999/2000), 호프(2001), 과수(2001과 2004), 포도(2003), 앞으로 추가적인 

작물들이 조사될 것이다. 특히 조사결과는 작물에 사용된 농약수, 경작

지에 대한 정상적인 살포지수와 사용된 농약약량과 등록된 살포약량사

이 비율의 계산에 적용된다. NEPTUN의 결과는 위해성 지표 모델 

SYNOPS에 제공되어 다른 살포조건과 작물뿐 만 아니라 농약의 다른 사

용에 의하여 야기되는 위해 잠재성에서 지역간 차이를 분석하는데 사용

된다.

그림 5.  독일 : 농약 위해성 지수의 변화 1987~2004(1987=100)

구분
급성 독성(%) 만성 독성(%)

지 이 물벼룩 어류 조류 꿀벌 지 이 물벼룩 어류 조류

제초제 37 44 45 36 46 31 47 51 35

살균제 60 33 66 131 55 81 22 52 76

살충제 11 8 36 7 14 20 24 93 6

라. 네덜란드

❏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지하수와 생물에 대한 농약위해성 지표의 경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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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2001년 동안에 계산되었다<그림 6>. 농약의 연간 판매량은 전체기

간 동안 서서히 감소하 다. 조류와 지 이에 대한 잠재 급성독성에 대

한 지표값은 전체기간 동안 서서히 감소되었다. 이러한 감소는 시장에서 

고독성 농약의 일부 금지에 따른 농약판매의 감소로 인한 기대보다 더 

컸다. 1999년에 증가한 후 용탈과 수생생물에 대한 잠재적인 급성독성효

과는 다른 지표값과 공통적으로 서서히 감소하 다<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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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네덜란드: 수생 및 육상생물과 지하수로의 용탈에 대한 잠재적인 
급성독성효과점수

마. 노르웨이

❏ 노르웨이 환경위해성 지표는 비표적 생물(조류, 지 이, 꿀벌, 수생생물)

에 대한 각 농약의 독성에 기초를 둔다. 더욱이 이것은 용탈, 지속성, 생

물농축, 제형 및 살포면적에 의하여 더하고 곱하여진 사용점수(무게를 

두는 요인들)를 고려하 다. 1996-2002년에 대한 판매자료가 실제사용량

의 변화보다 다른 요인들(세금 증가를 피하기 위한 사재기)에 의하여 크

게 향을 받았기 때문에 위해성에 대한 결론에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 판매 곡선과 비교하면 위해성 지표들은 1998년과 1999년에 대하

여 더 높은 값을 나타냈다. 이것은 건강과 환경 위해성(가장 높은 과세등

급)이 가장 높은 농약의 사재기에 기인하 다. 농가에 의하여 구입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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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감소된 수입/판매와 더 낮은 위해성 때문에 다음 해부터 위해성 값

은 더 낮아졌다<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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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노르웨이: 건강위해성, 환경위해성 및 농약판매량의 추이
(평균 1996-97=100)

❏ 노르웨이 작업반은 2003년에 농약징세 체계의 평가를 포함한 농약위해성 
감소를 위한 활동계획의 최종 평가서(1998-2002)를 제출하 다. 1996-97의 

평균을 2001-02의 평균과 비교하면 농약판매에서 약간의 감소(8%)와 인

간(33%)과 환경(37%)에 대한 위해성은 뚜렷한 감소가 있었다.

❏ 비록 이러한 자료에 너무 많은 무게를 두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지만 
이러한 경향은 활동계획 기간 동안 인간과 환경 위해성에서 뚜렷한 감소

로 분명해 졌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조건부적으로 달라진 책임과 함께 

1999년부터 농약징세제도의 변화는 사용 유해농약에서 덜 해로운 제조

물로 사용자들을 옮겨가게 하는 바람직한 효과를 나타냈다.

❏ 비록 경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식품재료와 환경에 대
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얻은 결과는 상황이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만

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평가단은 농약사용에 의한 인간과 환경

에 대한 피해위해성을 더욱 감소시키기 위한 목표노력과 이전의 계획에 

포함된 주요 요인에 근거한 농약위해성 감소를 위한 활동 계획(2004-08)

에 조언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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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스웨덴

❏ 스웨덴은 농약위해성 감소 정책의 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두개의 

농약 위해성 지표체계-국가수준(PRI-Nation)과 개인 농가수준(PRI-Farm)-를 

개발하 다. 두 모델은 동일한 접근법에 근거하며 위험성과 노출에 대한 

자료는 사용강도에 관한 자료와 결합된 이용 가능한 실제자료, 전문가 

판단 또는 정책 평가에 근거하여 점수를 매겼다(Bergkvist, 2004). 

PRI-Nation과 PRI-Farm은 환경 위해성과 농작업자 건강 위해성을 각각 포

함하는 두 가지 지표들을 포함한다. 그 결과들은 환경과 작업자 건강 위

해성을 각각 표시하기 위하여 각 성분 또는 처리에 대하여 단 단위 점수

로 표시하 다.

❏ PRI-Nation의 경우 그림 8은 환경과 작업자 건강 위해성에서 분명한 감소

경향을 보여주지만 농약사용강도(예를 들면, ha 당 전체 사용수)는 1993

년 이후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농약 위해성에서 이러한 개선은 작물보

호에 기초한 종합적이고, 필요성에 초점을 둔 농가 조언제도, 성공적인 

규제활동 및 농약제품 개발 때문이다(Bergkvist, 2004; Swedish Chemicals 

Inspectorat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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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스웨덴 : 국가수준의 위해성 지표와 ha당 약량(1988-2003)
 지수 198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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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국

❏ 국은 “threshold(역치) 위해성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농약의 규제적인 평

가를 위한 수생생물 역치에 대한 위해성에 사용하 다. 이러한 평가법은 

전체 농약살포지역을 다른 위해성 범주로 나누고 이것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9에서 나타난 결과들은 농약살포 

전체면적이 1977년부터 1996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농약이 살포된 면적의 절반이 유럽 평가기준에 따라 ‘Acceptable 

risk(위해성이 우려되지 않음)’로 평가되었다. 1990년부터 완충지대가 위

해성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대규모 면적에 농약이 살포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 위해성이 정량화되지 않아 더 많은 평가가 요구된

다.

그림 9.  국: 총 농약살포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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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및 결론

❏ 농약에 대한 지표로는 농약사용지표와 농약위해성지표 두 가지가 있다. 이

들 지표중 농약사용지표는 농약사용량을 기준으로 국가간 농약사용에 대

한 경향을 비교하고 있다. 농약은 농업생산성 증가에 기여하지만 인간건

강과 환경에 대한 잠재 위해성을 지니고 있다. 농약사용지표는 농약사용

량의 시간에 따른 경향을 나타내지만 작물에 대한 살포량의 차이로 ha당 

농약사용량으로 표시가 곤란하며 대부분의 농약사용 자료는 농약판매량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농약사용지표를 국가간 비교지수로 사용하는 

데에는 국가간 기후조건과 농방법 등이 상이하고, 국가의 농약사용 데

이터의 정의와 범위가 OECD 국가간에 차이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지난 1990-2002년 사이 OECD 국가내 농약사용량은 5% 감소하 으나 국

가별의 농약사용량은 변이가 컸다. OECD 국가의 농약사용 형태를 크게 

4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농약사용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국가에는 프랑스, 일본, 미국 등이 있다. 이들 국가에서 농약사용의 강도

가 감소하는 것은 농약사용에 대한 규제, 오래된 약제의 사용감소, 농약

비 상승, 비화학적 병해충 방제기술의 채택 등에 기인한다. 1990년대부터 

농약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국가에는 그리스, 터키, 포르투갈 등이 있

으며 주요 원인은 작물생산 및 원예농업 증가, 노동력 대체 등에 의하여 

증가하고 있다. 1990년초 농약사용량이 크게 감소하 다가 최근에 증가

하기 시작한 국가들에는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등이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 농약사용량의 감소 원인은 시장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농

약보조 폐지, 농가 구매력 약화 등을 들 수 있다. 지난 10년간에 농약사

용량이 크게 감소한 국가에는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스

트리아, 핀란드 등이며 이들 국가들의 주요 감소원인은 작물생산 감소, 

농약 사용 감축목표 설정 및 세금제도 도입, 저투입 고선택성 농약사용, 

병해충 저항성 작물 재배, 특히 유기농업의 빠른 증가로 인한 농약수요

의 감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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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OECD 국가간 농약사용량 비교에서 1990년 대비 2000년에 약 

1%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 농림업 주요통계에 의하면 1992년

부터 농약판매량은 벼농사용 농약은 감소하고 있으나 원예용 농약판매

량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전체 농약판매량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

다. 연도별 ha당 농약사용량은 전체사용량은 약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벼농사용 농약의 ha당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경향을 

나타낸다. 앞으로 단위면적당 농약 투하량이 많은 오래된 약제들이 최근

에 개발된 저투입 고활성 농약으로 대체되고, 농약사용량이 적은 친환경

농업이 확대되면 농약사용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 OECD 농약위해성지표는 농약독성과 노출로부터 육상 및 수생환경과 인

간건강에 대한 위해성의 지수로 나타내고 있다. OECD 국가수준에서 사

용되고 있는 농약위해성 평가모델의 기초는 농약독성, 노출, 총사용량 

또는 농약살포면적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농약위해성지표를 

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은 장․단기 독성, 농약사용자료, 작물

중 농약사용량 등에 대한 자료부족이다. 일부 OECD 국가에서 농약위해

성은 감소하 으나 농약사용과 위해성 사이에 연관성이 명확하게 밝혀

져 있지 않다. OECD 국가의 농약위해성지표의 경향을 살펴보면 육상생

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는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수생생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는 벨기에, 국, 육상 및 수생생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는 독

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웨덴에서는 국가 및 농가수준의 농약위해

성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 이들 OECD 국가의 위해성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벨기에의 경우 위해성

지수가 15% 감소하 으며 Flemish 환경정책계획목표로 1990년 대비 2005

년 50% 감축을 목표로 2003년 40성분의 사용을 금지하 다. 덴마크에서

는 농약살포회수, 강도 등 농약사용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위해성도 

1990년대에 감소하 다. 네덜란드에서는 지하수와 생물에 대한 농약위해

성 경향을 평가한 결과 농약판매량이 감소하므로 조류와 지 이에 대한 

잠재 급성독성 지표값도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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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로운 농약징세제도에 따라 농약사용자가 저독성 농약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간위해성과 환경위해성이 33%, 37% 각각 감소하

다. 국의 경우 농약살포면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살포면적의 절반이 

위해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1990년부터 도입된 완충지대가 위

해성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 OECD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농약의 

등록을 위하여 신청된 농약의 인축 및 환경 독성성적을 토대로 위해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등록후 농약에 의한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위해성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

나라 사용농약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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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핵심 추이 

❏ OECD국가의 농장내 에너지 소비는 모든 분야(1990-2003년)의 17%에 비

해 5% 증가하 다. OECD국가의 총 에너지 소비 중 농업의 비중은 약 

2% 정도이다(2001-2003년). EU15와 미국이 OECD국가의 농장내 에너지 

사용량의 거의 60%를 차지하 으며, 소비 증가율은 OECD평균 이하 다. 

❏ 농장내 에너지 소비에서의 증가의 대부분은 호주, 한국, 멕시코, 뉴질랜

드, 폴란드, 스페인, 스위스, 터키에서 일어났으며, 이는 2001-2003년까지 

OECD국가의 농장내 에너지 사용의 4분의 1이상을 차지하 다. 이들 국

가에서 에너지 소비의 증가는 국가별로 원인의 상대적 중요성은 다르지

만 크게 1990년대에 걸친 농업생산의 증가, 기계화의 지속적인 확대와 

동력의 증가, 농기계에 의한 노동력의 대체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 체코와 슬로바키아, 헝가리는 중앙통제적 경제에서 시장중심적 경제로 

전환되는 가운데 농가와 투입재에 대한 보조가 중단됨에 따라서 농업생

산과 에너지 소비에서 커다란 감소를 경험하 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경우 대략 2000년 이후 농장 에너지 소비는 EU회원국으로 가는 동안에 

안정되거나 약간 증가하기 시작했다. 

❏ 휘발유와 디젤은 대부분 OECD국가의 주요 농장 에너지 소비원으로 

EU15와 미국이 60% 이상을 차지한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을 증가

시키는 국가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서 비록 적지만, 농장내 에너지 소비

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

란드에서 현저하 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농장내 에너지 소비 중 동력

기계에 대한 전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부분적으

로 기계에 의한 노동력 대체를 반 하고 있다. 

❏ 농장내 에너지 소비의 추이는 크게 에너지 가격, 농업 에너지 보조금, 및 

에너지 소비효율에 대한 농민의 반응을 반 하고 있다. 실질적인 원유가

는 1997-98년까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고, 그 이후 가격이 상승하



109

기 시작하 다. OECD국가의 농장내 에너지 소비는 1990년대 중반까지 

상승하 고, 그 이후 2003년까지 감소하 다. 

❏ 농업에너지 보조금은 주로 연료에 대한 것으로 OECD국가에서 광범위하게 

지원되고 있으며, 보통 농장내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 연료에 대한 세금

의 기준비율을 낮춤으로써 제공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전기와 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보조금은 농장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며, 또한 보

다 많은 에너지 사용을 자극함으로써 농업으로부터 온실가스 방출과 다른 

대기오염물질의 증가를 가져옴으로써 환경에 대한 압력을 주고 있다. 

❏ 농장내 에너지 소비 효율의 개선-농장 생산에서의 증가보다 낮은 비율로 

에너지 사용의 증가-는 많은 국가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덴마

크, 스웨덴, 미국에서 농업생산은 증가하 음에도 불구하고 농장내 에너

지 소비는 감소하 다. 캐나다에서 농장내 에너지 소비는 디젤 연료 소

비의 증가(휘발유를 대체하여) 및 비료 사용의 증가에 기인하 는데 

1990년대에 걸쳐 약간 감소하 다. 이에 상응하는 고 에너지 제품에 의

한 작물생산은 감소하 다. 

Ⅱ. 지표의 정의

• 국가 총 에너지 소비중에서 농장에서 직접적으로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 

및 비율

Ⅲ. 개념과 해석

❏ 농업은 에너지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에너지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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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인 동시에 생산자라는 것이다. 농은 작물과 가축 생산에 대한 직

접적인 에너지 소비자이고, 또한 비료, 농약, 기계와 다른 투입재를 생산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소비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러나 농업은 역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공급원료(feedstock)로서 

바이오매스 생산을 통하여 원료를 생산함으로서 바이오에너지 및 생물

원료(즉 목화, 플라스틱)를 공급할 수 있다. 이는 바이오에너지의 경우에 

바이오에탄올과 같은 바이오연료(biofuel)와 열과 전기의 형태로 생물동력

(biopower)을 포함하고 있다(OECD, 2004). 

❏ 구입 연료는 현대 농업생산시스템에 필요한 동력을 제공하는데 필요적이
다. 그렇지만, 환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농업 에너지 소비는 오존 고갈을 

야기하는 전구물질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주로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NOx), 이산화황(SOx), 분진의 방출을 통하여 대기오염을 가져올 수 있

다. 화석연료의 연소로부터 생산되는 에너지는 재생 불가능한 반면에 농

업적인 바이오매스 공급원료로부터 오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 환경적 

편익을 주는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즉 어떤 공급원료는 기후변

화 관점에서 볼 때 탄소와는 무관하다(carbon neutral)이다(OECD, 2004). 

❏ 에너지 지표는 국내적 혹은 국제적 수준 모두에서 한 동안 사용되어 왔
다. 농업에서 에너지 소비에 대한 단순한 모형은 <그림 1>에서 보여주고 

있다. 1차 농업에 의한 농장내 직접에너지 소비는 관개, 건조, 원예, 기계 

및 축사에 의하여 소비되는 에너지를 포괄한다. 다른 한편으로 간접에너

지는 비료와 농약의 생산, 포장, 수송 그리고 농기계의 생산에 필요한 에

너지의 소비를 말한다. 

❏ 이 절에서 OECD농업에너지 지표는 1차 농업에 의한 농장내 직접에너지 

소비에 초점을 두며, 국제에너지기구(IEA, 2004)로부터 에너지 소비에 관

한 자료와 정의를 이용한다(draw on).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지표의 한계

는 농업에너지 소비 데이타를 수렵, 임업 및 어업에 의해 소비되는 에너

지에 관한 데이터로부터 분리하는 얻는 것이 어렵다는 것에 관한 것이

다. 또한 이 데이터 속에 농가의 에너지 소비가 포함되어 있는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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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별로 농업 에너지 소비 추이

를 비교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 여기에서의 지표는 농업에 의한 소비되는 에너지원의 종류가 재생 가능
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와 농업 바이오매스 공급원료로부터 얻어지는 에

너지의 생산 사이에 분명한 선을 구분하지 않는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는 현재 재생 가능한 에너지 공급과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그 일부로서 

농업을 포함하여 여러 분야로부터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관한 정보를 수

집하는 중에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농업에 의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의 생산과 소비를 고려한 농업에너지 사용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 농장내 직접적인 에너지 소비는 화석연료를 태움으로써 오는 분진과 오
존 고갈과 같은 대기오염에 관련된 2차적인 환경적 우려가 있다할지라

도 일차적으로 온실가스 방출을 통한 기후변화의 상태(state)에 대한 추진

력(driving force)으로서 작용한다(절 1.7.3).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농

업의 반응(response)은 크게 에너지 이용 효율을 개선하는 것이고 또한 재

생 불가능한 에너지원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대체함으로써 이루

어 질 수 있다. 

Ⅳ. 최근의 추이

❏ 1990-2003년에 걸쳐 OECD국가의 농장내 에너지 소비는 모든 분야를 통

털어 17% 상승한 것에 비하여 5% 증가하 다. 그러나 OECD국가의 총 

에너지 소비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1-2003년 기간 중에 2%에 

불과하 다. EU15와 미국이 OECD국가의 농장내 에너지 사용 총량의 거

의 60%를 차지하 으며, 이들 국가의 경우 1990년과 2003년도 사이의 에

너지 소비량의 변화는 각각 0∼-1%로서 OECD평균 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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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농업생태계의 단순화된 에너지 모형

주요 농업에너지 투입 농업시스템
주요 농업에너지 

산출

직접사용 에너지:

비재생가능에너지

•정제 석유 생산물

•전기

•천연가스

•기타

  재생가능에너지

•수력

•풍력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기타

농 및 가축사양 시스

템에서의 에너지 변환

•식량작물

•축산물

•원료물질

•에너지와 원료를 

위한 바이오매스 

(고상, 액상, 기상)

•폐기물, 

식물잔유믈 및 

다른 부산물

간접사용 에너지1:

투입변수

•농업 화합물

•구입사료

•기타

자본투입

•농기계

•농가건물

•기타

1. 간접에너지 소비는 이 절에서 다룬 지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출처 : Uhlin, 1999, Wells, 2001)

❏ 대신에 OECD국가에서의 농장내 에너지 소비 증가의 대부분은 호주, 한

국, 멕시코, 뉴질랜드, 폴란드, 스페인, 스위스, 터키에서 일어났으며, 이

는 2001-03년까지 OECD국가의 농장내 에너지 소비의 4분의 1이상을 차

지하 다<그림 2, 3>. 이들 국가에서 에너지 소비의 증가는 국가별 이들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은 다르지만 크게 1990년대에 걸쳐 일어난 농업생

산의 상승, 기계화의 지속적인 팽창과 기계동력의 증가, 그리고 기계에 

의한 노동력의 대체의 조합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 몇몇 국가에서는 농장내 에너지 소비 역시 농민이 잉여 양분을 줄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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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력으로 포장에 구비를 뿌리는 작업은 농기계의 사용을 더 필요로 하

는 데, 이와 연관될 수도 있다(예: 네덜란드). 다른 경우에 유기농 생산의 

빠른 확장은 높은 에너지 수요를 가져오는 한층 많은 기계적인 제초작업

을 필요로 하 을 수도 있다(예: 이탈리아). 

❏ 중앙통제적인 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경험한 국가들 즉 체코, 헝

가리, 슬로바키아의 경우에는 이들 국가는 농산물과 투입과 연계된 보조

금이 제거됨에 따라 농업생산과 농장내 에너지 소비에서 상당한 감소를 

경험하 다. 그러나, 2000년경 이후에 이들 국가의 경우 농장내 에너지소

비는 EU회원국으로 가는 동안에 안정화되거나 다소 증가하기 시작하

다<그림 3>. 농장 에너지 소비에서 현저한 감소를 경험한 다른 국가(예: 

독일, 국)에서는 이는 크게 농업생산 수준의 감소에 기인하 고, 에너

지 이용 효율의 향상으로 온 것이었다. 독일의 동부 역시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투입재에 대한 보조금의 감축에 의하여 향을 받았다<그림 4>.

❏ 석유제품 주로 휘발유와 디젤은 농장 에너지 소비의 주요 공급원을 제공
하고 있는데, EU15와 미국에서 50% 이상을 차지하 으며<그림 5>, 일부 

국가에서(즉 벨기에,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80% 이상을 차지하

다.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의 증가와 더불어 

농장 에너지 소비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하 는데,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에서 현저하 다(EEA, 2005). 많은 국가에서 휘발유를 디젤

로 대체하려는 경향 역시 있었으며, 이는 주로 휘발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디젤 가격에 기인하 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이러한 투입재에 의한 

노동력의 점진적인 대체를 반 하고 있다(예: 미국, USDA, 1997). 

❏ 농업 에너지 소비 추이를 설명하는 데는 많은 변수가 있다. 그러나 3가지의 

중요한 요소는 첫째 원유 가격, 두 번째로 농업 에너지 보조, 그리고 세 번

째 에너지 이용 효율을 포함하고 있다. 1990년에서 2003년에 걸쳐 실제로 

측정한 오일 가격 추이를 보면 1997-98년까지는 감소하는 추세이었고, 그 

이후에 오일 가격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 다. 이는 OECD국가에 걸쳐 

어느 정도 농장 에너지 소비의 추이에 반 되어 있다. 여기에서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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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Average 

1990-92 2001-03
(Ktoe2) (Ktoe2) (Ktoe2) % % % % 

Korea 1878 3703 1826 97 88 3 6
Turkey 1997 3055 1058 53 35 5 5
Australia 1339 1824 485 36 24 3 3
Spain 1818 2468 650 36 50 3 4
Switzerland 203 270 69 35 6 1 0
New Zealand 261 346 85 33 35 3 1
Poland 3454 4495 1041 30 -5 8 7
Norway 657 812 154 24 18 4 1
Ireland 222 272 50 23 52 2 0
Mexico 2299 2733 434 19 4 3 4
Italy 3011 3336 326 11 13 2 5
Greece 1075 1187 112 10 33 6 2
Canada 3408 3670 262 8 19 2 6
Netherlands 3752 4022 270 7 14 7 6
OECD 63057 66441 3384 5 17 2 100
Iceland 287 298 11 4 36 13 0
Portugal 469 485 16 3 45 2 1
Luxembourg 13 13 0 1 24 0 0
EU-15 22365 22417 51 0 13 2 34
United States 15007 14928 -79 -1 19 1 23
Japan 6968 6743 -226 -3 18 2 10
Austria 715 681 -33 -5 28 3 1
Finland 870 825 -45 -5 15 3 1
Belgium 850 795 -55 -6 22 2 1
Sweden 568 530 -38 -7 10 1 1
France 3313 3055 -258 -8 11 2 5
Denmark 1031 940 -91 -9 7 6 1
United Kingd 1309 1122 -186 -14 7 1 2
Germany 3349 2684 -666 -20 0 1 4
Hungary 956 636 -320 -33 -4 3 1
Slovak Repub 666 239 -427 -64 -21 2 0
Czech Repub 1314 273 -1041 -79 -18 1 0

Change in on-farm 
energy use 

1990-92 to 2001-03 1990-92 to 2001-03

Change in total energy 
use

Share in national 
total energy 
consumption 

2001-03

Share in total OECD on-
farm energy consumption 

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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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총 농장 에너지 소비:1990-1992년도에서 2001-2003년도

1. 데이터는 1차 농업(관개, 건조, 원예, 기계, 가축사양 시설), 임업, 어업 및 수렵에 

의한 농장 에너지 소비를 망라하며,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국을 제외하는 데, 

여기에서 데이터는 농업만을 포함한다. 

2. Ktoe는 1000톤의 석유해당량이다.

3. 한국에 대해서는 농장에너지 이용 변화는 97%이다. 

4. 총 에너지 데이터는 국가 자료원에서 얻은 것이다. 

5. 슬로바키아의 경우에 농장 에너지 사용 변화는 -64%이다.

6. 체코의 경우에 농장 에너지 사용 변화는 -79%이다. 

(출처: IEA,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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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소비는 1990년대 중반에 최고를 기록하 고, 뒤이어 2003년까지 

소비에서의 감소가 수반되었다(예: 미국, 그림3).

❏ 농업 에너지 보조는 주로 연료에 대한 보조로 OECD국가에 걸쳐 광범위

하게 행해지고 있는데, 몇몇의 경우에는 전기와 열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주어지고 있다(OECD, 2005, 제3장). 전형적으로 연료 보조는 오직 농장에

서 사용되는 기계용 휘발유 혹은 디젤 대한 기본 세율을 낮춤으로써 농

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몇몇의 경우에는 다른 에너지원 예를 들면, 네

덜란드에서는 온실을 가온하기 위한 에너지, 멕시코에서는 전기에 대해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제3장). 연료에 대한 세금 면제를 통해 이루어진 

수입예산의 규모는 클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매년 거의 10억

불이고 미국에서는 20억불 이상이다. 이에 더해서 농업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은 수많은 국가에서 특히 지하수자원으로부터 물을 퍼올리기 위

한 펌프의 비용을 낮추었으며, 이로써 자연적인 재충전의 한계를 벗어나 

지하수 저수용량을 고갈시킬 위험을 증가시켰다. 

❏ 연료 세금 면제와 다른 에너지 보조금 지원은 농장 에너지 소비를 감소
시키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OECD, 

2005). 에너지 보조는 이산화탄소 방출과 다른 유해한 대기 오염물질을 

증가시킴으로써 환경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UNEP/IEA, 2002). 

❏ 농업에 의한 에너지 이용 효율의 향상은 많은 국가들에서 즉 농업생산의 
증가보다 더 낮은 비율로 성장하고 있는 농장 에너지 소비의 추이를 보

면 분명하다. 예를 들면, 덴마크, 스웨덴(Uhlin, 1999), 미국에서 농업생산

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는 감소하 다. 스위스에서 농업에너

지 수지를 산출한 결과에 의하면, 1990년대에 걸쳐 농업 에너지 이용 효

율은 안정적이었다(제3장). 농업 투입과 산출 비율에 관한 캐나다의 유사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1989-1995년과 1997-2001년 사이에 에너지 이용 

효율은 고품질의 에너지 제품에 의한 작물생산에 있어서 상응하는 감소

와 함께 디젤연료(휘발유의 대체제로서)와 비료사용의 증가에 의하여 

12% 감소하 다(Lefebve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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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일부 OECD국가의 농장 에너지 소비 추이 지수

(1990-1992=100)

   1. <그림 2> 참조. 

출처: 국제에너지 기구(IEA), 2005



117

그림 4.  농업 고용 및 농기계 사용 변화: 1990-92∼2001-03

   1. 고용은 농업에서 경제적 활동 인구를 의미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수렵, 어업 및 임

업을 포함한다. 농기계는 사용하고 있는 트랙터와 수확-탈곡기 콤바인을 말한다.

   2. 한국의 경우, 농기계 사용 변화는 178% 이다.

   3. 체코와 슬로바키아: 1990-92년 평균=1993-95년 고용 및 기계에 대한 평균 변화율(%) 

   4. 뉴질랜드의 경우, 농기계 사용 변화는 0.5%이고, 고용은 0.4% 이다.

   5. 농기계의 경우 룩셈부르크를 포함한다.

출처: FAOSTAT(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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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EU15개국(2001)과 미국(2002)의 농장 에너지 소비 구성

   1. 기타는 파생 열과 고체 연료를 포함한다. 

   2.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출처: EU: Eurostat와 New Cronos(2006), 미국:Miranowski(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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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사점 및 결론

❏ 과거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총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88%로 OECD국가 

중에서 최고의 증가율을 보여주었고, 농업부문 역시 에너지 소비 증가율

은 97%로 OECD국가 중 최고를 보이고 있다. 또한 OECD국가의 농업부

문 총 에너지 소비 중 우리나라는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총 

에너지 사용량 중에서 농업부문의 에너지 소비 비중은 3%로 OECD평균 

2%보다 높다. 이는 우리나라가 매우 낮은 경지면적에도 불구하고 경지

면적당 농업생산은 높아 OECD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에너지 다소비형 

집약적인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업부문 에너지 소비의 빠른 증가는 노동력의 부족에 따른 급격한 기계

화 및 겨울철 채소재배에 따른 온실 가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농업에너지 보조 정책이 에너지 과소비에 의한 환경부하를 가져올 수 있
고 농업부문 사용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OECD의 결론에 따라 향후 이러한 에

너지 보조정책은 국제적인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부문에서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제고

할 수 있는 농기술 및 관리방법의 개선과 함께 에너지 다소비형 농업

을 축소하여 저에너지 투입형 농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의 유도

를 위한 정책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 에너지 지표 개발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농업무분 에너지 사용이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중 상당

부문은 농업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면세유 중에서 

실제 농업부문에서 사용되는 양을 산출하면 OECD국가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에너지 사용 지표값을 상당 부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의 OECD의 농업 에너지 사용 지표는 직접 사용 에너지만을 대상으

로 하고 있는데, OECD는 농업부문에서의 직접 사용 에너지가 수렵,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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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어업에 의해 소비되는 에너지를 구분하여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고, 

농가에 의한 에너지 소비 정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며, 에너지원의 종

류가 재생가능한 지 아닌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우며, 에너지가 농업 바

이오매스 공급원료로부터 생산되었는지 아닌지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이에 관련한 데이터의 수집, 질, 신뢰성 등

의  문제가 해결되면, 수정 보완된 농업에너지 사용 지표에 의한 각국의 

에너지 사용 특성이 더욱 뚜렷하게 비교될 것으로 생각된다. 

❏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사용이 더욱 중요한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농업의 
핵심적인 기능으로서 에너지 생산 즉 작물생산에 의한 Biomass생산은 재

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농업에 의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생산을 고려한 농업에너지 사용 지표를 개발할 필

요가 있다. 

❏ 간접 사용 에너지와 직접 사용 에너지를 포함한 총 에너지 사용에 대한 
에너지 사용 지표는 환경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통합지표

의 성격을 가지므로 비료, 농약, 농자재 등의 소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비되는 에너지에 대한 지표 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할 것이다. 

❏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은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 관심사항이 되고 있으며 
농업부문도 예외가 아니어서 농업부문의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지게 되면, 에너지 이용 효율 지표를 이용한 국가간 비교

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표의 개발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 에너지 사용과 관련한 온실가스 방출과 같은 지구적인 환경문제의 심각
성으로 볼 때, 농업부문의 에너지 사용도 범지구적인 에너지 사용 규제

의  향을 받게 될 것이므로 농업부문에서도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농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이 구현되도록 뒷바침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생산에서의 농업의 역할의 평가와 함께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체계의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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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핵심 추이 

❏ 전반적으로 물과 바람으로 인한 토양 유실에 있어 일부 향상 또는 안정
되고 있다. 토양유실 위험등급이 양호한 농업용 토지가 증가함으로 인해 

보통에서 심한 유실등급으로의 지역의 감소가 수반되고 있다. 

❏ 물에 의한 토양유실은 대부분의 OECD국가들에서 양호한 등급을 나타내

고 있고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지역은 없었다. 단지 소수의 국가에서 

20%이상의 농업용 토지가 보통에서 심한 등급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폴란드, 포루투칼, 슬로바키아, 스페인, 

터키) OECD 국가들의 정보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1990년 이후로 주로 경

작지에서 이런 토양유실등급의 토지가 감소되거나 안정화되고 있다. 

❏ 바람에 의한 토양의 유실도 감소하고 있다. 일부 소수의 국가에서 바람

에 의한 토양유실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물에 의한 유실보다는 훨씬 

문제가 적다. 바람에 의한 토양유실은 일반적으로 반 건조지대나 토양이 

매우 건조한 상태로 장기간 노출되어 있는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난

다 (호주,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 토양유실의 위험이 잔존하는 곳은 조건이 불리한 토양과 척박한 토양의 
계속적인 경작, 특별히 경사진 지역에서 과도한 가축의 방목, 또한 보존

농법의 미적용 등의 특징이 있다. 일부지역에서 가뭄과 폭우 또는 삼림

의 벌채 (멕시코, 터키)로 인한 토양의 유실이 심해지고 있다. 토양유실 

등급이 보통에서 심함으로 변경된 농경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무 경

운, 최소경운, 또는 농경지의 산림으로의 전환등의 보존농업의 적용의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 토양유실에 따른 피해 비용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포장 

내 비용은 토양의 퇴화로 인한 작물생산성의 저하의 결과가 농업생산성

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포장 외 퇴적물의 흐름, 추가적인 음용수 처

리비용, 강바닥, 호수, 저수지 등의 준설, 도로와 건물의 피해 및 레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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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또는 낚시 등을 포함한 수생생태계의 유해한 향 등은 포장외 비

용으로 포함할 수 있다. 

Ⅱ. 지표의 정의

• 물에 의하여 유실되는 농경지의 구역이나 지역의 토양 유실 등급 (양호, 

낮음, 보통, 높음 또는 불량)

• 바람에 의하여 유실되는 농경지의 구역이나 지역의 토양 유실 등급 (양

호, 낮음, 보통, 높음 또는 불량)

Ⅲ. 개념과 해석

❏ 물에 의한 토양 유실은 여러 OECD국가들에서 토양 질에 있어 가장 중요

한 이슈로 고려되고 있으며 토양경화, 산성화, 독성물질의 오염, 염류화

등의 다른 토양 퇴화의 과정은 일부 국가의 특정지역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OECD국가의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 토양은 균형 있는 생태계를 관리하는데 있어, 또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OECD, 2003). 토양의 건전성과 작

물생산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토양의 퇴화를 인지하는 것과 보존전략을 

개발하는 것 사이에는 오랜 시간차가 존재한다. 강우강도, 작물피복 보

호정도, 경사 및 토양상등이 물에 의한 토양유실을 조절하기 위한 요소

이다. 바람에 의한 토양의 유실의 과정은 기후 (토양수분조건), 작물 피

복, 토양상, 또는 주로 미사와 고운 모래입자의 다양한 거리의 이동과 분

리등에 의해서 조절된다. 표토의 유실은 토양양분의 유실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친다. 토양의 경운방법 또한 경사지에서 토양을 이동시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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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이동) 토양의 유실을 가져올 수 있다 (Lobb et 

al., 2003 Torri, 2003). 

❏ 물에 의한 토양유실의 지표는 USLE모델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토양상, 

지형, 기후 및 작물 피복 등이 모델에 의해서 고려되지만 일반화된 입력 

값을 이용하여 실행된 모델은 실제로 포장에서 조사된 값이 아닌 토양 

유실 추정치를 제공한다. 미국은 포장에서 관측된 자료를 이용해 직접 

국가적 위험도 추정치를  검증할 수 있는 토양 모니터링 시스템을 잘 완

성해오고 있다. 호주 캐나다, 및 뉴질랜드는 유사한 포장 관측 시스템의 

초기단계에 있으며 유럽연합을 비롯한 다른 OECD국가들은 이러한 모니

터링 시스템도입의 설계 단계이다 (EEA, 2005; Montanarella et al., 2003). 

포장 내 토양 유실과 관련된 이러한 경향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USLE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부국가

에서 양호에서 불량까지의 다양한 토양 유실 등급으로 인한 한계가 보고

되고 있으나 현재 OECD국가에서는 표준화된 등급을 사용해 오고 있다. 

농경지 토양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토양의 생성으로 유실된 토양을 대체

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유실에 대해 장기간의 생산성에 부정적 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완충력의 한계는 토양의 깊이, 토양형태, 농

업 기후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얕은 사질 토양에서 

1 tonne/hectare/year 부터 깊고 잘 발달된 토양에서 6 tonne/hectare/year 까지

의 범위로 나타난다. OECD의 토양유실 위험 범주는 양호 (<6 

tonne/hectare/year), 낮음, 보통, 불량 (>33 tonne/hectare/year) 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모든 국가에서 이러한 기준을 사용하지는 않으며 네델란드, 체코 

및 슬로바키아에서는 4 tonne/hectare/year 이하를 양호 범주로 구분한다.

❏ 농경지의 피복과 경지이용, 농 생산강도, 관리방법 및 시스템의 변화가 

포장 내 유실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는 토양유실지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다. 이러한 지표들은 관리방법의 장기간의 환경 지속성이나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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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방법의 효과 등의 평가를 위해 정책 결정자 등에게 제공되는 유용한 

자료이다. 또한 토양유기물과 토양생물다양성의 유실과 함께 토양 질 주

제의 범위에 관련된다. 토양관리 방법의 변화는 토양 질 및 토양유실 위

험을 개선 등에 향을 미친다.

Ⅳ. 최근의 추이

❏ OECD 경향은 물과 바람으로 인한 토양유실의 대부분의 경우 약간의 개

선과 안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은 토양유실등급이 양호한 농경지 면

적이 증가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통-불량 등급의 유

실면적이 감소한 반면 캐나다 및 미국에서는 토양유실이 환경 이슈로 부

각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토양유실이 불량한 농경지가 줄어든 것은 주로 

무경운 및 최소경운의 적용등과 같은 토양보존 농법의 증가와 농경지의 

산림으로의 전환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토양 유실의 위험은 조건

불리지역 및 척박한 토양에서의 연작, 경사가 심한 산악지에서의 목초의 

과도한 수확, 및 토양보존 농법의 미 실시등에 따라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호주, 이탈리아, 및 스페인 지역에서는 가뭄과 폭우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토양유실이 증가되며, 멕시코 및 터키에서는 자연

림의 벌채로 인해 토양유실이 증가된다.  

❏ 호주, 국, 및 미국 등의 국가에서 토양유실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몇 

가지의 비용이 고려되고 있다. 포장 내 비용은 주로 대부분 토양퇴화로 

인한 농업생산성의 저하와 관련된다. 포장의 퇴적물의 이동의 결과로 나

타나는 포장의 비용은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음용수의 처리 추가비용, 

강, 호수, 및 저수지 등의 준설 비용, 도로와 건물의 피해, 휴양목적의 상

업용 낚시 등에 향을 미치는 수생 생태계의 유해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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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물에 의한 토양유실 등급이 보통-불량으로 분류된 농경지 비율1(200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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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도의 설명이 없으면 물에 의한 토양유실이 11 t/ha/y 이상임.

2. 농경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자료원 OECD(2001), 포루투칼 환경 실행 검토

3. 1987-2000평균

4. 2000-2000년 자료, 작물재배지 및 여름 휴경지

5. 토양 유실등급 10 t/ha/y 이상, 5장 이탈리아 부분 참조

6. 자료원: 5장 멕시코 부분 참조

7. 1990-1994년 

8. 2000-2002 년 자료

9. 농경지를 포함한 전토지, 자료원 Montanarella et al. (2003). 

10. 1999년 자료, 7.5 t/ha/y 이상을 불량으로 구분

11. England and Wales 지역 자료, 매년 또는 3년주기로 발생하는 보통-불량 등급의 토양유실 빈도를 나타탬 

(t/ha/y 아님).

12. 1995-1999년까지 토양유실이 20t/ha/y 이상인 불량 등급

13. 자료의 기간 명시 안됨

14. 2004년 자료

15. 1997년 자료

16. 2001년 자료, 8t/ha/y이상의 불량 토양유실 등급만 표시

17. 자료원 Flanders (1998) and Wallonia (1995-99).

18. 이들 국가의 물에 의한 토양유실이 보통-불량 등급은 2000-2002년기간동안 전체 농경지의 0-0.5%이다.

자료원: OECD(2001)농업환경지표 3권 2004년OECD 2차 농업환경 지표 설문서 및 국가별 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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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물에 의한 유실은 주로 농경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양호한 수식 등급을 나타냈다. 소수의 국가에서 20% 이상의 

농경지가 현재 보통-불량 등급이상으로 분류된다. 제공된 정보가 제한적

이긴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보통-불량의 토양유실 등급의 토지 비율이 

점차 줄어들거나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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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물에 의한 토양유실이 보통-불량으로 분류되는 농경지 비율1(1990-2004)

주해)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및 스위스는 1990-2004년 기간동안 물의 의한 토양유실등급이 

보통-불량으로 분류된 면적이 전체 농경지의 0-0.5%였다.

1. 별도의 표기가 없으면 물에 의한 토양의 유실 위험 등급은 11 t/ha/y이상임

2. England and Wales 지역 자료, 매년 또는 3년 주기로 발생하는 보통-불량 등급의 토양유실 빈도를 나타냄 

(t/ha/y 아님).

3. 각각1991, 1996 ,및 2001년의 작물 재배지와 여름 휴경지 자료임

4. 8 t/ha/y 이상으로 분류되는 불량 유실 등급만 포함됨.. 

자료원: OECD(2001) 농업환경지표 3권 2004년 OECD 2차 농업환경 지표 설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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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에 의한 토양유실은 소수의 국가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물에 의한 유실 보다는 훨씬 적으나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농경

지에서 보통-불량 등급의 바람에 의한 유실은 주로 1990년 이후 안정적

이거나 감소하는 경향이다. 국가간 비교를 위한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

다. 바람에 의한 토양의 유실은 주로 오랫동안 매우 건조한 상태로 노출

되어 있는 건조 및 반 건조 지대에서 일어난다.

❏ 토양의 유실은 산림, 건축, 비포장 자동차 도로건설 등의 경제활동과 산

불, 홍수, 가뭄등의 자연적 활동에 기인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토양유실

은 농업활동에 의해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경작지의 경운과 과수등의 

다년생작물의 재배 등은 목초지와 비교해 볼 때 토양유실의 우려가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는 목초지는 보통 년중 식물체로 피복되어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과 미국에서는 1995-1999년 물에 의한 유실등급이 보통-

불량인 농경지, 경작지, 다년생 작물재배지가 75%-90%를 차지한다. 하지

만 이탈리아 뉴질랜드 및 국등과 같이 목초지에서심한 경사지의 척박

한 토양에서 과도한 목초 수확의 경우 경작지에서 보다 토양 유실이 훨

씬 더 심해질 수 있다.

❏ 유럽전체의 약 17%의 면적이 토양 유실의 향을 받고 있으며 4%정도는 
심각한 수준의 토양유실의 향을 받고 있다. 유럽의 토양유실은 주로 

바람에 의한 향 보다는 물에 의한 향(대략 92%)이며 대략적으로 유

실등급이 불량에서 양호로 개선되는 경향이다 (EEA, 2005; Montanarella et 

al., 2003). 2002년 유럽 위원회는 다른 이슈들과 같이 토양의 보호가 토양 

유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데 목표를 두고 “토양 보호를 위한 

주요 전략 방향”을 발족시켰다. 

❏ 유럽의 지중해 지역의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와 일부 그리스 

등이 유럽의 지중해 지역에서 물에 의한 토양유실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

다. 경사가 심하고, 척박한 토양이며 작물피복도가 낮은 지중해 지방에

서 잦은 건기 직후의 강우는 심각한 토양 유실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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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유럽지역은 심각한 토양유실의 우려가 적으나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및 폴란드 등 중부 유럽 지역에서는 물과 바람에 의한 토양의 유

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국가들의 경우에서 보듯이 토양관리의 미흡과 년 

중 토지 피복이 제한된 경우에 토양유실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물에 의한 유실의 등급이 보통-불량에 속하는 토지

의 면적이 줄어들고 있으나 멕시코에서는 전체 토지의 40%가량이 보통-

불량의 토양유실 등급에 속할 만큼 환경문제에 있어 토양유실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멕시코의 농업은 과도한 경작, 화전 경운, 과도 경운 또

는 토양보전 농법의 미흡한 적용 등으로 거의 80%가량이 토양퇴화가 진

행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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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도의 표기가 없으면 바람에 의한 토양의 유실 위험 등급은 11 t/ha/y이상임

2. 자료는 1995-1999년 농경지에서 바람에 의한 토양 유실등급이 양호-불량 등급을 나타냄

3. 1995-1999년 자료

4. 2001년 자료, 작물재배지와 여름 휴경지

5. 1997년 자료

6. 1995-1999년 자료, 바람에 의한 토양유실 전 등급 포함

7. 이들 국가의 바람에 의한 토양유실이 보통-불량 등급은 전체 농경지의 0-0.5%이다

자료원: OECD(2001)농업환경지표 3권 2004년OECD 2차 농업환경 지표 설문서 및 국가별 제출 자료

그림 3.  바람에 의한 토양유실 등급이 보통-불량으로 구분되는 농경지 비율(20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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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지난 수십년 간 토양유실의 우려가 농업용 토양의 유실 위험
을 감소하는데 향을 미쳐왔다. 2001년 자료에 의하면 보통-불량 등급의 

토양유실등급 면적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그림1) 토양 보존

정책은 매우 유실의 우려가 높은 토지를 대상으로 농업인에게 토양 또는 

손실을 보호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농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무경운의 경우에 최소경운보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한다. 유실

의 과정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반건조 서부지역에서

는 바람에 의한 유실이 일어나는 반면 동부지역은 물에 의한 유실이 일

어나기 쉽다(Claassen et al., 2004; and Chapter 3).

❏ 캐나다의 경우 물에 의한 토양유실은 1990년대 이후 약간 감소하고 있다. 

2000-2002년에 경작지와 휴경지에서 보통-불량 등급의 물에 의한 토양유

실은 약7%이고 1990-1994년에는 9% 으며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

상은 농업인의 토양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향상된 토양의 관리가 향

을 미치고 있다. 1990년대 초에 11%로 나타난 작물 재배지와 여름 휴경

지에서 보통-불량으로 분류되었던 바람에 의한 토양유실등급이 8%로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의 원인은 식생 피복의 증가 같은 관

리방법의 변환이 주요한 원인이다 (Lefebvre et al., 2005).

❏ 호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약간의 토양 유실률이 감소하고 있다 
(Hamblin, 2001). 그러나 1999년, 약 11%의 농업인이 물의 유실에 의한 토

양의 퇴화를 경험했으며 약2%의 농업인은 바람에 의한 유실을 경험하

다. 평균90%의 토양 유실이 20%의 농경지로부터 기인하 다. (National 

Land and Water Resources Audit, 2002). 농활동으로 인한 토양 퇴화 현상

의 면적과 비율이 전체 방목지의 1/3까지 확대되었으며, 50-65%의 경작

지에서 한계절의 바람으로 인한 유실의 위험이 나타났다. 호주에서는 토

양 유실 연구는 고비용의 연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매년 8000만불

(4500만 USD)를 간접자본의 수리로, 4억5천만불(2억5천만 USD)을 토양유

실에 의한 수질 오염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토양의 퇴화와 관련하여 

염류화, 산성화 등이 호주에서는 토양유실에 비해 더욱 큰 문제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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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 뉴질랜드는 극심한 기후와 지형으로 인한 자연적 토양유실이 많이 나타
나지만 과도한 경작으로 인한 토양질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략 2/3

정도의 목초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산림의 재조성 등을 포함한 토

지 관리방법이 향상되고 있으며 매년 1200만불의 비용이 사용된다. 하지

만 4%의 농경지에서 물에 의한 토양의 유실등급이 보통-불량의 등급으

로 추정되었다. 

❏ 한국에서의 농경지의 토양유실은 대부분 물에 의한 유실이며 반 이상의 
년 강우량이 여름 수개월에 발생한다. 약 20%이상의 농경지가 보통-불량

의 토양유실 등급으로 분류된다. 1990년대 에는 전반적으로 농경지가 줄

어든 때문에 물에 의한 토양의 유실등급이 보통-불량에 속하는 비율이 증

가하 으며 면적은 약 20만ha 로 줄어들었다. 매년 밭에서는 32톤/ha/y 

(2600만 톤/y), 논에서는 0.02톤/ha/y(2만톤/y) 의 토양 유실이 발생하고 있

다. (Hur et al., 2003). 이러한 것은 주로 논이 토양 표면에 직접 향을 미

치는 강우 및 물 흐름에 대해 완충작용을 함으로써 나타나며 일본의 경

우에도 논 벼 생산을 위해 55%를 차지하는 농경지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Ⅳ. 토양 유기 탄소

1. 논점

❏ 1992년 이래로 UNFCCC에서 논의해오던 지구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

배출과 현재 대기에 미치는 향에 대한 논의 결과, 배출 목표와 축적된 

탄소의 거래와 저장에 대해 쿄토 의정서에서 다루어 졌다 (1997). 토양 

유기탄소의 경우 규칙적이고 일관성 있는 농경지에서의 자료수집의 부

족으로 토양 내 유기탄소의 변화 동향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

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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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기간 토양유기탄소의 축적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OECD국가들의 이들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UNFCCC 조사항목에 일반적인 토양 배출과 

분리하여 농경지에서 탄소의 축적이 포함되는 등 향후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급증하는 국가의 탄소 산정 시스템은 현존하는 모델과 데이터 

베이스의 결과를 활용하는 틀과 함께 발전을 위한 전제 요건이다.

2. 지표

❏ 토양 유기탄소와 농업: 정책 분석을 위한 지표 개발" OECD 전문가 회의

에서 다음과 같은 지표의 개발을 추천하 다 (OECD, 2003).

- 시간차에 의한 농경지에서 총 토양 유기탄소의 변동

3. 평가

❏ 농업활동에 있어서 토양 탄소의 추정 기회비용은 물과 공기의 정화와 같
이 양분과 물의 저장과 공급을 위하여 제공되는 운송수단과 같은 토양 

유기물의 기능에 대한 반향이다. 농활동은 토양 유기탄소 수준의 변화

에 핵심적 역할을 제공 한다. 이런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토양

뿐만 아니라 바람과 강우를 포함한 기후, 토지 이용, 토지 피복과 농장 

관리 기술 등이 요구된다. 토양유기탄소 지표는 토양 질 및 수질 등의 

지표들과의 관련성 또는 이들 지표들 상호간의 상호 관계에 대해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 이들 지표와 동시에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소수의 국가에서는 이미 토양유기탄소의 변화의 모니터링을 시작하 고 

UNFCCC에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1981년부터 2001년 동안 캐나다의 농

경지 토양의 농장에서 토양유기탄소의 수준이 향상되었다(그림1,  

Lefebvre et al 2005, Liang et 2003; Patterson et 2003). 토양유기탄소가 많이 

증가한 농경지의 면적과 보통 증가한 농경지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주로 경운강도의 감소, 초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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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여름휴경의 감소 및 사료작물 및 건초의 생산 확대 등의 작물관리 방

법의 개선으로 인한 것이다 (Lefebvre et al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

년도에는 부분적으로 동부캐나다지역의 일년생작물 재배지의 과도한 유

실로 인하여 토양유기탄소가 보통 감소한 농경지 및 많이 감소한 농경지

의 면적이 3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 Lefebvre et al 2005).

❏ 미국에서 농경지에서 매년 축적되는 탄소의 양은 대략 4백만톤이며 이는 
지구전체 탄소의 약 2%정도이다. 토양유기탄소의 축적은 1982과 1992년 

사이에 감소하 으나 1992년과 2002년 사이에는 증가하고 있다 (그림2; 

USDA, 2004). 보존 경운 농업의 적용이 토양유기탄소의 증가의 원인이며 

보존관리 농법의 확대는 보다 높은 수준의 탄소 축적을 기대할 수 있다 

(Ogle et 2003). 

❏ 표준화고 지속적이며 호환성이 있는 분석방법과 샘플링 방법과 함께 토
양의 깊이별 자료분석이 필요하다. 주요 문제점은 단기간에 일어나는 토

양유기탄소의 매우 작은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모델에서는 생태물리

적 다양성과 자료의 유용성이 반드시 검토 되어야 한다. 탄소와 질소 순

환의 동태는 서로 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토양유기탄소 지표 생산과정

의 자료에서 추출할 수 있는 토양 생물다양성 지표 등과도 매우 접히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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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각기 다른 등급에 따른 농경지에서 토양유기탄소 축적의 변동 

주해)

1. 캐나다의 경우 10년간 자료의 회귀식의 적용에 의하여 중간년도 표시

2. 많이 감소의 정의는 연간 ha당 50kg 이상 토양 유기탄소 감소

3. 보통감소의 정의는 연간 ha당 10kg-50kg 의 토양 유기탄소 감소

4. 변화없음-소폭변화의 정의는 연간 ha당 –10kg 에서10 kg 토양유기탄소 변화

5. 보통증가의 정의는 연간 ha당 10kg-50kg 의 토양 유기탄소 증가

6. 많이 증가의 정의는 연간 ha당 50kg 이상 토양 유기탄소 증가

자료원: 캐나다(Lefebvre et al 2005), 미국(2004년 OECD 농업환경지표 설문서)

[캐나다 1981∼2001]

[미국 198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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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시사점 및 결론

❏ 물과 바람에 의한 토양유실은 OECD국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

세이며 주로 무경운 및 최소경운의 적용등과 같은 토양보존 농법의 증가

와 농경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

부국가에서는 조건불리지역 및 척박한 토양에서의 연작, 경사가 심한 산

악지에서의 목초의 과도한 수확, 및 토양보존 농법의 미 실시, 가뭄과 폭

우의 증가 등에 따라 토양유실이 증가하는 지역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토양보존 농법의 적용 및 적합한 토양관리가 토양유실의 방지를 

위한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 토양유실의 증가는 농장의 생산성의 저하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및 처리비용의 증가등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향을 미치기 때문에 토양보존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

고 이를 위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연구와 투자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 화석연료의 사용증가와 함께 대기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급속히 증가
함에 따라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등의 대처에 대한 전세계적인 공감대

가 형성되고 있으나 대체에너지의 개발을 통한 화석연료의 사용중단이 

유일한 해결책이지만 현재의 기술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

서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사용에 따른 세금 (Carbon credit) 형태의 

부담금을 무역에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도 조

만간 이러한 움직임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논이 전체 농경지의 약 2/3를 차지하고 생육기간 중 대부분 
물에 잠긴 채 벼가 생육을 하며 Japonica 품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특수한 환경으로 토양유기탄소의 축적에 대한 연구가 아직 매우 초보단

계이다. OECD 농업환경 지표의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이러한 논 

농업의 특수성에 대해 OECD 농업환경지표 및 탄소 무역 (Carbon trading)

등에 대응할 기초연구와 관련 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 효율적인 보존농법의 적용, 시비관리, 식물체 잔유물 환원, 및 경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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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선 등을 통하여 토양중에 유기탄소 축적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대기

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등의 온실 가스량을 감축할 수 있으며 기후변

화 협약 등에서는 표준화된 분석방법의 적용을 통한 탄소의 토양 내 축

적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직접 농민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고 있다. 이에 따라 토양유기탄소의 표준화된 분석 방법에 대한 연구와 

함께 토양관리, 시비관리 및 경운 방법 등에 따른 토양 내 유기탄소의 

축적에 대한 계량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와 아울러 농경지내 토양

유기탄소의 축적에 따른 농업인 직접 보상을 위한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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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핵심 추이 

❏ 1990년에서 2003년 사이의 농업용수 사용은 모든 용수 사용자가 1%의 감
소를 보인 것에 비해 3% 증가했다. 이것은 현재 총 용수사용량의 40%가 

넘는 OECD 농업분야와 6%가 증가한 관개면적이 반 된 결과이다. 관개

농업은 농업생산과 수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다음 10년의 

농업생산 전망에서 농업용수 요구량은 다른 이용자와의 경쟁증가와 함께 

증가할 것이다. 관개가 농업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농이 경제적

인 면에서 주요한 물 소비자로서 역할을 하는 몇몇 나라(호주,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에서는 지난 10여 년간의 농업용수 사용 증가가 

다른 용수사용 증가를 실질적으로 넘어섰다. 

❏ 농업용 수자원의 과잉개발은 여가생활과 상업적인 어로활동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수생 생태계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는 

환경계획의 일부로서 강에서의 최소유량 흐름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몇

몇 지역에서 과거 10여 년간 심한 가뭄과 발생빈도의 증가로 인해 건조

나 반건조지대의 관개 농업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 자료가 제한적이지만 농에 의한 대수층으로부터의 수자원 이용이 증가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OECD의 몇몇 나라에서는 농업의 총 지하

수 이용량이 30%를 넘는다. 호주, 그리스, 이태리, 멕시코, 미국에서는 농

업용으로 지하수 이용량이 실질적으로 지하수로 보충되는 양을 넘어서 

특정지역에서는 농의 경제적 실행가능성을 손상시킨다. 현재 많은 나

라에서 농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농은 주요

한 지하수 오염원이다. 이것은 지하수가 인간과 농업분야 모두에게 주요

한 수자원 공급원으로 작용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예, 덴마크, 그

리스, 멕시코, 포르투갈, 미국)

❏ OECD 국가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 관개시설 건설비용과 물 공급가격과 

관련한 비용을 망하라는 관개에 대해 정부가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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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국가에서 농업에 대한 에너지 보조가 수자원 이용, 특히 지하수

자원 이용에 대한 비용을 상당히 낮추고 있다.  그러나 어떤 국가들은(오

스트리아, 핀란드, 네덜란드)농부에게 물 공급에 대한 투자비용 완전 회

수(full cost recovery)를 적용하고 있으며 다른 몇몇 나라들은(호주, 멕시

코, 스페인) 수자원 정책 개선을 실행하고 있는 중이다.

❏ 점적관개와 같은 관개기술에서 낮은 물이용 효율과 관개기반시설(예, 용

수로)의 관리 부실은 물 사용 효율을 저하시키고, 누수에 의해 단위면적

(ha)당 관개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단위 관개면적당(ha) OECD 전

체 평균 물 사용량은 4%까지 감소했다(1990년에서 2003년). 특히, 멕시코, 

스페인, 미국이 감소했으나 그리스, 이태리, 포르투갈, 터키는 증가했다.

Ⅱ. 지표의 정의

• 전체 용수 사용량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과 양

• 전체 지하수 사용량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과 양

• 전체 농경지 면적 중 관개되는 면적의 비율과 면적

Ⅲ. 개념과 해석

❏ 많은 OECD 국가에서 산업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환경분야(즉, 수생 생

태계) 사이의 수자원 이용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강, 호수, 습지 생

태계를 위한 최소 환경요구를 넘는 수자원 이용은 특히 수생 생태계에 

향을 준다. 그러나 몇몇 OECD 국가에서는 수자원이 충분한 관계로 수자원 

보호조건인 특별한 환경적 문제의 존재에 대한 수자원 유용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물에 관한 중요한 사회적 문제 (예 : 농촌지역의 빈민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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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접근)가 존재하는 반면 한국과 일본 같은 사회나 호주나 뉴질랜드 원주

민을 위한 사회에서는 문화적 가치가 존재하고 있다(OECD, 2004).

❏ 물 사용 지표는 농업용수 이용 경향과 총 용수사용에서 농업분야가 차지
하는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OECD, 2004). 특히 주요한 사용자인 

농업에 의한 수자원의 과잉사용을 나타내는 물 사용지표는 다수의 OECD 

회원국에서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지하수자원 고갈이라는 관

점에서 다른 분야 사용자들 사이에서의 수자원 분배를 위해 중요하다. 

또한 지하수자원 고갈은 수생생태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고(2장) 많은 경

우에 빌딩에 타격을 주는 지반침하를 야기할 수 있다(EEA, 2005). 

❏ 농업용수 사용에 향을 주는 핵심 구동력(driving force)은 관개농업이다. 

또한 관개용수 가격은 물 사용에 향을 미친다. 특히 다른 용수(예, 산

업과 도시)를 위한 물 가격에는 수송가격을 포함하는 반면 농부를 위한 

물 가격에는 수송가격을 포함하지 않는다(2장). 몇몇 OECD 국가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술과 개선된 물 관리방법을 장려하고 있으

며(1.9절) 이미 수위가 낮아진 대수층과 지표수로부터 물의 과잉사용을 

막고자 하고 있다. 또한 물 사용은 물 수송체계에서의 손실 감소와 다양

한 형태의 생육작물에 의해 절약될 수 있다.

❏ 물수지(water balance)는 계산이 복잡하고 이 지표사용에 한계가 있어서 

모든 OECD 국가가 동일한 자료수집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

다 더한 난점은 보통 물 사용 수지가 해마다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5년

이나 10년의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하수 비축의 

정도와 소모율이 쉽게 측정되지 않으며 국가 전체의 시계열 자료가 부실

하다. 추가적인 복잡함은 어떤 체계 아래에서는 농업이 지하수 저장 가

능성이 있다는 것이다.(2 장)

❏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농업용수 사용’이라는 용어와 이 절에서의 그림

들은 관개를 위한 ‘물 추출(water abstractions)’, 강, 호수와 지하수로부터의 

다른 농업적 이용(축산과 같은), 농경지에 직접 침투하는 강우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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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개로부터의 ‘회귀수(return flow)'를 나타낸다. ‘물 사용’이나 기술적 용

어인 ‘물 회수(water withdrawals)’는 오직 ‘물 추출(즉 실제 농업생산 활동

에 의해 소모된 물)’에 적용되는 ‘물 소모(water consumption)'와는 다르며 

관개체계에서 발생하는 ’회귀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 환경적 추진력(driving force)으로서 농업용수 사용과 관개면적 지표는 지

하수 보존 상태와 다른 주요 수자원 사용자들과의 경쟁상태에 놓여 있

다. 물 사용 지속성의 변화들에 대한 반응은 물 가격 지표(2 장)와 좀 더 

효율적 관개관리 기술과 방안의 이해를 통해 드러난다(1.9절).

Ⅳ. 최근의 추이

❏ 1990년에서 2003년 사이에 물 사용량은 1% 감소한 반면 OECD 농업용수 

사용량은 3%가 증가했다<그림1>. 이것은 농업생산량의 증가(section.1)에 

공헌하는 관개면적의 6% 증가를 반 한다<그림 2>. 농활동이 OECD에

서 물 사용의 40%가 넘는 것을 설명하므로 농업용수 사용 증가는 의미

가 있다<그림3>. 그렇지만 해마다 담수 수자원의 총 이용 가능성 내 총 

물 사용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국가 전체 수자원의 물리적 가뭄은 없다

<그림 3>. 그러나 농업용수와 다른 용수(산업용수, 도시용수) 사이에, 그

리고 환경목적 사이에 증가하고 있는 수자원에 대한 경쟁 결과로서 대부

분의 국가에서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다. 관개가 농업분야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으며 농이 경제적으로 주요한 물 소비자인 몇몇 나라(호주, 그

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에서는 지난 10여 년간의 농업용수 사용 증

가가 실질적으로 다른 용수사용보다 더 컸다<그림 1>.

❏ 관개 농업에 따른 생산 가치는 다수의 OECD 국가(이태리, 멕시코, 스페인, 

미국, 작물 판매 면에서)에서 수출 가격(60%를 넘는)과 농업생산 가치(50%

를 초과)에서의 비율이 높으며, 또한 증가하고 있다. 미래 10년간 농업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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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section 1)을 보면 다른 수자원 이용자들과의 경쟁 심화로 농업에서의 

물 소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은 이미 관개농업이 중요

해진 나라들(호주, 멕시코,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에서 세분화가 되지만 

또한 몇몇 나라에서는 수자원 보존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 예를 들면 

조금 더 건조한 지역에서의 환경적 필요성을 위한 물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뉴질랜드에서는 관개 요구량이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거의 30%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된다(제3장).

❏ 농업용수 사용에 대한 경향과 전망은 지하수자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
다. 대다수 OECD 국가에서 총 지하수 사용량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

은 약 30%를 넘는다(그림 4). 농업의 지하수 이용 경향에 대한 자료를 갖

고 있는 OECD 국가가 몇 개국에 불과할지라도 현재 있는 정보는 농업용 

관개수로서 지표수를 이용하기 보다는 대수층으로부터의 지하수의 사용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지하수는 

관개농업에 대략 40%의 물을 공급하고 있고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관개용수중 지표수 사용량은 5% 감소한 반면, 지하수 이용량은  16%까

지 증가했다(3 장). 몇몇 지역(예, 호주, 그리스, 이태리, 멕시코, 미국)에

서는 관개에 의한 지하수 사용이 실질적으로는 지하에 저장되는 비율을 

넘어섰으며 이들 중 몇 나라에서는 이러한 지하수 사용이 농업과 농촌경

제의 경제적 생존 가능성을 방해하고 있다. 대부분 유럽국가에서는 지표

수가 주요한 농업용수원이지만 지하수자원 사용도 증가하고 있는 중이

며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에서는 총 지하수 사용량의 30%이상을 

농업부분에서 점유하고 있다<그림 4>.

❏ 농업에 의한 수자원의 과잉소모는 여가 및 어업활동에 해를 주는 것-특히 

가뭄시기에-을 포함해 생태계에 타격을 주어왔다. 비록 이러한 피해 자료가 

제한적일지라도. 유럽과 호주 및 북아메리카의 몇몇 OECD 국가는 관개농업 

용수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최소 하천수위 유지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켜 왔

다(2 장). 터키 같은 경우에는 관개계획에 따라 전체지역의 생태환경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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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왔다(OECD, 1999). 따라서 하천유지용수의 최소 흐름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하천유역 내 환경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 부분 또는 전체 관개 기반시설 건설비용과 물 공급가격과 관련한 비용 등의 
관개비용에 대한 정부보조가 OECD 국가 전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그림 

3, 2 장, 3장). 그러나 오스트리아, 핀란드,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들은 (그림 

3, 2장) 농부에게 물 공급 비용 산정에 있어서 투자비용 완전회수(full cost 

recovery)를 적용하거나 물에 대한 보조금을 감축시키기 위한 수자원 정책 

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시작했으며(호주, 멕시코, 스페인) 일본의 경우에

는 수리조합을 운 하기도 한다. 거기다 멕시코 등 많은 국가에서는 농업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으로 인해 용수 이용가격, 특히 지하수 이용 가격을 낮

추는 역할을 해왔다. 관개기반시설과 에너지 소모 관개시설에 대한 에너지 

비용 및 물 공급가격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이용 효율을 고취하려는 

의욕과 물 사용량 절감 의욕을 약화시킬 가능이 있다(OECD, 1998).

❏ 몇몇 나라에서 점적관개와 같은 효율적 관개기술에서도 작물의 물 이용
효율이 낮은 것은(section.9) 관개기반시설 관리가 부실하여 누수에 의한 

단위면적(ha)당 관개량이 증가하 거나, 물 사용 효율성이 저하되었기 때

문이다. 예를 들면 멕시코 같은 경우 양수한 수자원 45%만이 농경지에 

관개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OECD 회원국의 관개면적(ha)

당 평균 물 사용량은 1990년에서 2003년 사이에 4%까지 감소했다<그림 

2>. 미국의 경우에는 1990년대에 관개면적(ha)당 물 사용량이 7%까지 감

소함으로서 관개에서의 물 사용에 대한 효율성 증가를 이루어냈다<그림 

2, Hutson 등, 2004; 3장>. 관개 농업이 중요한 나라(멕시코, 스페인)에서는 

관개면적(ha)당 물 사용량의 감소를 달성했지만 관개효율이 악화된 나라

(그리스, 이태리, 포르투갈, 터키)도 있다<그림 2>

❏ 지난 10여 년간 몇몇 지역에서는 기후변화와 기후 변이성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가뭄이 발생하고 그 빈도도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반 건조지역과 

건조한 지역에서의 농에 대한 압력을 심화시켜, 가뭄을 완화시키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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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게 하 고, 이미 관개된 지역에서도 좀 더 효율

적인 물 사용 요구가 증대되었다. 예를 들면 호주에서는 1990년대 수자

원 사용량이 20% 이상 증가한 반면 <그림 1>, 그 기간 동안 주요 농지

역에서의 평균 강우 수준은 감소했다(3 장).

그림 1.  총 농업용수 사용1(1990-92 to 2001-03)

% Change in total agriculture water use 1990-92 to 2001-03 1990-92 2001-03
(million m3) (million m3) % %  % 

Greece 4 600 8 941 94 24 87
turkey 18 812 31 000 65 28 78
United Kingd 1 347 1 880 40 5 15
Australia 13 384 16 660 24 12 75
Portugal 5 100 6 178 21 -2 73
EU-15 41 817 48 791 17 -9 34
Spain 23 700 25 538 8 4 66
Canada 3 991 4 104 3 -6 10
OECD 405 850 416 237 3 -1 42
Iceland 5 5 0 -7 3
United States 195 200 191 555 -2 2 40
Japan 58 630 57 240 -2 -2 66
France 4 901 4 676 -5 -14 14
Mexico 62 500 57 763 -8 -2 80
Sweden 169 148 -12 -9 6
Korea 8 671 7 272 -16 8 46
Austria 100 82 -18 -49 5
Germany 1 600 1 140 -29 -21 3
Poland 1 527 1 070 -30 -18 9
Denmark 300 208 -31 -17 28
Hungary 1 032 694 -33 -21 13
Slovak Repub 188 68 -64 -39 6
Czech Repub 93 15 -84 -4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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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용수 사용은 관개와 축산 등과 같은 다른 농업분야에서의 물의 사용으로 정의됨. 또한 농경지에 직접 떨

어지는 강우는 제외하되 관개로부터 하천으로 재 유입되는 회귀수(return flow), 지표수와 지하수로부터 뽑아 

올려진 물을 포함함

2. 총 물 사용은 공적 물 공급+관개+제조업+발전용 냉각수를 위해 뽑아 올려진 물을 말하며 EU15와 OECD는 

그림에 나타난 나라 모두를 합한 것이다.

3. 1990-92년과 2001-03년에 대한 자료는 1985년과 2001년 자료를 참조했다. 농업용수 사용 자료가 이용가능

하지 않기 때문에 관개자료를 이용했다. 총 물 사용량에 대한 농업용수의 비율은 1997년도 자료임. 그리스는 

총 농업용수 사용의 변화가 94%임

4. 2001-2003년 자료는 2001년 자료로 나타냈다. 농업용수 사용 자료가 이용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관개자료를 

이용했다. 터키는 총 농업용수 사용 변화가 65%임

5. 2001-2003년 자료는 2000년 자료로 나타냈다.

6. 평균 1990-92 = 평균 1993-95, 평균 2001-03 = (2000).

7. 1990-92년과 2001-03년에 대한 자료는 1991년과 2002년 자료를 참조했다. 농업용수 사용 자료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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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기 때문에 관개자료(1991)를 이용했다.

8. EU15 제외: 벨기에, 핀란드,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9. 1990-92년과 2001-03년에 대한 자료는 1991년과 2001년 자료를 참조했다. 농업용수 사용 자료가 이용가능

하지 않기 때문에 관개자료(1991)를 이용했다.

10. 1990-92년과 2001-03년에 대한 자료는 1991년과 1996년 자료를 참조했다.

11. OECD 제외: 벨기에, 핀란드,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12. 1990-92년에 대한 자료는 1992년 자료를 참조했다.

13. 1990-92년과 2001-03년에 대한 자료는 1990년과 2000년 자료를 참조했다.

14. 1990-92년과 2001-03년에 대한 자료는 1990년과 2000년 자료를 참조했다.

15. 1990-92년과 2001-03년에 대한 자료는 1995년과 2000년 자료를 참조했다.

16. 1990-92년과 2001-03년에 대한 자료는 1990년과 2000년 자료를 참조했다.

17. 2001-03년에 대한 자료는 2003년 자료를 참조했다.

18. 2001-03년에 대한 자료는 2001년 자료를 참조했다. 농업용수 사용 자료가 이용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관개

자료를 이용했다.

19. 1990-92년과 2001-03년에 대한 자료는 1991년과 1998년 자료를 참조했다.

20. 슬로바키아는 총 농업용수 사용 변화가 -64%임

21. 체코는 총 농업용수 사용 변화가 -84%임

출처 : OECD Environmental Data Compendium 2004; OECD estimation; National data for Australia, Austria, 

Denmark and Hungary.

그림 2.  관개면적과 총 농경지에서 관개면적의 비율 변화

(1990-92 to 2001-03)

Change in 
total 

agriculture 
area 

 Share of 
irrigated area 
in arable and 
permanent 
crop area

 Share of irrigated1 

area in total 
agricultural area.

Share of 
irrigation1 

water use in 
total 

agriculture 
water use.

('000 hectares) % % % % %

1990-92 2001-03
1990-92 to 
2001-03

1990-92 to 
2001-03

1990-92 to 
2001-032 2001-03 2001-03 2001-03 1990-92 2001-03% Change

New Zealand3 250 475 225 90 -11 14 3 75 .. .. ..
Belgium4 24 40 16 67 2 5 3 .. 0.1 0.1 -10
France5 2150 2632 482 22 -4 17 9 .. .. .. ..
Australia 2057 2402 345 17 -6 5 1 43 8.7 4.3 -50
Spain 3388 3727 339 10 -3 21 13 60 7.0 6.2 -11
Canada 719 785 66 9 0 2 1 9 4.4 5.2 17
United States 20900 22543 1643 8 -3 13 5 40 9.0 8.4 -7
EU156 12033 12965 932 8 -3 17 10 .. 6.5 6.6 2
OECD7 50284 53207 2923 6 -4 12 4 .. 8.9 8.5 -4
Turkey 3329 3506 177 5 -2 12 8 78 5.7 8.8 56
Greece 1383 1431 48 3 -1 37 17 87 5.5 6.2 14
Denmark 433 448 14 3 -5 20 17 25 0.7 0.4 -48
United Kingdom 165 170 5 3 -6 3 1 1 1.0 0.6 -40
Portugal 631 650 19 3 -6 25 17 79 8.1 13.5 67
Mexico 6170 6320 150 2 1 23 6 78 9.9 8.9 -10
Netherlands 560 565 5 1 -1 60 29 1 0.3 0.1 -59
Germany 482 485 3 1 -1 4 3 3 3.3 2.4 -29
Switzerland 25 25 0 0 -3 6 2 .. .. .. ..
Sweden 115 115 0 0 -7 4 4 4 0.9 0.9 3
Poland 100 100 0 0 -7 1 1 1 3.7 0.9 -77
Italy 2698 2698 0 0 -1 24 17 46 9.4 9.6 2
Czech Republic 24 24 0 0 0 1 1 1 1.3 0.5 -64
Austria 4 4 0 0 -7 0 0 5 12.5 2.5 -80
Japan 2846 2641 -205 -7 -8 63 55 66 20.4 21.5 5
Korea 1327 1142 -185 -14 -12 61 59 .. .. .. ..
Hungary 205 126 -79 -39 -8 3 2 3 2.1 1.2 -44
Slovak Republic 299 153 -146 -49 0 10 6 5 0.5 0.4 -29

Irrigation water application 
rates

Megaliters per hectare of 
irrigated land('000 hectares)

Irrigated area Change in irrigated area 

-20 -10 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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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균 계산에 사용된 년도는 총 농업용수사용량, 관개량, 관개면적, 농경지 면적과 동일

2. 다음의 나라에서 괄호안의 년도가 빠진 자료 대신에 평균계산에 이용됨:

         호주: 1990-92(1996), 2001-03(2003)

          체코: 1990-92(1993)

          뉴질랜드: 1990-92(1985), 2001-03(2003)

          슬로바키아: 1990-92(1993)

3. 뉴질랜드, 2002년 총 농업용수에서 관개수의 비율은 3장에 있음. 관개면적의 변화는 90%.

4. 벨기에, 관개면적의 변화는 67%.

5. 프랑스, 관개면적의 변화는 22%.

6. EU15 제외: 핀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7. OECD 제외: 핀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출처: FAOSTAT 2006, OECD 2nd Agri-Environmental Indicators Questionnaire, 2005. OECD Environmental 

Data Compendium 2004.

그림 3.  총 용수사용과 농업용수 사용(2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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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과 관련해서는 웹사이트의 Vol. 4의 표들을 참조

1. 생활용수, 농업용수, 산업용수와 발전소 냉각수를 포함한 모든 물 사용자들에 의한 총 용수 사용(추출)

2. 년간 담수자원은 연평균 강우량 + 가장자리 물 흐름에 의한 월류수 - 연평균 증발산량(지하수자원의 과잉소

모는 포함하지 않음)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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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용수 사용은 지표와 지하수로부터 뽑아 올려진 물과 몇 몇 나라에서는 (인출되는) 관개로부터의 회귀수

를 포함하나 농경지에 직접 떨어진 강우는 제외

4. 플랑드르 지방만.

평균계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

   2000-2002 평균 = (1993): 뉴질랜드;  2000-2002 평균 = (1994): 아일랜드

   2000-2002 평균 = (1996): 캐나다, 노르웨이(총 농업용수 사용:1996, 총 물 사용:1995). 

   2000-2002 평균 = (1999): 핀란드;  2000-2002 평균 = (2000): 호주, 벨기에, 미국

   2000-2002 평균 = (2001): 독일;  2000-2002 평균 = (2002): 아이슬란드

   2000-2002 평균 = 1996-1997 평균: 오스트리아

   2000-2002 평균 = 1996-1998 평균: 덴마크, 포르투갈

   2000-2002 평균 = 1996 & 1998 평균: 이태리

   2000-2002 평균 = 1998-1999 평균: 네덜란드

   2000-02 평균 = 1998-2000 평균: 한국

   2000-02 평균 = 1999-2000 평균: 헝가리, 일본, 영국

   2000-2002 평균 = 2000-2001 평균: 그리스 (총 용수사용에서 농업용수의 비율 : 1997, 멕시코, 슬로바키

아, 스페인, 터키

EU 15개국과 OECD 자료는 나라마다 다른 년도 적용으로 총계가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석해야 

함. EU 15개국과 OECD의 총계는 그림 1에 사용된 것임

이용된 관개자료 중 덴마크, 독일, 그리스, 멕시코,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의 농업용수 사용 자료는 활용이 불

가능했음. 

자료원 : OECD Environmental Data Compendium 2004. OECD Secretariat.

그림 4.  총 용수사용에서 농업용수와 총 지하수 사용의 비율(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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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과 관련해서는 웹사이트의 Vol. 4의 부록에 있는 표들을 참조

2002년 자료는 1994년 자료로 대체 : 프랑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2002년 자료는 19954년 자료로 대체 :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2002년 자료는 1997년 자료로 대체 : 체코, 그리스, 아이슬란드, 멕시코, 슬로바키아, 터키

2002년 자료는 2000년 자료로 대체 : 영국

1. 자료원. 3 장, 네덜란드 country section.

2. 미국: 총 농업용 지하수 자료로 사용된 관개용 지하수는 이용할 수 없음

3. EU 15개국과 OECD 자료는 나라마다 다른 년도 적용으로 총계가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석해

야 함. EU 15개국 제외 : 핀란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OECD 제외 : 호주, 캐나다, 핀란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위스

4. Year 2000.

Sources: OECD Environmental Data Compendium 2004; OECD 2nd Agri-Environmental Indicators 

Questionnaire, 2004.

V. 기타 농업용수 관련 지표

1. 논점

❏ 농업은 주요한 수자원의 사용처이며, 많은 OECD 국가에서 농촌지역의 

오염의 주요한 오염원의 하나이다. 몇몇 경우에 수자원의 질과 사용량 

사이의 연관성이 언급되는 사이에도 농업은 지하수의 저장과 홍수조절

과 같은 생태적 공익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정황에서 용수사용과 

수질에 대한 지표들은 농업용수 관리지표에 연결된 것처럼 이런 변수들

에 대한 현재의 상황과 경향을 반 하는 것이 쉽지 않다. 

2. 지표의 개발

❏ ‘농업부분 용수 사용과 농업의 수질에 대한 부정적 역할 : 정책분석을 위
한 지표 개발’ (OECD 2004a) OECD 전문가 회의에서 OECD 회원국은 1장

에 나와 있는 것들에 더해서 다음의 지표들을 개발하도록 제안했다. 

3. 용수 사용 지표

❏ 지하수의 저장과 농업적 사용을 나타내는 순 농업용 지하수 수지
❏ 농업용수 사용 결과로 발생한 (계절별) 최소 기준수위 이하로 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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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나 호수의 연간비율

❏ 생태계 건전성에 대한 농업용수 사용의 향 (예, 야생종과 습지)

❏ 소비된 단위 관개수(인가된 물 분배나 대신 인출된 물)당 생산된 농업생

산물의 평균가치 경향

   양정된 물 = 양정된 물의 총량, 또는 〔양정된 물의 총량 - (강과 호수로 

회귀된 물 + 지하로 저장된 물량)〕

❏ 산업과 도시 등 다른 부분 물 사용 요금 대비 농업용수 요금 비율

3. 평가

❏ 지하수 사용과 관련해 순 수지를(외부 水(outward flows)에 대치되는) 측정

하는 것은 외부 수질과 회귀수에 대한 증가된 자료를 가진 정보가 좀 더 

합리적인 지표를 제공할 것이다(section 1.6.1). 이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는 강으로의 회귀수량 뿐만 아니라 지하로의 저장용수량까

지 측정되었다<표 1>.

❏ 관개 면적과 양에 대한 지표는 소비된 단위 물 당 농업생산이나 경제 효
율을 평가하는 지표와 관련된 물 사용효율 측면을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단위 관개수 당 농업생산의 평균 가치는 관개용이 아

닌 물의 평균가치보다 4배 높다. 한편 용수사용 지표는 건조나 반건조 조

건과 대치되는 습한 기후조건에서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 OECD 회원국의 산업과 도시민에 대한 용수공급 요금 대비 농업 용수공

급 요금을 비교해 보면,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산업과 도시민 보다 물 수

송비용을 적게 지불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5>. 농업과 다른 부분 사

용자들 사이의 물 가격 차이 정도는 OECD 관개농업에 제공되고 있는 폭

넓은 지원을 반 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 농업에 공급된 용수의 질이 때

때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에 제공된 물의 수질보다 낮고 농업에서 물을 

수송하는 비용이 일반적으로 생활용수나 산업용수의 수송비용보다 낮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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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본에서 논농업 관개 체계에서의 순 물 수지(2003)

(단위 : 10,000㎥/1,000ha/120days)

Input(논 안으로) Output(논 밖으로)
강에서 취해 
강으로 회귀하는 
물의 비율(%)

강에서 취해 
지하로 저장되는 
물의 비율(%)

강에서 취수 1,920 강으로 회귀 1,370

71 23
강우 900 지하저장 450

증발산 600 기타 400

계 2,220 계 2,220

참고: 1. 물의 일부는 지하에 저장된 후에 강으로 유출됨

자료원: OECD Agri-environmental indicators Questionnaire, 2004.

그림 5.  용수사용별 사용요금: 1990년데 후반∼2000년대 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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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에서 참고사항:

보통 농업에 공급된 물의 수질이 때때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에 제공된 물의 수질보다 낮고 농업에서 물을 수

송하는 비용이 일반적으로 생활용수나 산업용수의 수송비용보다 낮기 때문에 다른 사용요금과 농업용수 요

금을 비교하는 것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요구된다. 

1. OECD 자료 (2004),  2nd OECD Agri-environmental Indicators Questionnaire, 2004.

2. 용수사용별로 요금은 각 부문에서의 요금범위의 중간 값이며 1990년대 후반자료임. OECD (2001), Environmental 

Indicators for Agriculture, Vol.3. 참조. 농업용수 요금은 0.1 US $/㎥보다 낮음

3. 농업과 생활용수 요금이 동일(0.04 US$/㎥)하나 산업용수 요금은 낮음(0.034 US$/㎥), 2002 자료. 

4. 농업용수 요금은 0.1 US$/㎥보다 낮음, 2003 자료.

5. 생활과 산업용수 요금은 2000년 자료이며 농업용수(논) 요금자료는 1995년임. 농업용수 요금은 0.1 US$/㎥

보다 낮음.

자료원: 2nd OECD Agri-environmental Indicator Questionnaire, 2004; OECD (2001) Environmental Indicators 

for Agriculture, Vo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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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다른 사용요금과 농업용수 요금을 비교하는 것에는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요구된다. 더구나, 용수 사용자 간의 사용요금 차이는 물 사용효

율의 차이를 반 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특정의 집수지역에서 공공

용수 공급은 강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농업과 달리 지하수로부터 공급

받을 것이기 때문이며, 더구나 물 사용요금은 위에 언급된 것처럼 지하

수 저장과 같은 농업에 의해 생산될 수 있는 공익기능의 가치를 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현재의 용수사용과 수질 측정기술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지만 장래 연
구에 있어 주 요구사항은 농업활동에 따른 용수사용과 수질에 대한 환경

적, 사회적 중요성의 측정을 포함하는 관련 자료와 지표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현재 생태계에 대한 농업의 공익기능과 수생생태계에 대한 농업용

수 사용의 부정적 향뿐만 아니라 이들의 환경적,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

련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Box 4). 더불어 용수사용과 수질 사이의 연관

성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는 이들 지표가 특히 관개수와 관련해 의미가 있

을 수 있으므로 두 개의 지표를 연관시켜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이들 지표를 측정하는 현재의 접근이 의미 있는 정보를 생산하기는 하지
만, 원인별 향을 구별하는 측면에서는 다른 틀과 방법으로도 농업에 의

한 용수사용과 수질에 대한 부정적 향에 대한 이해정도를 개선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농장과 물 관리방법은 국지

적인 규모로부터 국제적인 규모까지를 다룰 수 있게 할 것이고, 이를 바탕

으로 유용한 관리방안을 제공하게 할 것이다.

<Box 4> 수생생태계에 대한 농업의 향

강에서 물 흐름 패턴의 변화는 수생생태계의 퇴화와 교란을 불러일으킨다. 

강, 습지 지하수 등 중의 하나를 불균형하게 사용함으로서 붕괴될 수 있는 수

위 사이에 복잡한 균형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저장속도를 초과하는 지하수자

원의 과잉소모는 강 수위의 감소나 강 흐름의 완전한 멈춤의 원인이 될 수 있

으며 심한경우에는 하천이 건천화하거나 강 흐름이 역전되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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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시사점 및 결론

 OECD 농업환경지표의 Vol. 4에서 제안한 농업용수 사용지표는 농업용수 
사용량이나 전체 농경지에서 관개하는 논 면적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에 적용하게 되면 OECD 평균치 이상을 보인다. 이는 농업용수 이용 효

율이 낮은 국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들 지표를 해석하는데 

있어 우리나라 기후와 지형조건 및 농조건 등을 고려한 해석방안을 마

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금 까지 OECD JWP에서나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같은 논
농업 국가인 일본과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거나 공동 결의안 작성 등을 통

한 공동대응을 해왔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논농업 지역에서의 미래지

향적 물 사용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아시아 몬순지역의 

논농사 국가들의 연대방안을 논의하고자 INWEPF(International Network 

for Water Environment for Paddy Field)를 결성해 서구지역과 물사용 패

턴과 지역여건이 다른 몬순지역만의 물사용 특성에 적합한 지표적용을 

강에서의 최소유량에 대해 정의를 하는 것은 강이나 하천 수위를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 강의 수질과 수위를 모니터링 하는 것은 자연현상의 향(예, 홍

수, 가뭄)과 인간에 의한 간섭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강의 최소유량

을 확보하는 것은 수생생태계를 상대적으로 안정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농업적 목적에 이용되는 지하수나 지표수의 과잉소모가 수생생태계나 강의 

흐름에 미치는 향에 대한 자료가 제한적이다. 호주, 유럽과 북미의 몇몇 

OECD 국가에서는 관개농업의 과잉소모의 결과로 강의 최소 유량확보가 어려

웠다. 따라서 강에서의 최소 유량의 흐름 속도를 모니터링 하는 것은 강 유역

에서의 환경계획에 대한 핵심부분이 되고 있는 중이다.

자료원: DEH, 2004 and OECD,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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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현재 OECD회의에서도 우리나라와 일본은 농업용수 사용지표의 개발과 
적용에 있어서 아시아지역의 지역적․기후적 특성, 농업방식의 다양성․

특이성 등을 반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정부분 반 된 내용도 있

다. 그러나 농업용수 사용지표는 향후 농업부분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

여부와 시장개방의 수단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어 농업

용수 사용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설득할 만한 논리와 대처가 없다면 

환경성과의 개선이라는 대 주제에서 피해갈 방법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

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물 사용가격 문제에 관해서는 OECD 사무국에서 일관되게 주장하
고 있는 투자비용 완전회수(full cost recovery)가 현재 농업용수 비용을 

받지 않으면서 OECD 국가에서 소규모 농조건에 농업용수와 관개시설

이 많이 소요되는 논농사 지역인 우리나라에 적용된다면 초기투자비용

과 유지관리 비용의 부담이 고스란히 농민에게 전가되는 상황을 불러오

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실시수준 정도가 모호한 투자

비용완전회수(Full Cost Recovery)제에 대해서는 일본과 상호 연대하여 논 

농업 국가에서는 시행을 유보하거나, 실시하되 투자비용에 대한 완전 회

수보다는 각 회원국의 농업상황이 반 된 합리적인 회수(Reasonable Cost 

Recovery)로 실시 수준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OECD JWP나 

전문가 회의에서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의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다른 회원국의 설득과 협력방
안 모색이 필요하며, 국내적으로는 농업정책-특히, 농업용수 가격관련-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

가중에서 농업용수 보조금이 가장 많은 나라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DDA, FTA 협상에 의한 농업개방에도 견딜 수 있도록 농업용

수 가격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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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제2장의 지표목록

주제 지표명 지표의 정의(모든 지표에 대한 시간에 따른 경향)

Water Water use

6. 지하수의 저장과 농업적 사용을 설명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순 농업용 지하수 수지

7. 농업용수 사용 결과로 발생한 (계절별)최소 기준수위 이하로 떨

어지는 강이나 하천의 연간비율

8. 생태계 건정성에 대한 농업용수 사용의 향 (예, 야생종과 습지)

9. 소비된 단위 관개수(또는 인가된 물 분배나 대신 인출된 물, 여

기서 인출된 물이란 인출된 총 물의 전체 값이나 인출된 총 물

의 순 값에서 강이나 호수로 회귀된 물과 지하로 저장된 물의 

값을 뺀 값) 당 생산된 농업생산물의 평균가치 경향

10. 다른 용수 사용자들(산업과 도시)에 공급된 물의 요금 대비 농

부에게 공급된 물의 요금

참조: 1. 이 부록에 있는 모든 지표들은 방법과 자료 둘 모두 또는 둘 중 하나가 OECD 회원국 전체에 대한 대표

성을 띤 상태는 아니며 어떤 경우에는(문화경관 지표와 물 보유능) 주 보고서의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몇

몇 국가와 관련한 정책일 뿐이다.

부표 2:  지표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부록1에 포함되어 있는 

농업환경지표의 질적 평가

지표 정의1 

(iii 용수사용)

특징2

전문가

회의3

국가4

정책

연관

성

수

치

해

석

측정

성

해석

용이

성

Coverage
비교가

능성

6. 지하수의 저장과 농업적 

사용을 설명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순 농업용 

지하수 수지
Water 

Use and 

Water 

Quality

7. 최소 기준수위 이하의 

강/호수의 연 비중
+++ + + +++ GBR, JP ++

8. 생태계 건전성에 대한 

농업용수 사용의 향
+++ + + +

GBR, JPN, KOR, 

US
+

9. 소비된 단위 관개수 당 

관개농업 생산물의 

평균가치 경향

++ + + + KOR, NDL, US +++

10. 다른 용수 (산업과 

도시) 요금 대비 

농업용수 요금

+++ ++ ++ ++

FIN, NLD, AUT, 

FRA, GRC, ESP, 

SVK, HUN, KOR, 

GBR, AUS, PRT, 

TUK, 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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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핵심 추이 

❏ 1990년에서 2003년까지 강, 호수, 지하수와 해안수 수질에 대한 농업의 

부하는 대부분 OECD국가에서 과다 투입되는 양염류와 농약 사용의 

감소로 완화되었다.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양분과 농약오염의 절대

적 수준은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더구나 양염류에 

의한 수질 오염에서 산업과 도시 분야로부터의 오염이 아주 빠르게 감소

하는데 반해 농업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농업지역에서 단지 일부분의 모니터링 장소에서만이 음용수
의 양염류와 농약 농도가 국가 최대 허용 권고량을 넘어섰다. 그러나 

강, 호수, 해수의 농도가 환경과 여가부분에서의 활용을 위한 국가의 최

대 권고량을 넘어선 모니터링 지역은 많은 경우에 주요 오염원인 농업으

로 인해 더욱 높다. 이것은 농약의 수생생물에 대한 피해와 OECD국가에 

널리 퍼진 지표수 부 양화의 증거다. 또한 몇몇 지역(호주, 일본, 한국, 

미국, 유럽)에서 강어귀와 해안가의 농업의 양물질에 의한 오염은 어

업을 포함하는 해양생태계에 해를 입히는 적조현상(algae blooming)을 발

생시킨다.

❏ 몇몇 OECD국가에서는 음용수의 표준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양염류와 농약을 제거하는 수(水) 처리비용이 상당하다. 예를 들면, 

국에서는 농업에 의한 수질오염 처리비용이 2003/2004년에 해마다 대략 

3억4천5백만 유로로 예측됐다. 또한, 몇몇 국가에서(예, 한국, 미국) 해수

의 부 양화는 어업에 대한 높은 경제적 비용을 부담케 한다.

Ⅱ. 지표의 정의

• 지표수와 지하수내 질산염과 인산에 대한 음용수 수질권고한계를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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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농업지역내 조사지점의 비율(지하수는 질산염에 한함)

• 지표수, 지하수 및 연안해수의 질산염과 인산염 오염에 대한 농업이 차

지하는 비율

• 지표수와 지하수중의 농약에 대한 음용수 수질권고한계를 초과하는 농업

지역내 조사지점의 비율

• 지표수 및 지하수중 농약이 한 성분 또는 그 이상 존재하는 농업지역내 

조사지점의 비율

Ⅲ. 개념과 해석

❏ 농업활동에 의한 수체(강, 호수, 저수지, 지하수와 해수)의 오염은 우선 

음용수 수질오염과 관련이 있고, 두 번째로 수생생태계에 유해한 향을 

미쳐 수생생물의 피해를 나타내고, 또한 수  등 레크레이션 활동과 담

수와 해수에서의 어업과 관련이 있다.

❏ 비록 대규모 집약 축산과 같은 농업 점오염이 염려되기는 하지만 특히, 

산업과 도시의 점오염원이 대부분의 경우 줄어들고 있으므로 수질에 대

한 농업활동의 향은 비점오염원으로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예를 

들면 비료 살포, 밭에 뿌려지는 축분, 소규모 축산농). 양물질들(주로 

비료와 축산에 의한 질소와 인), 농약, 토양 침전물, 염류 그리고 병원균

들은 축산활동과 관개시스템으로부터 배출은 물론 농업으로부터 토사 

유출과 침투를 통해 수체로 이동되는 주요한 오염물질들이다. 

❏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수체의 수질오염에 대한 실제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망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국가들은 위험지표를 사용하여 오염

농도모델에 근거하여 추정하고 있다. 일부 오염물질들( 양염류, 농약)은 

더 자세하게, 매우 자주 기록되지만, 병원체, 염류 및 농업의 다른 오염

물질에 의한 수질오염에 대한 OECD국가들의 전반적인 상태를 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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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어렵다. 또한, 주로 토양과 작물형태, 농업생태계의 조건, 기후, 농

장경 방법 및 정책 등에 따라 오염도의 차이가 OECD국가들이나 지역 

간에 매우 크다.

❏ 농업에 의해 발생된 수질오염의 경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한계는 총 오
염 중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여하고 농업수질오염에 대한 취약

지역을 확인하는 데 있다. 게다가, 자료수집방법, 국가의 음용수 및 수질

환경 기준들(OECD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간의 차이는 상대적인 평가가 

힘들고, 또한 호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등 몇몇의 국가에서는 농업

용수 수질오염에 대한 모니터링 특히 농약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농업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는 지표수의 경우보다 정리

되어 있지 못한데, 이는 지하수 시료채취의 비용 때문이며, 또한 대부분

의 오염물질들이 토양을 통해 대수층에 도달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소요

되기 때문에 음용수와 수질환경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양염류(양분) 수지와 농약 사용의 변화는 농업지역에서 수질의 상태

(state)를 설명하고 농업활동에 의한 양염류와 농약오염의 기여도를 설

명하는 중요한 추진력(driving force)이다. 농약위험지표 역시 매우 중요한

데, 특히 이것은 수생생태계에서 농약의 위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

다. 다양한 농장관리 활동의 적용은 농지로부터 수체로 오염물질이 유출

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농민들의 반응(response)인 것이다.  

Ⅳ. 최근의 추이

❏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양염류 과다와 농약 사용의 감소로 인해 

1990년부터 2003년 기간에 걸쳐 강, 호수, 지하수와 연안해수의 수질에 

대한 농업의 전체적인 압력은 줄어들었다. 이런 개선에도 불구하고 농업

에 의한 양염류 오염의 절대농도가 상당히 높은 곳이 많았다.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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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는 전반적으로 수질의 점오염원(산업과 도시오염원)은 농업에 비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대부분 효과적으로 조절되고 있으며, 비록 오염

의 절대적인 수치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양염류에 의한 수질오염

중 농업(비점오염)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유출에 의한 농약의 절대수치도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 대체적으로 전체 OECD국가들 중 농업지역내 조사지점의 극히 일부분만

이 양염류와 농약에 대한 국가 음용수 수질한계를 초과하는 지표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강, 호수 그리고 해수

의 조사지점 중에서 그 수질이 환경과 레크레이션 이용을 위해 권고되는 

국가 기준한계 또는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대부

분의 경우 이러한 오염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농업이다. 이것은 OECD 

국가 간에 지표수의 부 양화로 만연된 문제와 농약에 의한 수생생물의 

피해에 대한 증거이다. 하구와 연안의 농업 양염류 오염은 어떤 지역

에서는 상업적 어업을 포함한 해양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적조(red tide or 

dead zone)를 일으키므로, 바다와 접한 호주, 일본, 한국, 미국, 그리고 주

로 발틱 해, 북해 그리고 지중해와 같은 유럽지역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 그러나 지하수에 대해서, 많은 OECD국가에 있어서 현재 양염류와 농

약에 의한 주요한 오염원은 농업이고, 그 중요도가 점점 더 커져 가고 

있다. 비록 지하수 오염에 대한 증거는 제한되어 있지만 다른 오염원들

이 농업보다 더 빨리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덴마크와 같이 인간과 가축

을 위한 음용수로 지하수를 공급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많은 곳에서 농약의 사용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오염

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개 농약이 토양층을 

통해 대수층으로 이동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 많은 경우에 있어서 농업에 의한 수질오염의 경제적 비용은 높다. 일부 

OECD국가에서는 급수가 음용수 수질기준을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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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염류와 농약 제거를 위한 수처리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국

에서는 농업에 의한 수질오염의 전체 경제적 비용은 2003년/2004년에 연

간 총 수질오염비용의 40%를 넘는 약 345백만 유로로 추정되었다. 한국,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해수의 부 양화로 인하여 상업적 어업에 

많은 경제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1. 질산염

❏ 많은 국가들에서 질산염에 의한 지표수의 총 오염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넘는다. 지하수의 경우 농업의 기여도에 대한 증거가 제한

되지만, 어떤 자료에서는 강이나 호소보다 지하수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낮을 수는 있지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국가들

에서 연안이나 해수의 질소부하에 대한 농업의 기여도 역시 40%이상이

고, 부 양화의 주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그림 2>. 그러나 국에서

와 같이 지표수와 연안수 내의 질산염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간 

하천유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 국가 음용수 수질기준치를 초과한 질산염을 함유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농업지역내 조사지점 비율이 벨기에와 네덜란드와 같이 일부 국가에서

는 25%이상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0% 이하로 나타났다

(그림 3과 4). 또한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슬로바키아, 스페인과 미국

에서는 농업지역내 조사지점 중에서 질산염에 의한 국가 음용수 수질기

준치를 초과하는 비율이 지하수가 지표수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 으나,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국은 그런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그림 3, 

4>.

❏ 농업에 의한 수질의 질산염 오염에 대한 OECD의 경향을 나타낼 수 있는 

정확한 자료는 부족하지만, 기존의 제한된 자료(OECD 웹사이트 데이터

베이스)는 1990년대에 걸쳐 국가 음용수 수질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업지

역내의 조사지점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오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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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 벨기에,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다른 일부 국가들(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스페인, 국)은 그 경향이 비슷하거나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에 OECD 질소수지의 전반적인 감소는 이러한 

경향을 확증하고 있으나,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스페인, 국과 같이 

질소 과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는 제외된다. 마찬가지로 

EU 15개국 중 많은 국가가 지난 수십년 동안 “질산염 취약지구”내의 농

업오염을 줄이기 위한 1991 EU질산염지침을 수차례 위반하 다. 

그림 1.  지표수의 질산염과 인의 방출량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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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폴란드, 스웨덴, 스위스의 1990년대

  중반 자료. OECD (2001) Environmental Indicators for Agriculture, Vol. 3.

2. 인(2002),덴마크 호수만 해당하는 비율.

3. 강과 하천에서의 질산염 오염에 대한 데이터. 농업 비점오염원으로부터 지표수로 총 유입. 이용할 수 없는 

   인, Growing for good, 집약적 농업, 지속성과 뉴질랜드의 환경에 대한 데이터. 2004. 10. p.98, 

www.pce.govt.nz

4. Source : Chapter 3, 영국 지방 부분. 

5. Flanders에서만, 2001 

6. 네덜란드 2002, Chapter 3을 보라.

7. 2000년 값

8. 질산염 배출에 대한 데이터는 유효하지 않음

자료원: OECD (2001) Environmental Indicators for Agriculture, Vol. 3; OECD 2nd Agri-environmental Indicators 

Questionnaire, 2004; Nation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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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국가에서 농업지역내에서 권고하는 환경기준치 및 레크레이션 용

도 한계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을 찾기 위한 측면에서 조사하는 것은 음

용수를 조사하는 것에 비해 훨씬 빈약하다. 기존의 자료 중에서 농업지

역내의 수질은 음용수보다 훨씬 높게 오염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국(잉 랜드와 웨일즈에 한함)에서는 약 80%의 수계 유역이 

부 양화에 의해 향을 받고, 80%가 넘는 수생생태계가 특별한 과학적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이는 수생종의 감소와 함께 수계가 부 양

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인

❏ 1990년대에 걸친 농업에 의한 수체의 인산 오염에 대한 OECD의 전반적

인 경향은 질산염의 경향과 유사하다. 많은 국가들에서 농업은 지표수와 

연안수의 주요한 인산 오염원이며 그 비중은 40%를 넘는다. 그러나 대부

분의 경우 수체의 인산 오염에서 농업의 기여는 질산염보다 적은데, 이

는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폴란드와 스위스에서 두드러지

게 나타났다<그림 1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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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안수의 질산염과 인의 총 방출량 중 농업부문의 비중: (2000-2002)

1. OECD 2nd Agri-Environmental Indicators Questionnaire 2004로부터 질산염과 인에 대한 벨기에, 핀란드, 노

르웨이, 영국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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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2년에 언급한 데이터.

3. 2000년에 언급한 데이터.

4. Source: Chapter 5는 세느강으로부터 “la Manche”로 배출되는 질산염을 설명한다. 2000년에 언급한 데이터.

5. 질산염은 50-70%사이로, 인은 30-40%사이로 추정된다(출처 : OECD 2nd Agri-Environmental Indicators 

   Questionnaire 2004).

6. Flanders에서만, 2000년.

7. 2000년에 언급한 데이터.

8. 1997-2000년에 언급한 데이터.

자료원: OECD 2nd Agri-environmental Indicators Questionnaire, 2004; OECD (2001) Environmental Indicators 

        for Agriculture, Vol. 3.

❏ 농업지역내 조사지점 중 인산의 음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를 보고
한 국가들에 있어서, 그 수가 질산염보다 더 높은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

는 독일과 슬로바키아, 국과 미국에서 뚜렷하 는데<그림 3>, 이는 특

히 OECD 농업 인산수지의 전반적인 경향이 인에 의한 수체 오염에 대한 

압력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산염이 토양을 통해서 이동되는 

것이 질소와 비교할 때 더 오랜 시간 지체된다는 것을 반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에서의 농업에 의한 인 과잉(P톤)은 1990년과 2002년 사이 

거의 20% 이상 감소하 으나 강의 오염은 조사지점의 54%가 변함없이  

음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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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표수에서 질산염과 인의 음용수로서의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농업지역에 있는 조사지점수의 비율: 2000-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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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정보는 Volume 4 website를 참조

1. 1990년대 후반, OECD (2001) Environmental Indicators for Agriculture, Vol. 3으로부터 얻은 데이터. 

2. Flanders에만 해당, 2001-02

3. 2000-02년 사이에 영국과 웨일즈에서  약 30%가 30mg/NO3/l를 초과하는 질산염 수준을 나타냄. 그러나 EU

의 음용수 수질기준인 50mg.NO3/l이하임.

4. 미국 : 과잉의 조류 성장을 막기위한 연방정부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조사지점의 비율에 적용되는 값, 5장 참

조

5. 스웨덴 : 2000년 국가간, 지역간 환경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질산염에 대한 값은 호수에서 6%, 유역에서 0%

  이다.

6. 2000년 언급한 데이터..

7. 2000-01에 언급한 데이터.

8. 2000년에 언급한 데이터. 질산염에 대해 보고된 값은 0%이다.

9. Source: 호주 section chapter 5를 보라. 유역의 sample에 적용된다.

자료원: OECD 2nd Questionnaire, 2004; OECD (2001) Environmental Indicators for Agriculture, Vo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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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농업지역에서 지하수 중에 질산염에 대한 음용수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조사지점수의 비율(2000-04)

1. 2000년에 언급한 데이터. OECD (2001) Environmental Indicators for Agriculture, Vol. 3. 

2. 벨기에(Flanders만 해당)

3. 2003년에 언급한 데이터.

4. 2001년에 언급한 데이터.

5. 2004년에 언급한 데이터.

6. 2002년에 언급한 데이터.

7. 호주에 대해서는 chapter 5를 참조. 호주 북동부의 집약적인 농업지역에서의 지하수.

8. 노르웨이(국가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는 1985-2002동안 0%로 보고되었다.

출처 : OECD Questionnaire Ⅱ, 2005; Environmental Indicators for Agriculture, Vol. 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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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산염과 마찬가지로, 지난 10년 동안 급수에 있어서 인산염에 대한 

OECD 경향에 관한 자료는 빈약하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에서는 자료가 

인산염의 국가수질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업지역의 조사지점수를 다양한 

그림으로 나타낸다. 오스트리아와 벨기에의 경우 개선을, 노르웨이의 경

우 경향이 없고, 국의 경우 안정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OECD 웹사

이트 데이터베이스).

❏ 마찬가지로 OECD국가 간에 급수에 대한 인산의 환경기준치와 레크레이

션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업지역내 조사지점의 비율에 대한 정보가 질

산염처럼 빈약하다. 그러나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75%가 넘는 농업지역

의 강들은 적조현상(algae blooming)을 방지하기 위한 권고수준보다 인산

농도가 높았다. 

3. 농약

❏ 대부분 경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농약이 검출된 지점이 전체 조사지점

의 60%에 달하고, 그리스, 노르웨이, 미국의 지표수의 경우 거의 100%에 

도달할 정도로 OECD국가 전체에 걸쳐 지표수와 지하수 중에 농약이 검

출되고 있다<그림 5>.

❏ 지표수와 지하수 공급을 위해 농약의 농도가 음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
는 조사지점의 비율은 양염류보다 대체적으로 낮다. 그러나 지하수의 

경우, 벨기에,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페인과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

서는 조사지점의 10% 이상이 우려할 만하다<그림 6>. 반면 이탈리아는 

농약 사용량의 증가와 함께 지하수내 농약농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멕시코와 같은 일부국가에서는 농약을 연안수

의 보편적인 오염물질이라고 보고하 는데, 이는 이러한 물을 사용하는  

물고기로부터 인류 건강에까지 위험이 되며, 특별히 1990년대에 걸쳐 농

약의 사용량이 증가한 멕시코의 경우에는 우려스럽다. 

❏ OECD 농약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은 농약에 의한 수질에 대한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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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속적이거나 심지어 줄어든다는 결론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농약에 

따라서 수생환경과 음용수에 미치는 위해성의 형태와 수준이 다르게 나

타내므로 농약사용 추이와 수질오염을 연관지울 때 주의가 필요하다. 

1990년에 걸쳐 조사된 농약 위해성 지표를 보면, 덴마크에서는 수생종에 

대한 농약 독성 위해성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에서는 1999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반면, 일본

의 경우 조사 자료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물의 농약오염이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 수체의 농약오염에 대한 또 다른 관심사는 DDT와 같이 높은 지속성과 

독성을 가진 농약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OECD국가의 경우 수십년간 

이러한 농약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생생물에 해를 

줄 정도의 농도가 여전히 검출되고 있다. 프랑스, 미국, 멕시코가 이러한 

경우이고, 멕시코에서는 이런 농약 사용의 금지가 최근에 이루어졌다.

그림 5.  농업지역에서 지표수와 지하수 중에 하나 이상의 농약이 존재하는 
조사지점의 비율(200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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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2003동안 언급한 데이터. 

2. 2002년에 대한 데이터.

3. 1992-1998년 데이터. 지표수에 대한 값은 1-2농약이 모니터링 지점의 8%(29%)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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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4농약은 지점의 18%(21%)로; 5농약 이상은 지점의 74%로. 지표수에 대하여 모니터링 지점의 80%는 

수생생태계의 수질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농도이다. 

4. Source : 프랑스 section, chapter 5, 2002년 데이터.

5. 지하수에 대하여 농약 존재에 대한 % 비율은 음용수에 잘 적용되는 반면, 지하수에서 농약 농도는 100명 이

상 공급되는 대수층에 대하여 2%이다.

6. 1999-2000년 데이터.

자료원: OECD (2005) 2nd Agri-environmental Questionnaire.

그림 6.  농업지역에서 지표수 및 지하수 중에 농약의 농도가 국가 음용수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조사지점수의 비율(2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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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02년 데이터. Flanders 지역에서만. 지표수에 대해서 Atrazine만. 지역간 변화는 0.1μg/l의 음용수 수질기

  준과 비교하여 0.5μg/l를 초과한 조사지점의 10%로 13%와 32%사이의 범위의 농도를 보여준다. 

2. 국가적인 데이터. 평균은 낮고 낮은 상태. chapter 3을 보라.

3. 대부분의 지점에서 지표수의 농도가 감소하는 1995-2002년 데이터. 농약이 존재하는 지하수의 %비율은 음용

  수에 잘 적용되는 반면, 지하수에서의 농약 농도는 100명 이상 공급하는 대수층에서 2%이다. 

4. Source : 스페인의 OECD (2004) Environmental Perfomance Review.

5. 2002년 데이터. 경작하에 집수역에서 적용. 

6. Source : 독일 section, chapter 3, 1995년 데이터.

7. Source EEA (2005), 2000년 데이터.

8. 1990-2001년 데이터. Atrazine만. 1992-94년에 지하수에서 음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농약을 함유하는 모니

   터링 지점의 비율은 25%였다.

9. 지표수에 대하여 영국과 웨일즈에서 적용. atrazine sample에 대한 2000-02년 평균은 100mg/l를 초과하였다. 

  지하수 데이터에 대해 경작지의 모니터링 지점에 대해 2000-02년 평균에 적용했고 백분율은 관리된 초원의 

  4%였다.

10. 1992-98년 데이터. 지표수의 값은 1-2농약이 모니터링 지점의 8%(29%)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3-4농

   약(21%)은 지점에서; 3-4(21%)농약은 지점의 18%(11%); 5농약 이상이 지점의 74%로 존재한다. 지표수에 대

   하여 모니터링 지점의 80%가 수생생태계의 수질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농도이다.

11. 1995-2002년 데이터.

12. 1998-2002년 데이터, Vemmenhog 한 지역에서만 측정, 지하수에 대하여 0%

13. Source : 호주 section, Chapter 3. 목화는 호주 동부에서만 성장한다.     

자료원: OECD (2005) 2nd Agri-environmental Questionnaire.; EE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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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기타 수질 지표(지역지표)

1. 논점

❏ 농업은 많은 OECD 국가들의 농촌유역에서 수질오염의 주범이고 물의 

중요한 사용자이다. 물의 이용과 수질사이의 관계가 어떤 경우에는 뚜렷

이 나타남과 동시에 농업은 지하수 함양(涵養)과 홍수 조절과 같은 생태

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물의 이용과 수질에 관

련된 지표들은 농업용수 관리 지표들과의 연결뿐 아니라 현재 상태와 변

하기 쉬운 경향을 반 하는데 결정적이다.

2. 지표의 개발

❏ “물의 이용과 수질에 관한 농업의 향: 정책 분석을 위해 개발되고 있는 

지표들”(OECD 2004a)에 관한 OECD전문가회의에서는 OECD 국가들이 제

1장에서 담당했던 그런 것들에 대하여 다음의 지표들을 개발할 수 있다

는 것을 권고했다.

3. 수질 지표

❏ 농업지역에서 국가적인 수질 한계기준(threshold)을 초과한 지표수와 지하

수에서의 염 농도

❏ 농업지역에서 국가적인 수질 기준을 초과한 지표수와 지하수에서의 병원
균(분변 지표성 또는 병원성 세균) 농도

❏ 농업에서 유래된 지표수와 지하수중의 병원균 오염의 비율

4. 평가

❏ 음용수부터 환경 용도와 레크레이션 용도 등 다른 용도의 물 사용 목적
으로 분류되는 국가기준 설정을 위해 서로 다른 기준농도들을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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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수질지표의 개발은 매우 복잡하다. 국가들간에 보편적인 기

준 또는 지표가 없는 곳에서는 염류와 병원균 농도도 유사한 문제점을 

일으킨다(상자 1).

❏ 현재는 물 사용과 수질을 측정하는 기술의 정 도가 요구되지만, 향후 

연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농업활동으로 인한 물 사용과 수질의 

환경과 사회적인 중요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지표의 범위와 관련된 데이

터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생태계 서비스의 농업의 항목(조항)뿐 아니

라, 이러한 환경과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한 정보 및 수생생태계 내

에서 농업용수 사용의 향에 대한 정보가 현재 부족하다(상자 2). 게다

가 특히 관개수 측면에서 물 사용과 수질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더 나은 

이해는 두 지표들 개발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연관관계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

❏ 비록 이러한 지표들을 측정하는 현재의 접근들이 귀중한 정보들을 산출
했지만, 다른 구성들과 방법론이 특히 오염원에 의한 다른 향의 측면

에서 수질과 물 사용에 대한 농업의 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

다. 이러한 점에서, 대체적인 농의 향과 물 관리 경험은 지역 규모로

부터 국제적인 규모까지 다양한 공간적 크기를 포함하는 체계의 이용과 

통찰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상자 3> 농업용 가축 병원균과 물 오염

1. 특히 젖소와 돼지의 축분퇴비속 병원균(예를 들면 세균성, 기생균 그리고 약

물)은 분변배설물, 슬러리와 퇴비저장고의 누출과 축분의 농지사용에 의해 

직접 수로로 이동되어 질수 있다. 이러한 병원균들은 수생 생태계내의 어류

와 폐류에 피해를 주고, 나쁜 음용수 수질로 인해 인간 건강에 문제를 일으

킨다. 수체로 배출된 이러한 병원균이 얼마나 인간의 건강과 생태계에 향

을 미치는 지에 대해 활용가능한 자료는 거의 없다. 반면, 미국의 한 연구에

서 빈번한 축분 살포로 인해 농장하천의 9%가 몇몇 병원균에 대해 양성으

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았다.(OECD 2004b).

2. 많은 OECD 국가들은 수체에서, 특히 음용수에서 병원균에 대한 지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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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캐나다, 일본, 한국, 뉴질랜드 그리고 EU

에서는 최소 100ml의 음용수 중에서는 E. coli가 불검출되어야만 한다는 E. 

coli에 대한 국가적인 지침이 있다. OECD 국가간에 기준을 설정한 방법들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들 모두는 수생 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수질오염저감 및 

인간의 안전한 물사용 보장이라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 

3. 연간 약 1,000명의 캐나다인이 E. coli로 인해 병들어 있는데, 이는 최근 이런 

경우의 대부분이 오염된 고기나 치즈의 소비와 관련이 있다. 2000년 5월, 

Ontario town의 상수도시스템이 E. coli로 오염되었을 때 7명이 사망하고 

2,000명 이상이 병을 앓았다. 이는 소의 축분퇴비가 지하수면으로 침투하면

서 발생한 오염이라고 한다. 

4. 캐나다 역시 상수와 해수에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지표수나 지하수에서 병

원성 박테리아 오염이 높을 것 같은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집약적으로 축산물을 생산하는 인근에서 발생한다. 

5. 독일의 연구에서는 축산으로부터 배출된 병원균들이 음용수를 오염시키지 

않는 한 방법으로 이들이 배출된 지 50일 이내에는 토양과 지하수 대수층 

내에서는 그 유해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슬러리와 축분퇴비의 사용이 지하수 침투속도와 배출 50일을 고

려하여, 특별 물 취수지역에서는 금지된다. 예를 들면, 만약 지하수 속도가 

1m/day에 달하면 축산폐기물을 살포한 지역에서 50미터의 거리 내에서의 

펌핑은 허용되지 않는다. 

5. UK에서는 하수도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로 지표수체의 수질을 개선시켰

고, 농업에 의한 확산오염으로 주목받는 곳 특히 North West England와 

Western Scotland가 ‘가이드라인’기준들에 충족하도록 했다. 최근 연구는 농업

에 의한 오염의 비율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상자 4> 수생태계에 대한 농업의 향

1. 강의 흐름 패턴 변화는 수생태계의 붕괴나 교란에 향을 미친다. 강, 습지, 

지하수 저장소의 수위 사이의 복잡한 균형은 이런 자원들 중 하나의 불균형

적인 사용에 의해 붕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하수의 과도한 양의 취수(함

양율의 초과에 있어서)는 강의 흐름을 축소, 하천의 흐름을 완전히 막거나 

심한 경우 하천의 건천화나 하천의 역류를 일으킬 수 있다. 



177

Ⅵ. 시사점 및 결론

❏ OECD에서는 농업이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인 동시에 주요한 

수질오염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농업용수 수질지표의 방향도 농업활동

이 수계에 미치는 향을 정량화시키려는 작업에서 출발한다. 또한 수질

오염에 부하가 큰 농업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무역제제 등의 조치

가 따를 지도 모를 일이다. 물의 이용과 수질사이의 관계가 어떤 경우에

는 뚜렷이 나타남과 동시에 농업은 지하수 함양(涵養)과 홍수 조절과 같

은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물의 이용과 수

질에 관련된 지표들은 농업용수 관리 지표들과의 연결뿐 아니라 현재 상

태와 변하기 쉬운 경향을 반 하는데 결정적이다.

❏ OECD 수질지표의 개발초기에는 수질위험지표와 수질상태지표로 나누어

져 있었다. 특히 수질위험지표가 취약농업지대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 다. 그러나 각 회원국별 농형태 등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위험지표를 산정토록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런 논의는 2003년 10월 대한민국 경주에 있었던 농업용수 수질지표 전

2. 강의 최소흐름을 규정하는 것은 강과 하천에서 수위를 유지하는데 중요하

다. 강의 수위와 수질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인위적인 향과 자연적 현상

(예로서 홍수나 가뭄)의 향을 나타낼 것이다. 강의 흐름이 조절되어지는 

곳에서는 수생태계가 비교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3. 강의 흐름이나 수생태계가 가진 강과 지하수로부터 농업용수로 과도하게 취

수한 향에 대한 자료는 제한되어 있다. 호주, 유럽과 북아메리카에 있는 

일부 OECD 국가들은 그들이 관개농업에 의해 과도하게 개발한 결과로 강의 

최소한의 흐름을 유지에 관한 문제점들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강의 최소 

흐름률을 조사하는 것은 수계의 환경계획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출처: DEH, 2004와 OECD,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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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회의에서 지표의 개발 방향을 논의한 끝에, 상태지표로 방향을 바꾸

게 되었다. 

❏ 상태지표의 방향은 각 국가별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농업지역내 지표수 
및 지하수의 초과율을 산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OECD 종합보고서 제

4권에서는 추가적으로 연안해수와 병원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농업용수와 병원균이나 연안해수와 연계시킨 연구는 전무

한 상황이다. 

❏ 최근 한국의 농업용수 수질지표의 개발 방향은 상태지표를 중심으로 진
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수행중인 국책과제인 농

업환경변동조사사업 중 농업용수 수질조사의 결과를 적극 이용하고 있

다. 또한 병원균 중 대장균을 중심으로 그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

며, 농업지대 인근 해수에 대한 수질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 농업활동이 수계에 미치는 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발생량 및 부하량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물 사용 지표와 양분 지표와 함

께 지표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OECD 회원국 간의 부하량 산정

의 연구방법의 일원화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 농업활동은 수계에 병원균 오염을 유발시켜 위생학적 위험성을 발생시킨
다고 OECD는 보고하고 있다. 이에 따른 많은 연구결과들이 EU를 중심

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

나, 최근 농업용 지하수에 대한 대장균 오염현황을 조사하는 등 OECD의 

지표개발 방향에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모든 지표의 개발 방향이 그러하듯이 농업용수 수질지표 역시 단독으로 
수행되어 지표를 개발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향후 한국의 OECD 수질

지표 개발은 OECD의 방향성을 따라 개발을 하되, 이 결과는 반드시 우

리나라 농업용수 수질정책에 반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우

리나라 농업용수 수질정책도 국제화, 세계화 수준으로 이끌어 낼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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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핵심 추이 

❏ 농업은 OECD국가의 산성화 물질 배출량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

존 고갈물질 사용량의 5%, 온실가스배출량의 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

나 특정 대기오염물질에서는 몫이 아주 커서 인위 기원 암모니아 배출의 

90%,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의 75%, 아산화질소는 70%, 메탄은 40% 이상

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 대기 오염물질은 산성화, 부 양화, 오존층 고갈, 

기후변화 및 인간 건강에 대한 향을 통해서 환경적 재해를 주고 있다. 

❏ 농업 암모니아 배출은 1990년에서 2003년까지 기간 중 3% 정도 증가했

다. 이는 산업과 에너지 부문에서 암모니아 배출 증가량보다 높은 것이

다. 덴마크와 독일은 고텐부르크 협정(Gothenburg Protocol)에서 합의한 

2010년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암모니아 배출 감축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 OECD 암모니아 배출에서 증가는 주로 가축수 증가와 관련이 있고, 캐나

다, 한국, 스페인과 미국에서는 비료 사용량 증가와 관련이 깊다. 암모니

아 배출에서 감축을 달성한 국가에서 암모니아배출의 감소는 질소세 부

과 혹은 가축분 저장에 대한 비용 지불 등 정책과 혼용, 양분관리계획의 

높은 채택률 및 가축수와 비료 사용량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 

❏ OECD국가에서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은 몬트리올협약에서 2003년에 설정

한 1991년 수준 대비 70% 감축 목표를 충족시켰다. 그러나 주로 미국에

서 사용이 증가하 고 호주와 일본에서 사용이 약간 증가하여서 2003년 

대비 2004년도의  OECD메틸브로마이드 사용이 상당히 증가하 다. 이들 

국가가 몬트리올협약에서 합의한 대로 2005년도에 메틸브로마이드의 완

전한 사용금지목표를 달성하려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에 대하여 OECD 국가는 몬트리올 협약에서 감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농민과 다른 사용자

들이 대체방안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2005년에 대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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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용 면제 (Critical Use Exemption)에 합의했다. 

❏ 온실가스에 대해 쿄토의정서에서 농업에 대한 특정목표는 없다. OECD 

농업의 온실가스 총 배출( 2000-02)의 75%가 EU15와 미국에서 배출되었

다. EU15 배출은 5% (2,400만톤 이산화탄소 상당량) 감소하 으나 미국

에서는 6% (2,600만톤 이산화탄소 상당량)이 증가했다. 10% 이상의 증가

에 해당하는 농업 온실가스 배출을 보인 국가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페인이었고, 이를 합치면 3,100 백만톤 이산화탄소 상당량 증가했고, 

OECD 농업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이상에 해당한다. 호주와 멕시

코에서는 농업용으로 산림벌채가 국가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 중요한 

기여를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의 변화는 가축 생산(축산분뇨에서 메탄)과 

작물생산(비료사용에서 아산화질소)의 증가(감소)에서 유발되었다. 

❏ 농업은 OECD 농업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몫은 작지만 호주, 덴마

크, 프랑스, 아이슬랜드, 아일랜드와 스웨덴에서는 15% 이상이다. OECD 

농업 온실가스 총배출량에는 3% 정도 차지하지만 뉴질랜드 내부적으로

는 50% 이상이다. 많은 국가는 단위 산출 체적당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

고 암모니아 배출을 줄이면서 토양 탄소축적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축산

분뇨 처리방법과 토양 경운법을 바꾸는 등 농민이 농방법을 개선하도

록 독려하고 있다. 

Ⅱ. 지표의 범위

❏ 본 절에서는 암모니아와 온실가스(메탄, 아산화질소, 이산화탄소)의 배출

을 통해서 농업활동이 대기질에 미치는 향을 검토할 것이다. 이 농업 

배출의 환경 향은 산업, 수송같은 다른 오염원과 연계하여 광범위하고 

대기 중 아황산가스, 이산화탄소 같은 다성분 오염물질과 산성화, 부

양화 같은 다중 효과 같은 환경에 대한 향 간의 화학반응 측면에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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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한다<그림 1>. 오존층  파괴물질인 농약 메틸브로마이드의 농업적 이

용에 대해서도 논한다. 

그림 1.  대기질의 향 : 다중 오염물질 : 다중 향

Ⅲ. 암모니아 배출, 산성화와 부 양화

1. 지표의 정의

• 국가 암모니아 총배출량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의 정량화

2. 개념과 해석

❏ 암모니아 배출은 산성화와 부 양화라는 두 주요 환경문제와 관련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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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력이다. 암모니아는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과 더불어서 대기 중에서 

수분과 결합하거나 침적된 후 토양과 물의 산성화에 기여한다. 과도한 

토양산도는 육상생태과과 수계생태계에 어떤 형태로 피해를 입힐 수 있

다. 질소의 공급원으로서 암모니아의 침적은 토양과 수계의 질소 수준을 

높여서 그를 수용하는 수계생태계에서 부 양화를 일으킬 수 있다. 

❏ 산성화와 부 양화와 더불어서 농업 암모니아 배출은 인간의 건강 (예, 

호흡기관계 악화), 가시도, 기후를 악화시키는 대기 중 에어로졸의 생성

에 상당히 기여한다. 고농도이거나 발생원 근처에서 암모니아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향을 미치는 불쾌한 냄새를 발생하기도 한다. 

❏ OECD 유럽국가들은 토양산성화, 부 양화와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에 

대한 협약에서 지상 수준의 오존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아

황산가스 같이 농업과는 직접 연관은 없는 기체 배출을 포함하여 합의된 

국가별 암모니아 배출 상한 목표 내용을 포함한 1999 고텐부르크 협약을 

채택하 다. 캐나다와 미국도 이 협약에 비준국이지만 배출목표에는 동

의하지 않았다. 특정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국가 배출상한에 대한 유럽공

동체 훈령 (2001)에서 포르투갈을 제외한 모든 EU국가가 이 협약에서 동

일한 국가 배출 상한에 서명하 다(표 2). 고텐부르크 협약국에 대해서는 

UNECE자료를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해당국가의 자료를 사용하 다(그

림 2). 

❏ 농업에서 암모니아 배출을 줄이려는 일환으로 많은 OECD국가에서 암모

니아 배출 수준을 추정하는 데 사용된 배출계수를 입증하고 개선하기 위

해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저장과 살포까지의 과정에서 축산분뇨의 

관리방법과 관련된 암모니아 배출 수준을 저감하려는 기술과 관리기법

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런 기술과 기법의 보급은 정부 

농촌지도기관과 농민에게 제공되는 금융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 농업부분 암모니아 배출 지표는 상태에 대한 주원인으로서, 수계에서 질

산염 농도 (1.6.2 절), 대기 중 산성화 오염물질로서 질소수지 (1.2 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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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과 연계되어 있다. 많은 OECD 국가에서 농업부문은 예컨대 양분 관

리 기술의 채택 (1.9절)을 통해서 고텐부르크 협약에서 합의한 국가별 암

모니아 배출 상한에 도달함으로써 대응할 의무가 있다. 

그림 2.  농업에서 암모니아 배출 경향 : 1990-92에서 2000-02

Average Average
Share in total 

NH3 emissions 
1990-92   2001-03    2001-03

'000 
tonnes

'000 
tonnes

'000 
tonnes % %

Korea1 143 181 38 27 n.a.

Canada2 468 570 102 22 95

Spain3 352 420 68 19 91

United States4 3421 3945 524 15 88

Portugal 80 84 4 5 90

Italy 404 415 10 3 93

OECD5 8150 8404 254 3 94

Ireland 115 117 3 2 98

Norway6 23 23 0 1 91

France 744 742 -2 0 97

Greece7 76 72 -4 -5 99

EU-15 3353 3157 -196 -6 96

United Kingdom 302 277 -25 -8 89

Luxembourg 6 5 -1 -10 71

Germany 645 580 -66 -10 95

Finland8 37 32 -5 -13 97

Austria 75 64 -11 -15 94

Sweden9 57 48 -9 -15 86

Switzerland10 54 44 -10 -19 74

Denmark11 129 103 -26 -20 98

Belgium 95 74 -21 -22 93

Poland12 407 317 -90 -22 97

Hungary 98 65 -34 -34 98

Slovak Republic 52 30 -23 -44 96

Czech Republic13 131 73 -58 -44 95
Netherlands14 236 123 -113 -48 90
Australia15 n.a. 61 n.a. n.a. n.a.
Japan16 n.a. 289 n.a. n.a. n.a.

% Change 1990-92 to 2001-03

Change 

1990-92 to 2001-03

-50 -40 -30 -20 -10 0 10 20 30%

3. 최근 동향

❏ OECD 인위적 활동 유래 암모니아 총배출(1990-2002)의 증가는 주로 농업

과 관련이 있어서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90% 이상의 배출에 해당한다

<그림 2>. 주로 산업과 에너지 부문에서 아황산가스 배출의 실질적 감축 

때문에 산성화하는 기체(아황산가스, 아산화질소, 암모니아)의 OECD 총

배출량은 감소하고 있다<그림 3과 표 1>. 1990년대에 암모니아 배출 증

가와 더불어서 총 산성화하는 기체에서 농업의 비율은 상승하 다(표 1). 



187

주로 가축 사육두수의 상당한 증가와 부수적으로 비료 사용 증가에 기인

하여 캐나다, 한국, 스페인과 미국에서 농업 암모니아 배출은 15% 이상 

증가하 다<그림 2와 4>. 

❏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 헝가리, 폴란드에서 배출이 대폭 줄어든 것은 가

축, 작물과 비료에 대한 농업지원 수준이 붕괴됨에 따른 것으로 시장경

제로 이행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가축 사육두수와 비료 사용량의 감소에 

기인한다. 체코 공화국은 암모니아 배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양분 

관리 계획을 폭 넓게 수용하고 있으나 (1.9절) 이 국가들이 EU회원국 가

입을 향해 움직이고 있은 이후로 농업생산이 늘어나고 암모니아 배출도 

증가하고 있다. 

❏ 네덜란드는 농업 암모니아 배출에서 50% 감축을 달성하 고 벨기에, 덴

마크, 스위스는 20%를 감축하 다. 이는 양분과잉에 대한 세금, 축산분뇨

의 저장과 살포에 대한 규제, 축산분뇨의 저장에 대한 지불 같은 정책 

수단을 사용한 질소과잉 저감 수단과 관련이 있다. 이들 국가는 양분 관

리계획에 따르는 농경지와 농장의 비중이 높고 증가하고 있다. 

❏ 농업 암모니아 배출에서 국가별 경향은 국가 내 중요한 지역별 변이를 
나타내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북부 이탈리아는 이 지역에서 비료를 집

약적으로 시용하기 때문에 배출량이 가장 높고 프랑스에서는 브리타니 

지역이 집약적 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배출 수준이 가장 높다. 암

모니아 배출, 토양의 산성화 및 산성화 물질의 침적은 미국에서 상당한 

지역적 변이를 보이고 있다. 

❏ 고텐부르크 협약에서 2010년에 대한 배출 목표 설정을 달성한다는 측면
에서 다양한 방안이 있다. 2001-2003년까지 이 협약에서 목표수준을 충족

하기 위해서 배출을 감축했다<표 2>. 일부 국가는 2010년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에 대한 협약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배출을 더 감축할 필

요가 있다.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국은 2001-2003년 배출 수준을 5% 

이상 감축해야 되며 특히 덴마크는 33% 이상 줄여야 한다. 이탈리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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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 국은 양분 계획을 채택한 농가의 비율이 낮지만 이 국가들은 농

가 양분 관리 기술의 널리 채택하고 암모니아 배출을 줄이는 계획을 이

행하고 있다. 

그림 3.  산성화 대기 이동 오염물질의 경향 :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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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선정된 OECD국가의 농업 암모니아 배출 경향 지수(1990-2003) 

(1990=100)

❏ 농업 암모니아 배출은 주로 퇴구비와 슬러리 형태로 축산과 작물에 시용
한 화학비료에서 부분적으로는 분해 중인 작물 잔사에서 유래한다<그림 

5>.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총 암모니아 배출의 90% 이상이 축산에서 

유래한다. 한국, 일본, 폴란드는 화학비료 시용에 따른 배출이 20% 이상

이어서 다른 OECD 국가들 보다는 작물 부문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 암모니아가 반응성이 강하므로 냄새를 유발하고 상당한 질소 침적을 유
발할 수 있는 고농도는 배출원에서 2km 이내에서 발생한다. 암모니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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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측면에서 배출의 20% 정도가 배출원 가까이에 집적되고 나머지는 

대기를 통해서 장거리 이동한다.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암모니아 배출의 

약 30%가 다른 국가로 이동되고 다른 국가에서 상당한 양의 배출을 받

아들인다. 한편 아일랜드에서 배출량의 50%가 다른 나라에 집적된다. 

❏ 과잉의 암모니아 배출에 대한 민감도가 감소하는 순서로는 자연 육상서
식지, 수계 서식지, 농작물의 순이다. 다른 산성화 오염물질이 존재할 때 

생태계에 대한 누적적인 향은 별로 이해되어 있지 않다. 네덜란드, 중

부 유럽, 미국 동부지역에서 헤더 습지에 대한 암모니아 배출의 악 향

에 대한 증거가 있다. 뉴질랜드에서 농업에서 암모니아 배출에 대한 자

료는 제한되어 있지만 구할 수 있는 정보에 따르면 암모니아 배출로부터 

피해에 대한 한계치 역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다. 

❏ 대부분 서유럽 OECD 국가에서 농업에서 암모니아 배출을 포함한 산성

물질의 전체적인 감축으로 유럽환경청은 유럽에서 생태계의 90% 이상이 

토양산성화에 대해 보호받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성침적이 

이 생태계에서 임계 역 값 보다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부 양

화에 대한 보호는 50% 이하로 부 양화가 이 생태계에 대한 임계역치보

다 낮다는 의미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럽환경청의 보고서는 생태계 보호

의 측면에서 상당한 지역적 변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OECD 국가에서 산성화 오염물질의 총 배출 비율의 변화 

Sulphur dioxide (SO2) 1 376 49  726 38 -650 -47
Nitrogen oxides (NOx)  897 32  721 37 -175 -20
Ammonia (NH3)  518 19  483 25 -34 -7
Total 2 790  100 1 930  100 - 860 - 73

000 tonnes acid 
equivalents4 %%

'000 tonnes acid 
equivalents4

 1990-1992 to 2001-2003

%
'000 tonnes acid 

equivalents4

Average Share of total

1990-19922

Average Share of total

2001-20033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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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OECD 국가에서 농업 암모니아 배출의 주요 발생원별 비율: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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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협약에서 OECD국가에 대한 2010년 암모니아 
배출 상한

% % %
Austria 57 54 94 66 -5 82
Belgium 107 80 93 74 -25 108
Czech Republic 156 77 95 101 -51 76
Denmark 133 101 98 69 -24 147
Finland 38 33 97 31 -13 107
France 787 768 97 780 -2 98
Germany 736 608 95 550 -17 111
Greece 79 73 99 73 -8 100
Hungary 124 66 98 90 -47 73
Ireland 112 119 98 116 6 103
Italy 428 447 93 419 4 107
Luxembourg 7 7 71 7 3 103
Netherlands 249 136 90 128 -45 107
Norway 20 23 91 23 15 100
Poland 508 326 97 468 -36 70
Portugal 96 94 90 108 (90)4 -2 87
Slovak Republic 63 31 96 39 -51 79
Spain 326 386 91 353 19 109
Sweden 55 56 86 57 3 99
Switzerland 68 59 74 63 -13 94
United Kingdom 370 311 89 297 -16 105
EU15 3582 3274 96 3128 -9 105

`000 tonnes `000 tonnes `000 tonnes

 Total emissions for 2001-03 as a share 
of the 2010 emission ceilings3              

Total ammonia 
emission levels

Total ammonia
emissions             

Total emission ceilings Change in total 
emission reductions

Share of agriculture 
emissions in total 

emissions 

1990 to 2001-031990 (base year)  2001-03 2001-03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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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메틸브로마이드 사용과 오존층 파괴

1. 지표의 정의

• 오존층 파괴 잠재력(ODP)톤으로 표현한 메틸브로마이드의 양

2. 개념 및 해석

❏ 메틸브로마이드는 농식품업에서 50년 이상 사용해온 훈증제이다. 이는 

노지와 온실에서 토양곤충, 병해, 선충과 진드기를 구제하고 곡물 저장

과 관련된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이 훈증제는 식물방역

과 선적하기 전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도 사용되어 왔다. 

❏ 메틸브로마이드가 광범한 해충에 향을 주는 저가인 훈증제라는 장점이 
있지만 독성이 커서 인간 건강과 토양 다양성에 해롭다. 메틸브로마이드

는 다른 오존층 파괴 물질보다도 오존층에 더 파괴적인 오존층 파괴 물

질이다. 오존층 파괴는 지구에 도달하는 해로운 자외선(UV-B) 광선을 차

단하는 성층권 오존층의 활동을 방해한다. 자외선은 작물 생산, 산림 성

장,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피해를 준다.

❏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당사국은 1997년 메틸브로마이드의 지
구규모의 단계적 감축 계획에 동의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선진국은 

1991년 수준 대비 1999년에 25%, 2001년에 50%, 2003년에 70%, 2005년에 

100% 감축해야만 한다. 몬트리올 협약 제 5조에 나타난 개발도상국은 오

존층 파괴에 덜 기여했으므로 1995-1998년 평균 수준으로 2002년에 냉매 

사용수준을 맞추고 2005년에 20% 감축, 2015년에 100% 감축해야 한다.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멕시코와 터키는 몬트리올 협약의 제 5조에 포

함되어 있다. 

❏ 메틸브로마이드 사용 자료는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이 수집하고 유엔환경 
계획이 주관하는 오존 사무국에 보고한다. 당사국은 생산량, 수입량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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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량을 톤으로 보고하고 사무국은 각 화학물질이 오존층 파괴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적 지수인 각 물질의 오존 파괴 잠재력(ODP: 

ozone-depleting potential)을 사용하여 가중된 소비를 계산한다. 메틸브로마이

드의 오존 파괴 잠재력 지수는 0.6이고 ODP 톤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메틸 브로마이드 오존 파괴 잠재력 (ODP 톤) 

= 메틸 브로마이드 (톤) × 오존 파괴 잠재력 지수

❏ EU 15 회원국에 대한 메틸 브로마이드 사용 자료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

라서 EU15에 대한 총계 자료로 유엔환경계획에 보고된다. 방역과 선적

전 처리 목적으로 사용된 메틸 브로마이드 사용은 단계적 감축 계획에서 

면제되어서 유엔환경계획에 보고되지 않으므로 OECD 자료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일차 농업에서 메틸 브로마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

고한 국가는 방역과 선전전 사용에 대해서 농업식품 부문에서 농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 

❏ 환경 추진력으로서 메틸 브로마이드 사용 지표는 오존층의 상태( 및 변

화)와 연계되어 있다. OECD 국가는 몬트리올 협정에 합의한 계획에 따

라서 메틸 브로마이드 사용을 배제하는 데 반응해야 한다. 

3. 최근 동향

❏ 모든 OECD국가는 2003년까지 몬트리올 협약에 규정된 메틸 브로마이드

에 대한 감축 수준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 (그림 6과 표 4). 그러나 2004

년은 2003년에 비해서 OECD 메틸 브로마이드 사용이 거의 30% 증가했

는데 이는 주로 미국에서 사용량이 증가했고 그 보다는 낮은 정도로 호

주와 일본에서 사용 증가에 기인한다. 이 국가에서 메틸 브로마이드 사

용이 증가한 것은 다른 대체 물질로 메틸 브로마이드를 대신하기에는 아

직도 기술적 문제가 있으며 2005년에 메틸 브로마이드의 완전한 단계적 

감축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체코슬로바키아 공화

국, 한국, 스위스는 통제된 메틸 브로마이드 사용에 대한 완전한 단계적 



194

감축에 도달했으나 아이슬란드에 대해 메틸 브로마이드는 1990-2004년 

일차 농업에서 사용된다고 보고된 바 없다. 

❏ ODP 제품의 세계적 사용은 1990-2004년 기간 중 80% 이상 줄어들었지만 

메틸브로마이드 감축은 55%일 뿐으로 비농업 사용자들에 의한 ODP 사

용이 급격히 감소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세계 총 ODP 사용 중 메틸 브로

마이드의 비율은 8% 정도 일 뿐이다. 또 세계 총 메틸브로마이드 사용 

중 OECD 국가의 비율은 1991년에 80% 이상에서 2004년에 60%로 되었

다. 이는 이 기간 중 제5조의 국가를 제외한 OECD 메틸브로마이드 사용

이 거의 70% 정도 줄어든데 기인한다(그림 6).

❏ 예를 들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이탈리아 같은 남부의 EU15 국가에서 

원예작물에 대한 토양 훈증처리는 세계 메틸 브로마이드 사용의 3/4에 

해당한다. 메틸브로마이드는 곡물, 목재 같은 내구성이 있는 상품의 저

장과 신선한 과일, 채소, 절화와 같은 부패할 수 있는 상품의 저장과 건

물, 선박, 비행기 같은 구조물의 소독에 사용된다. 그러나 1994년 이후 

상품의 저장과 구조물의 소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4년 이후 별다른 변

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 메틸브로마이드 사용 감축은 정부 규제, 시장에서 변화, 비정부 기관의 

압력, 사기업의 활동 등이 결합되어야 성취할 수 있다. 일부 국가는 대체

물질을 개발하려는 노력 등 몬트리올 협약이 요구하는 더 엄격한 단계적 

감축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 몬트리올 협약의 제5조의 적용을 받는 한국, 멕시코, 터키 등 OECD 국가

에서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은 감소하고 있다. 멕시코는 1991-1994년 기간 

중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을 증가시켰지만 1995-1998년 기준에서 2004년까

지 13% 감축하 는데 이는 2002년도까지 무증가(zero increase)의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그림 6과 표 3). 터키는 1995-1998년에서 2002년 기간 중에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을 상당히 감축했고 몬트리올 협약에서 2002년 목

표를 달성했다. 터키에서 메틸브로마이드 사용량 감축은 유엔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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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환경계획, 유엔 산업개발기구,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참여한 몬트리

올 협약 이행을 위한 다자간 기금의 도움을 부분적으로 받았다. 한국은 

1990년 대 초반에 이미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을 단계적으로 삭감했다.

그림 6.  메틸브로마이드 사용 : 1991 - 2004

United States 15 317 3 051 4 053 6 353 -59
OECD2 31 374 9 371 8 075 10 433 -67

Poland3 120 53 36 n.a. -70
Australia 422 194 109 124 -71
Canada 120 58 35 35 -71
Japan 3 664 1 770  858 1 019 -72
EU-15 11 530 4 184 2 953 2 873 -75
Norway 6 2 1 1 -78
New Zealand 150 44 21 25 -83
Hungary 32 16 10 2 -94
Czech Republic3 6 0 0 n.a. -100

Slovak Republic3 6 0 0 n.a. -100
Iceland 0 0 0 0 0
Switzerland 0 0 0 0 0

Mexico 1 131 1 067 968 987 -13
Turkey  480 281 185 91 -81
Korea  30 0 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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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주요 부문 별 세계 메틸브로마이드 사용: 2000년 추정치

S o i l  t re a te m e n ts ,  7 4 %

S to ra g e  o f  d u ra b le  
c o m m o d i t ie s 4 ,  1 5 %

D e s in f e s ta t io n  o f  
s t ru c tu re s 2 ,  2 .5 %S to ra g e  o f  p e r is h a b le  

c o m m o d i t ie s 3 ,  8 .5 %

❏ 많은 OECD 국가에서 메틸 브로마이드의 단계적 제거 계획은 특히 원예 

부문에서 사용에 대해 대체물질을 찾는데 기술적 도전이었다. 기술적 어

려움의 측면에서 몬트리올 협약은  방역과 선적전 처리 목적에 대한 면

제와 더불어서 대체물질을 찾지 못할 때에는 임계사용 면제(critical use 

exemption)를 당사국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계사용 면제는 농

민, 훈증업자, 다른 메틸 브로마이드 사용자가 대체물질을 개발할 시간

을 주고 있다. 2004년 12월에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은 2005년도분 임계사

용 면제에 합의했다. 1991년 기준년도에서 총 임계사용 면제에서 비율을 

국가마다 다르다. 그러나 일본과 뉴질랜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에 2005년에 20% 이상이지만 EU15회원국에 대한 국가별 자료는 구할 수 

없다 . 

❏ 임계사용 면제를 부여하면 몬트리올 협약에서 단계적 제거 계획의 효율
성을 방해할 수 있고 대체물질을 찾고자 하는 한계사용 면제 국가에 대

한 의욕을 꺽을 수 있다.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 아이슬란드, 한국, 스위

스는 일차 농업에서 메틸 브로마이드 사용을 성공적으로 배제하 고 헝

가리와 노르웨이는 농업에서 임계사용 면제를 적용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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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 변화

1. 지표의 정의

• 이산화탄소 상당량으로 환산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및 아산화질

소) 총배출량과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서 비율

2. 개념 및 해석

❏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의 연계는 복잡하다. 농업부문은 

대기에 대한 온실가스의 기여자이기도 하지만 토양 같은 농업 생산체계

의 일부는 관리되는 방법에 따라서 탄소흡수원 역할을 하기도 한다<Box 

1>. 어떤 농업 바이오매스 feedstock은 재생에너지의 중립적인 탄소원을 

제공한다. 그러나 농업은 기후변화에서 주요 추진력의 일부인 메탄과 아

산화질소 등 온실가스 배출원이면서 기후변화도 농업생산에 향을 미

치기도 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향과 적응은 많은 OECD 국가에서 작물 

유형 및 작부 패턴에 변동을 유발할 수 있으나 이 문제는 이 보고서에서

는 취급하지 않는다. 

❏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배출량 자료(inventory)는 본 절에서 사용하는 온실

가스배출의 주요 source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기후변화

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 지침의 방법론에 따라서 자료를 제공한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자료는 한국과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OECD 국가

를 포함하므로 비교할 수 있지만 터키는 국가자료를 사용한다. 메탄과 

아산화질소의 배출은 가중치(지구온난화 지수)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상당량으로 환산한다.  

❏ 미생물이 소화기 내에서 동물이 소비한 먹이를 발효하는 가축소화계에서 
과정인 장내발효, 가축 분뇨, 비료와 논같이 포화된 농경지는 메탄과 아

산화질소의 주요 농업 배출원으로 에너지 부문에 포함된 화석연료 소비

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과 더불어서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농업부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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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된다. 그러나 온실가스 지표에서 OECD의 초점은 일차 농업에 한정 

되므로 비료 및 농약 제조, 에너지 사용, 수송과 가공 같은 농업식품 부

문에서 상방 또는 하방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이 분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Box 1. 순 농업 온실가스 수지 지표를 향하여

  쿄토 의정서의 이행을 둘러싼 현안 정책 논쟁은 토양 유기탄소에 대한 농업 

연구에 새로운 초점을 유발하고 있다. 유기 탄소가 미생물 세포, 식물잔사, 동

물 잔사로 구성된 토양 유기물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이는 토양유기물이 탄소

를 축적한은 잠재력과 관련이 있다.  토양 유기탄소 내 탄소 풀(pool)을 포함한 

지구 탄소순환을 Janzen이 개괄한 결과에 따르면 2000 petagram(1000조 g)으로 

추정되는 토양유기탄소의 40% 정도가 경작지와 방목지 등 농업생태계의 토양

에 함유되어 있다. 지구의 대기에 이산화탄소로 760 Pg C가 함유된 것보다 더 

많은 탄소를 함유하므로 막대한 pool이다. 

  이산화탄소를 축적하는 농경지의 잠재력을 연구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하려

는 노력이 많은 OECD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노양에

서 농업배출과 축적을 평가하려는 순 농업 온실가스 수지가 개발되었다. 이런 

노력이 국가간에 이루어짐에 따라서 본 절에서 사용했던 총 온실가스 지표 대

신에 OECD 순 농업 온실가스 배출 지표를 개발할 수 있게 되어서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농업의 역할을 더 정확하게 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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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기후변화협약 인벤토리는 건실하고도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만 수많은 제약 사항이 있다. 각 회원국이 작성하는 국

가 배출 추정치는 각국의 계산에 포함되는 인자에 의존할 수 있다. 이산

화탄소의 농업발생원은 농장내 화석연료 소비에 제한되어 있고 많은 나

라에서 임업과 수산에서 배출과 연계되어 있다. 몇몇 OECD 국가에서 농

경지 내 탄소 축적을 모니터해서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보고하기 시작하

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인벤토리는 미래에 새로운 토지 이용, 토지

이용 변화 및 임업 포고 필요사항에 따른 토양 배출과는 별도로 농경지

에서 탄소축적을 범주로 나누게 될 것이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은 토지 

이용변화에 따른 배출 자료를 수집할 것이지만 다른 용도로 바뀐 농경지 

같이 농경지 사용 변화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추출할 수 없으므로 그 자

료는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 농업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결과(또는 상태)의 측면

에서 추진력으로서 질소수지, 암모니아, 에너지 사용, 토양 탄소축적과 

연계되어 있다. 대부분의 OECD국가는 1990년 수준에서 2008-2012년 기간 

내에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목표에 의무

를 지고 있다. 그러나 아일랜드, 국 같은 OECD 국가를 제외하고는 농

업부문에서 메탄과 아산화질소 온실가스 저감 목표는 설정하지 않았다.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농업의 대응은 생산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사용

하며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양분과 토양 관리 기술을 통한 배출을 줄

이는 것이다.

3. 최근 동향

❏ 2000-2002년 기간 중 농업 온실가스의 OECD 총 배출은 OECD 국가 총 

온실가스 배출에서 약 9%를 차지했다. 경제부문에서 6% 증가한 것과 비

하여 1990-1992년 교토의정서 비교기간에서 1% 증가했다<그림 8과 표 

3>. 농업이 총 온실가스 배출에서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호주, 덴

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스웨덴은 15%를 넘는다.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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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내총생산에서 농업의 비중이 높고 축산 부문의 중요성 때문에 국민 

농업의 비율이 50%를 넘는다. OECD 농업 온실가스 배출에서 뉴질랜드

는 2000-2002년에 3%를 차지했다<표 3과 그림 8>.  

표 3.  이산화탄소 상당량으로 총 온실가스 배출량 요약

Carbon dioxide (CO2) 11 152 12 210 81 83 86 100 7 8 1 1
Methane (CH4) 1461 1256 11 9 556 539 44 42 38 43
Nitrous oxide (N2O) 966 950 7 6 626 656 49 51 65 69
Others: 
(HFCs, PFCs, SF6) 160 250 1 2 na na na na na na
Total 13739 14666 100 100 1268 1296 100 100 9 9

Type of GHG
Gross OECD total emissions1          Share of each gas in OECD total1

Share of each gas in total agricultural 
emissions

Share of agriculture in OECD 
total of each gas 

%

Gross emissions  from agriculture

million tonnes
1990-92 2000-02 1990-92 2000-02

% million tonnes
1990-92 2000-02 1990-92 2000-02

%
1990-92 2000-02

그림 8.  농업 온실가스 총배출량 동향

Average Average 
million tonnes, 
CO2 equivalent % % % % %

1990-92 2000-02

Spain 41 632 49 167 7 536 18 33 13 4 -8
Canada 54 433 62 419 7 985 15 18 9 5 -6
New Zealand 32 961 37 584 4 623 14 15 52 3 0
Australia 98 231 108 892 10 661 11 20 21 9 +8
Norway 5 699 6 147 447 8 8 11 0 +1
United States 442 272 468 498 26 227 6 12 7 37 -7
Ireland 18 971 20 018 1 048 6 28 29 2 -8
OECD2 1 272 805 1 281 140 8 335 1 6 9 100 ..
Austria 10 426 10 518 91 1 7 13 1 -8
Italy 49 061 49 110 49 0 9 9 4 -8
Portugal 9 842 9 622 -221 -2 32 12 1 -8
Luxembourg 533 518 -15 -3 -35 6 0 -8
Greece 16 095 15 625 -471 -3 25 12 1 -8
France 112 425 107 363 -5 062 -5 -3 19 8 -8
Poland 27 460 26 015 -1 446 -5 -21 7 2 -6
EU15 498 962 475 404 -23 558 -5 -2 12 37 -8
Iceland 552 731 179 -6 -1 16 0 +10
Sweden 10 788 10 027 -761 -7 -5 15 1 -8
Belgium 15 446 14 353 -1 093 -7 1 10 1 -8
Netherlands 26 028 24 138 -1 890 -7 -1 11 2 -8
Switzerland 6 736 6 197 -540 -8 -5 12 0 -8
Japan 59 399 53 423 -5 975 -10 10 4 4 6
United Kingdom 55 737 49 653 -6 084 -11 -12 8 4 -8
Germany 107 643 94 795 -12 848 -12 -15 9 7 -8
Czech Republic 8 992 7 804 -1 189 -13 -18 5 1 -8
Finland 9 037 7 766 -1 271 -14 0 10 1 -8
Denmark 15 296 12 731 -2 565 -17 -5 18 1 -8
Turkey 17 953 14 576 -3 376 -19 41 6 1 ..
Hungary3 12 211 9 499 -2 712 -22 -28 12 1 -6
Slovak Republic4 6 943 4 164 -2 779 -40 -22 8 0 -8
Korea5 4 798 4 527 -271 -6 .. 3 .. ..
Mexico6 38 863 55 674 16 811 43 .. 8 .. ..

Share of agriculture 
in national total GHG 

emissions 

2000-02 2000-02 2008-20121990-92 to 2000-02

million tonnes, 
CO2 equivalent

Change in agricultural GHG 
emissions 

1990-92 to 2000-02

Share in total 
OECD agriculture 
GHG emissions

Kyoto 
reduction 

commitment 
 Change in total 
GHG emisions 

20 -10 0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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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15국가와 미국은 2000-2002년도에 OECD 총 온실가스 배출의 3/4를 차

지하지만 지난 12년 동안 EU15 배출은 이산화탄소 상당량으로 2,400만 

톤에 해당하는 5% 줄었다. 미국에서는 2,600이산화탄소 톤인 6%가 증가

했다. 1990-2002년 기간 중 10% 이상에 해당하는 높은 농업 온실가스 배

출의 증가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페인에서 일어났는데 농업 온실

가스 배출에서 3,100만 이산화탄소 톤으로 이 국가는 OECD 농업 온실가

스 배출에서 20% 이상에 해당한다<그림 8과 그림 9>. 

❏ 모든 국가에 대하여 총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는 데는 장내발효와 축산
분뇨에서 메탄 같은 축산 생산의 팽창에 의하거나 비료 사용에 따른 아

산화질소 같이 작물생산에 의한 것이었다<표 4와 그림 10>. 그러나 호주

에서는 2000년도에 농업용도의 개간이 국가 총 온실가스 배출의 11%를 

차지했다. 

표 4.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원과 유형 변화

Australia -2 45 25 25 40 3 11
Austria -9 -7 39 39 -7 -10 1
Belgium -3 -19 11 11 -16 -4 -7
Canada 15 18 -19 -19 18 14 15
Czech Republic -39 2 n.a. n.a. 1 -40 -13
Denmark -3 -26 -12 -12 -25 -2 -17
Finland -14 -16 -11 -11 -17 -11 -14
France -3 -5 -10 -10 -5 -3 -5
Germany -13 -9 -16 -16 -10 -12 -12
Greece 1 -4 -4 -4 -4 2 -3
Hungary3 -36 -46 n.a. n.a. -19 -44 -22
Iceland -9 -2 n.a. n.a. -4 -8 -6
Ireland 4 6 22 22 6 4 6
Italy -3 -1 11 11 0 -5 0
Japan -10 -16 -5 -5 -13 -13 -10
Luxembourg -7 0 18 18 0 -7 -3
Netherlands -21 -2 6 6 -2 -21 -7
New Zealand 10 23 17 17 23 10 14
Norway 0 -4 -7 -7 -4 -1 8
Poland -18 -3 n.a. n.a. 48 -41 16
Portugal -2 -10 15 15 -5 -5 -2
Slovakia Republic -48 -32 n.a. n.a. -36 -48 -40
Spain 20 11 34 34 10 22 18
Sweden -6 -6 -15 -15 -8 -2 -7
Switzerland -10 -10 8 8 -10 -10 -8
Turkey4 -20 13 n.a. n.a. 2 -19 -19
United Kingdom5 -8 -11 -27 -27 -11 -9 -11
United States 3 8 n.a. n.a. 8 2 6
OECD6 -3 3 0 0 4 -3 1
EU-15 -5 -6 1 1 -6 -5 -5

Livestock farming1 Crop production2 Fuel Combustion 
from agricutlure

CO2 N20 CH4 Total agriculture 
GHG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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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OECD의 총 농업 온실가스(CO2 환산) 배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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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2002년 기간 중 캐나다와 미국에서 농업 온실가스 배출은 처음으로 
1990년대의 절반이상 성장하고 안정화 되었다<그림 9>. 미국에서 농경지 

토양은 2001년에 연간 400만 톤 탄소 또는 미국 총 탄소축적의 2%를 축

적했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농경지 토양에서 탄소저장은 1990년대 동안 

증가했다.

❏ 1990-2002년 기간 중 총 농업생산과 농업 온실가스 배출의 성장에서 관계
를 그림 10에 나타냈다. 전형적으로 농업생산이 증가(감소)한 국가에서 

농업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감소)했다. <그림 10>은 농업생산을 농업 온

실가스 배출의 변화로부터 분리시키는 과정의 간접적 증거만을 제공한

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이 줄고 농업생산은 증가한 그리스, 터키의 경

우와 농업생산의 증가에 비하여 온실가스배출이 약간 증가한 호주, 미

국, 미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농업생산의 성장 속도보다 낮은 온실

가스배출의 성장속도를 낮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이산화탄소 총 배출에서 농업의 비율은 약 1% 정도로 농기계 가동, 축사 

난방과 원예시설 난방과 관련된 연료 연소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농

업 총 온실가스 배출의 비율이 온실가스 총 발생량에서는 비교적 적지만 

국가별 온실가스 총 발생 중 메탄은 40%, 아산화질소는 70%를 차지하고 

있다. 

❏ 일본과 한국에서는 벼 생산에서 배출이 중요하지만 농업에서 메탄의 주
요 발생원은 가축 장내발효와 축산 분뇨이다<그림 11>. 농업 온실가스 

총배출 중 메탄 배출의 비율은 주로 축산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에 

기인하여 1990년대에 약간 감소하 다. 그렇다 하더라도 축산은 일부 

OECD국가에서 농업 온실가스 총 배출 중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 <그

림 12>.

❏ 아산화질소는 농업에서 주요 배출원이 토양에 비료 시용이고 축산분뇨, 

작물잔사, 유기질 토양의 경작도 배출에 기여한다<그림 11>. 1990년대 농

업의 아산화질소 배출은 OECD 국가의 작물 생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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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 증가했고, 이는 일부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배출원이다

<그림 12>. 

그림 10.  농업생산과 농업 온실가스 배출(1990-92 to 2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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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OECD국가의 농업부문 메탄 및 아산화질소 주요 배출원(2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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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농업부문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의 기여도(2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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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시사점과 결론

1. 암모니아 배출

❏ 농업에서 암모니아 배출은 그 동안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었으나 질소
성분의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점을 중시하고 양분지표와 연계를 강화

하여 추후 면 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2. 메틸브로마이드 사용과 오존층 파괴

❏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은 식물방역과 선적전 보호를 제외한 토양곤충, 병

해, 선충과 진드기를 구제하는데 사용한 양을 유엔환경계획의 오존사무

국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토양병해 등에 사용하는 양

도 미미하고 식물방역, 선적전 보호에도 대체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3.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

가. 순 농업 온실가스수지-

❏ 그 동안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는 농업활동과 관련된 온실가스의 총
량을 이산화탄소로 표시한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었으나 OECD에서는 

토양에서 온실가스의 농업배출과 축적을 평가하려는 순 농업 온실가스

수지를 도입하려는 입장이므로 현재 IPCC의 인벤토리 계산방법보다는 

진전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변화된 OECD 방식에서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는 토양지표 중 토양유기탄소의 축적량 자료를 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나. 토양유기탄소 축적과 연계성

❏ 한편 토양유기탄소의 축적을 도모한다 하여도 그 생성과정에서 지구온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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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잠재력이 큰 온실가스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신선한 볏짚을 논에 시용하고 갈아 없지 않으면 이

산화탄소보다는 지구온난화잠재력이 21배가 강한 메탄발생이 조장되므

로 토양유기탄소의 축적과 그 축적과정에서 생기는 온실가스 발생에 대

해서도 수지를 면 히 따져야 할 것이다. 일부 학자가 주장하는 식물체 

잔사를 탄화시켜서 토양유기탄소 축적량을 증장시키려는 연구는 탄화된 

식물체는 유기물 대사과정에서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엄 한 의미의 토

양유기탄소는 아니다. 이는 백제 시대의 곡물창고에서 발견된 탄화미 잔

해를 토양유기물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다. 식물 이산화탄소축적 소위 biomass 생산과 연계성

❏ biomass 생산 특히 초본류의 biomass 생산을 기후변화 완화 또는 감축과 

의미를 강하게 부여하려는 아전인수격의 주장이 있으나 이는 세계 공통

의 인식(Consensus)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것으로 다년생 목본류의 경우

에도 새로운 기술 옵션이 탄소축적에 기여했다고 증명되는 경우에만 제

한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며 초본류에서는 학문적 연구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기후변화 상황에서 식물의 적응-

❏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를 막지 못한 상황에서는 작물을 포함한 식물
의 한계재배 지대의 천이 등 연구는 앞으로 기후변화연구에서 중요한 획

을 그을 연구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연구는 많은 인적 물적 지원이 

따라야 될 부문이다. 예를 들어서 벼의 경우에는 기온상승,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따라서 벼의 수량성, 감응품종 선발, 잡초발생, 온실가스 배

출 양상의 변화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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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핵심 추이

❏ OECD 국가보고서 (1990-2002)는 생산에 사용되는 작물품종과 가축종의 

다양성을 증진시킨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농업생산시스템에서 환경적 탄

력성을 증진하고, 병원균과 질병으로부터 위험을 낮춘다는 것이 명확하

지 않다.

❏ 멸종위기 가축종수 추이를 보면 오스트리아에서는 증가하고, 핀란드, 스

위스에서는 감소하고 있다. 가축중 멸종위기종과 한계 위험종(Critical 

risk)을 살펴보면,  2002년 현재 모든 나라에서 돼지와 가금의 종다양성은 

상대적으로 위험상황인데 비하여 소와 양은 가장 많은 종수를 보유하고 

있다.

❏ 대부분의 국가는 멸종위기 가축종의 개체수를 늘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성과도 인정되고 있다. 또한 작물 

개량을 위한 유용한 식물 유전자원 보호도 진행중이다.

❏ 몇몇 OECD 국가에서는 유전자 변형된 작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이들 작

물의 세계 재배면적은 2/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작물

의 파종면적은 제초제 저항성 작물과 특정 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중심으

로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과 캐나다에서 명백히 증가하고 있다. 유전자 

변형 작물의 개발은 멕시코에서 옥수수와 같은 야생 근연종의 유전적 오

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시켜 왔다.

❏ 농경지는 조류와 곤충 특히 나비의 특정종 등 야생종의 특정군집에 대해
서 주요한 서식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식물상의 경우에는 지역과 토

지이용에 따라 다양하며, 설치류와 산토끼 등은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

기는 하지만, 포유류의 경우 농경지에서 서식하는 포유류는 적다.  

❏ 농경지에서 조류 개체수는 1990년대에 감소하 으나 1980년대의 감소폭 

보다는 적었으며, 덴마크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농경지에서 조류 개

체수가 증가하 다. 농업에 의한 육생 야생종, 수생 야생종과 조류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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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감소의 주요 원인은 농경지에서 서식지 질이 변화하 거나, 농경지 

전용에 따른 농경지 감소, 살충제와 비료의 사용, 지하수위의 저하와 강

으로 흐름, 삼림과 같은 자연 식생지 제거에 기인하고 있다.

❏ 벨기에, 룩셈부르크, 멕시코, 노르웨이를 제외한 거의 모든 OECD 국가는 

1990년대를 지나면서 농경지 면적이 감소되었다. 농경지는 주로 숲, 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전용되었으며, 일부 소규모 농경지들은 습지나 다른 토

지로 전용되었다. 한편 호주나 멕시코에서 농경지가 삼림지대로 전용되

었음에도 생물다양성의 질적인 변화 정보는 거의 없었으나, 농경지로 전

용을 목적으로 자연숲의 제거 비율이 높아지면 생물다양성이 손실된다.

❏ 이탈리아, 일본, 한국, 노르웨이에서 습지로부터 농지전용면적은 감소되

었고, 1990년대 농경지로 전용되는 습지의 총면적은 전체 농경지 면적에 

비해 미미하 으나,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습지는 다양한 생물에

게 매우 소중한 서식지이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협약을 통해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몇몇 국가에서는 농업용 습지를 이용한 생물 서식지

의 보전과 감소는 중요한 문제이나, 이들 농업용 습지에 대한 정보는 빈

약한 실정이다. 

❏ 반자연적 농업 서식지의 대표적인 곳은 년초지이나, 주로 삼림으로 전

용되고, 일부 국가 (호주, 멕시코)에서는 경작작물이나 년생 작물로 전

용되기도 하 으나, 대부분 OECD국가에서 1990년-2002년 사이 반자연적 

농업서식지 면적은 줄어들었다. 한편 목재생산용 농장이나 휴한지와 같

은 반자연 농경 서식지의 면적이 증가하여 왔거나 안정하게 유지되어 오

고 있다.

❏ 많은 OECD국가들에 있어서 농업은 보다 집약된 농업으로 인해 1990년 

후반 중요한 조류지역 (IBAs)의 질에 해로운 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몇가지 경우에서 농경지를 비농경지로 전용하는 것은 

중요한 조류지역의 서식지 질을 더 한층 감소시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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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배경

❏ 생물다양성 협약(2002)은 농업생산에 의해 향을 받거나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써, 유전자 수준으로부터 생태계 수준까지 농업다양성을 정의하고 

있다. 농업다양성은 인간에 의한 생활수단으로부터 광범위한 생명공학, 

폭넓게 조절된 육상생태계까지의 농시스템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조

성․유지․관리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업계 생물다양성은 자

연진화의 산물이며, 원래의 위치에서 대부분 평가되는 야생 생물의 다양

성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농업생태계 생물다양성의 정의

 OECD (2001)는 농업생태계 생물다양성을 세 가지 범주로 정의하고 있다.

 1. 유전적 다양성: 길들여진 식물체와 동물체 및 그의 야생 동족

 2. 종 다양성: 토양 생물다양성처럼 농업활동에 의존하거나 향을 받는 야생

종(식물상, 동물상)의 집단과 개체수, 그리고 농업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비

자연종의 효과

 3. 생태계 다양성: 길들여진 군집, 양생종 군집 및 비생물환경(기후)

   농업생태계는 숲, 수생계, 대초원, 암석, 도시와 같은 다른 생태계와 접하고 

있으며, 생태적 구성요소가 넓은 초지, 과수원 또는 농경지내의 습지처럼 

극도로 동질적이고 제한된 지역내에서 서식지다양성을 구성하고 있다. 

❏ OECD 국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 식물과 가축 

유전자원을 발굴하고, 조류와 같은 야생종이나 습지와 같은 서식지의 생

물다양성에 대한 해로운 향을 감소시키는 대립 요소 간 조화를 시도하

고 있다. 농업과 생물다양성의 연관에 관련된 복합성을 잘 이해하고 이

러한 복합성을 획득할 수 있는 일련의 지표를 개발하고자 OECD국가들

은 농업생물다양성 분석틀(ABF, Agri-Biodiversity Framework, 그림 1)을 발

전시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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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ECD 농업계 생물다양성 지표분석 틀

❏ 생물다양성 체계는 농업과 생물다양성간의 연관에서 있어서 3가지 주요 
요소를 인식하게 하 다. 첫째, 하나의 농업생태계는 식용 및 비식용 상

품과 환경서비스(과학적, 휴양적, 생태적)를 제공하여 농장에서 지구까지 

다양한 공간적 규모에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농업생태계는 식물과 동

물 군집 (길들여진 작물과 가축, 야생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이 

갖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목표와 상호작용하고 있다. 셋째, 농업생태계

는 숲과 같은 육상생태계, 습지와 같은 수생생태계 등 다른 생태계와 관

계되어 있으며, 특히 농은 다른 생태계에 향을 미치기도 할 뿐만 아

니라 이들 생태계로부터 향을 받기도 한다.

❏ OECD국가는 농업 생태계내에서, 농업생물다양성 분석틀에서 3층의 계층

구조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 범주내에서 지표를 개발하여왔다. 첫째 층

은 농업의 생산 기반이며 식물과 가축의 유전적 자원의 활용에 대한 것

이다. 두 번째 층은 구조(농장모자이크, 선형 지세)와 농업생태계내에서 

서식지 관리 ( 농기술 및 체계) 로 구성된다. 두 번째 층은 세 번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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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층에 향을 미친다. 이 계층은 농업활동에 향을 받거나 의존

하는 야생종의 분포와 풍부도, 존재비율을 지배한다. 

Ⅲ. 유전적 다양성

<지표정의>

￮ 곡류, 유지작물, 두류, 구근류, 과일류, 채소류, 사료작물 등 주요 작물 중에서 

판매를 위해 등록되었거나, 공인된 식물 품종수

￮ , 보리, 옥수수, 귀리, 유채, 완두콩 및 대두와 같이 시장판매용으로 생산된 

선택된 작물 중에서 5대 주요 작물품종 비율

￮ 총 농경지에서 형질전환 작물의 재배면적과 비율
￮ 소, 양, 돼지, 닭, 염소와 같이 주요 가축 중에서 총 가축숫자에 대한 3대 우

점 가축종의 비율

￮ 총 가축종에서 위험상태에 처했거나, 보호프로그램 하에 있는 멸종위기 가축

의 총 숫자 (소, 돼지, 가금, 양)

￮ 국가차원에서 본래의 번식지나 다른 곳에서 보호를 받는 식물과 가축의 상태

1. 개념과 해석

❏ 유전자원은 식품과 다른 재화를 제공하는 식물과 가축의 총합체이며, 농

업생산을 증진시키는데 필수적이다. 작물품종, 가축종, 야생 근연종의 손

실, 유전적 손실은 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핵심적인 생물다양성 이슈이

다. 유전자원의 손실은 병원균과 질병에 대한 사회적 위약성이 다발될 

수 있으며, 식품공급 확보를 위험할 수 있다. 유전적 손실(Genetic erosion)

은 일련의 요인에 의해 기인한다. 이러한 유전적 손실은 토지이용변화에 

수반되어 근대 품종과 혈통의 사용이 도입과 증가가 가장 중요할 것이

다. 생물다양성 협약과 FAO를 포함하는 농업유전자원보전에 대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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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은 유전자원이 관리에 대한 변화를 부여하고 있다. FAO같은 기구가 

유지하는 전통적이고 국가적인 작물품종과 가축혈통에 대한 개량된 인

벤토리는 국가별 보존계획을 지원하고 농업에서 유전자원의 손실을 방

지하게 한다. 

❏ 농업유전자원과 유전적 손실에 있어서 변화정도를 모니터링하고 해석하
는 것, 특히 공간적이고 일시적인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복잡하다 

(Rubenstein, et al., 2005) OECD의 농업생물다양성 분석틀에 있어서 농업

유전자원 지표의 초점은 다음과 같다. ① 농업생산에서 사용된 농업유전

자원에서 변화 추적 ② 멸종에 빠진 농업유전자원의 정도와 결정적으로 

멸종된 상황 추적 ③ 국가 보호 프로그램하에서 농업유전자원의 현상에 

대한 정보 제공이다. 농업가축유전자원에서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작물

에 대한 것보다 어떤 점에서 보다 진보되어있다. 이것은 작물에 비해 가

축유전자원에 대한 FAO의 DB망이 보다 잘 갖춰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Scherf (2000), www.fao.org/dad-is/).

❏ 농업유전자원지표에 대한 해석은 상호작용과 잠재적인 환경 향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이 유효하지 않은 만큼 어렵다. 더구나 몇 가지 지표는 형

질 전환된 작물의 재배면적과 같이 단순히 농업유전자원 다양성에서 발

전의 간접증거만을 제공한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국가 보호프로그램하

에서 농업유전자원 상황과 같은 주로 질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2. 최근 추이

가. 농업식물유전자원

❏ OECD 국가들의 전체적인 추이(1990-2002)는 생산에 사용된 작물 품종의 

다양성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작부체계의 환경적 복원력을 개선하고, 

병원균이나 질병 위험을 감소시키는 정도는 여전히 불명확하다<그림 2, 

3,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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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990-2002사이 판매용으로 등록된 식물 품종수 변화1

Source: OECD Agri-environmental Indicators Questionnaire, 2003.

❏ 몇몇 OECD국가들은 유전자 변형 작물을 상업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세계 재배면적의 2/3이 이들 작물로 재배되고 있다(표 2 James, 2005). 유

전자 변형된 작물의 재배면적은 1990년대 중반이후 캐나다와 미국에서 

제초제 저항성 작물의 재배면적은 콩, 옥수수, 유채, 목화를 중심으로 급

격히 증가하고 있다. 유전자변형 작물의 개발은 멕시코에서 옥수수처럼 

토종과 야생유연 유전자원의 유전적 오염을 야기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멕시코에서 옥수수는 이것은 작물이 최초로 재배되었던 것이고, 수천년

을 걸쳐서 진화된 것으로서 바비로프센터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 OECD국가들은 식물유전자원을 보호와 작물개량을 위한 넓은 유전적 자

원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우리고 있다. 1300개 이상의 유전자

은행이 건립되었으며, 6백 만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FAO, 1996).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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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세계 최대 식물표본 수집국가중 하나이며, 매년 100점 이상의 표본을 

분배하고 50만점 정도를 보존하고 있다. <표 3>은 OECD 각 국가별 유전

자원보호활동을 요약한 것이다.

 

Source: OECD Agri-environmental Indicators Questionnaire, 2003.

그림 3.  판매용 작물에서 5대 주요 작물품종에 대한 단일 품종의 비율 변화: 
1990∼2002

표 1.  총 판매용 5대 주요작물에서 단일품종의 점유 비율

국가 보리 옥수수 귀리 유채 완두 대두

호주 59 - 37 - - - 80

벨기에 27 65 20 - 100 - 90

캐나다 46 40 25 59 39 52 18

핀란드 85 63 - 50 - 66 -

아일랜드 72 72 63 71 - - -

이탈리아 - 51 - 77 - - -

뉴질랜드 43 66 - 58 - 75 -

슬로바키아 46 - 19 - - - -

스페인 38 50 72 92 48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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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생산국가들의 형질전환 작물 재배면적

단위: 백만 ha

 2-1.  OECD 국가

연도
오스트
리아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멕시코
포르
투칼

미국
OECD
합계

세계
합계

1996 <0.1 0.1 - - <0.1 - 1.5 1.6 1.7

1997 0.1 1.3 - - <0.1 - 8.1 9.5 10.9

1998 0.1 2.8 <0.1 <0.1 0.1 - 20.5 23.5 27.8

1999 0.1 4.0 <0.1 <0.1 <0.1 <0.1 28.7 32.8 39.9

2000 0.2 3.0 <0.1 <0.1 <0.1 - 30.3 33.5 44.2

2001 0.2 3.2 - <0.1 <0.1 - 35.7 39.1 52.6

2002 0.1 3.5 - <0.1 <0.1 - 39 42.6 58.5

2003 0.1 4.4 - <0.1 <0.1 - 42.8 47.3 67.5

2004 0.2 5.4 - 0.1 0.1 - 47.6 53.4 80.9

2005 0.3 5.8 - 0.1 0.1 - 49.8 56.1 90.0

*비율(%) <0.1 8.6 - 0.3 0.1 - 12.2 4.4 -

 2-2.  비OECD 국가

연도
아르헨
티나

브라질 중국 인도
파라
과이

남아
공

기타
국가

비OECD
합계

1996 0.1 - - - - - - 0.1

1997 1.4 - 0 - - - - 1.4

1998 4.3 - <0.1 - - <0.1 - 4.3

1999 6.7 - 0.3 - - 0.1 <0.1 7.1

2000 10 - 0.5 - - 0.2 <0.1 10.7

2001 11.8 - 1.5 - - 0.2 <0.1 13.5

2002 13.5 - 2.1 <0.1 - 0.3 <0.1 15.9

2003 13.9 3.0 2.8 0.1 - 0.4 <0.1 20.2

2004 16.2 5.0 3.7 0.5 1.2 0.5 0.4 27.5

2005 17.1 9.4 3.3 1.3 1.8 0.5 0.5 33.9

*비율(%) - - - - - - - -

* 2003농경지면적 대비 2005년 형질전환 작물 재배 면적

Source: ISAA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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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OECD국가의 식물 유전자원 보호활동 요약 : 2004

국가
현지내 보호 현지외 보호

기구-프로그램-DB
상태 활동 상태 활동

오스트
리아

na 농지에서 보호 i
8,000점 수집,
246종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한 UL
프로그램 오스트리아

벨기에 i
과실, 채소, 
사료작물, 
원예작물 품종

na na
농업연구센터 
식물 유전학․ 육종과

캐나다 i
국가식물종 보호 지역 
네트워크

i
10만점 이하
수집, 850종

캐나다 농업 및 농식품부 GR
IN-CA D/B

체코 i 원예작물 증식 i
52,000점 수납
(모든 화곡류, 과실류, 
채소, 목초)

EVIGEN D/B 작물생산연구
기구

핀란드 s
과실 및 장과류 종과 
양계 보호지역

s
2000종 이상의
15만건 수집

Nordic 유전자은행

독일 i

서식지 보호 
식물유전자원 
인벤토리구축. 재배종과 
연관있는 야생(근연)종 
보호

s
2000종 15만점 이상 
수집 

생물다양성 정보 및 협력 센
터
농업 및 원예작물 유전자원
프로그램
식물유전자원 RESO 수집

그리스 i
77종과 지역 품종의 
재배와 포장에서 보호

s
멸종위기 유전자원 
8500점에 대한 계획 
수정

농업부내 다양한 이사회

이탈
리아  

na na s
주요 화곡류에
대한 중요한 보호

FAO, 이탈리아 기구
국제식물유전자원기구

한국 na

농경지 인근 잡초성 식
물다양성 평가 
작물의 야생근연종의 분
포조사

i

화곡류 113,702점
공예, 약용작물 18,273점
채소, 과실작물 13,820점
사료작물 3947점

국가 종자
은행

네델
란드

na
전통목초지의 다양성에 
대한 조사

i 20작물 22,866점 유전자원센터(CGN)

뉴질
랜드

na
법적 보호조치 실시
외래 동물과 식물해충에 
의한 많은 생태계 위험

na

대규모 식물상을 본래서
식지 이외에서 보호하고 
있으나, 수집정보교류가 
원활하지 못함 

국가전략 개발 환경부 보호과

스위스 s
과실, 수목, 사료작물, 덩
굴성 포도, 화곡류의 농
경지내 보호

s 131종 13,400점
공공, 사적 기관에 의해 보호
되는 모든 유전자원 D/B

터키 na 15종을 보호 na
종자은행 : 657속 52,920
점 양체 5944점

Aegean 농업연구소 종자은행
(AARI), AARI Field Bank, 
작물 유전자 은행 

국 na
식물유전자원 인벤토리 
구축중

s
유전자 은행에 13만점 
이상 보유

관공서, 대학, 왕립 Kew 식물
공원

미국 na na i 10,330종 45만점
미국 농림성
농업연구서비스

 n.a.: 자료없음, I: 증가, S: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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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업 가축 유전자원

❏ OECD국가에서 작물과 같이 생산에 사용된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은 증

가하고 있으나, 가축생산시스템의 환경적 복원과 병원균과 질병에 대한 

위험성을 낮추는 것은 불명확하다. 시장 판매용으로 등록된 가축 종수와 

전체적인 가축숫자 비율은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증가하 다<그림 4>. 

❏ 대부분의 국가에서 총가축수대비 주요 가축종수 비율은 소와 양  품종은 
증가하고 있으나, 돼지에서는 명확히 감소하고 있다<그림 5>. 소수의 품

종이 점유하는 현상은 작물에서보다는 가축수에서 더욱 현저하다.

❏ OECD국가의 1990-2002년 사이 멸종위기가축 (소, 돼지, 가금, 양) 품종의 

추이를 보면, 오스트리아, 캐나다, 스페인에서는 증가하고 있고, 덴마크, 

그리스, 이탈리아에서는 감소하고 있다<그림 6>. 몇 개 국가에서 토종혈

통은 소수의 다수확 품종으로 대체되었다 (OECD, 2003b 2004b). 이런 점

에서 토종자원의 손실은 소와 양이 돼지나 가금보다 현저하다. 멸종위기 

종 내에서 동물 개체수의 변화도 중요한 문제이나, 이 분야의 자료는 빈

약하다. 가령 노르웨이에서 젖소품종인 (the Norwegian West Coast cow) 의 

숫자는 지난 10년간 500마리에서 200마리로 줄어들었다.

❏ 대부분국가들은 멸종위기의 가축품종을 보호하고 증가시키기 위해서 보
호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이중 캐나다는 2002년 현재 OECD지정 51

종의 멸종위기 가축 종에서 1종만을 보호하고 있다. 더구나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유전자은행에 보관하는 정액 숫자를 늘리고, 희귀종을 본

래의 서식지에서 보호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표 4>. 호주의 경우에

는 희귀종이나 가축의 유전자은행을 통한 보호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대다수 국가에서 희귀종의 보호는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지하

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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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판매용으로 등록된 가축 품종수의 변화(1990∼2002)

Source: OECD Agri-environmental Indicators Questionnaire, 2003.

그림 5.  총 가축수 대비 4대 주요 가축품종의 변화와 비율(1990∼2002)

Source : OECD Agri-environmental Indicators Questionnair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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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멸종위기의 소, 돼지, 가금류, 양 품종수의 변화(1990∼2002)

① 중요종: 개체수 100마리 이하 또는 교배용 숫컷이 5마리 이하 또는 총 개체크기가 

120이하 이며 암컷종과 수컷종 비율이 80%이하

② 멸종위기종: 암컷 교배친이 100이상 1000이하 또는 숫컷 교배친이 5이상 20이하 또

는 총 개체크기가 80이상 100이하이며 암컷종과 숫컷종 비율이 80%이상, 또는 총 

개체크기가 1000-1200이며 감소추세이며 자웅비가 80%이하

Source: OECD Agri-environmental Questionnaire (2003).

표 4.  OECD국가의 가축유전자원보호활동 요약(2004)

국가
현지내 보호 현지외 보호

기구-프로그램-DB
상태 활동 상태 활동

오스트
리아

S/I
멸종위기종의 UL 2000 육
종

S/I
유전자 은행 : 멸종위기종
의 정자와 DNA 저장

na

캐나다 I
독특함에 기초하여 매년 여
러 곳의 새로운 지역 동정

I
보호활동 확대
국가보유 농장자료 D/B

캐나다식물유전자원시
스템, D/B
(GRIN-CA)

체
코

I

국가보호종 : 소(2), 양(1), 
염소(2), 돼지(1), 말(5), 가
금(2), 토끼(7),뉴트리(3),
어류(7), 꿀벌(1) 

I
유전자 은행
정자, 배, 혈액/DNA 표본
을 수집보존

국가계획 (1995부터)
유전자은행 (2000부터)

유럽
연합

na

유전자원보호를 위한 사
회프로그램 
가축종 보호를 위한 농업
환경측정, 2001년 멸종위
기 가축종 개체 : 138,800

유전자원보호를 
위한 사회프로그램

na



227

표 4. 계속

국가
현지내 보호 현지외 보호

기구-프로그램-DB
상태 활동 상태 활동

핀란드 I
1985 : 2종
2002 : 9종

na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미시행중임

국가동물유전자원 프
로그램 확정(‘03)

독일 S
46종 (말 13, 소 12, 양 13, 
염소 3, 돼지 5), 총 75수단

S 정자를 저온보존

생물다양성 정보 및 
협력센터
가축유전자원에 대한 
국가프로그램
독일 유전자원 
문서분류 센터

그리스 I
희귀가축종수 27,774(1999)→
32,857(2002)

na
연구지원 및 
촉진

농업환경프로그램 
수립(1998), 최종수정 
(2003)

아일
랜드

I
멸종위기 토종보호를 위한 
재정지원

I Kerry 소 협회
농촌환경보호 계획소 
종변화 D/B

멕시코 na
소, 돼지, 양, 닭에
대한 공립대학 및
연구소에서 보호

na
군대 농장에서 말 Criollo종 
보호

보호프로그램 수립

네델
란드

I

네델란드 기원의 희귀종 
보호 관심 증가
농장가축의 새로운 기능에 
관심 (휴양, 자연/경관 관리)

I
유전자 은행에 늘어나는 종의
유전자를 냉동보관

유전자원센터에서 
활용 가능한 D/B

노르
웨이

na na I
정자형태로 유전
자원을 수집, 
보관

na

포르
투갈

na

위기종 관리 농업인에게 재
정적 지원령
종내 유전적 다양성유지를 
위한 교배 프로그램

na
토종 가축의 
유전자원 표본을 별도 관리 

na

스페인 na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지내 
보호

na
멸종위기종 보호 센터와 연계
된 전국 유전자원보호를 위한 
전문 연구실간 네트워크 구축

na

스위스 na
1999이후 멸종위기 6종, 관찰
대상 3종에 대해 보호활동

na
정자은행의 현지외 보호활동
을 통해 염소, 말(Freiberger) 
품종 보호

na

터키 na

농업연구위원회 산하 보호 
토종자원 : 소(4), 양(4), 염소
(1), 가금(2), 물소(1), 토끼(
1), 꿀벌(1), 누에(3)

na

농업연구위원회 산하 보호 토
종자원 : 소(4), 양(4), 염소(
1), 가금(2), 물소(1), 토끼(1), 
꿀벌(1), 누에(3)

동물유전자원보호프로
젝트 (1995설립)

국 na
NGO중심으로 보호품종분석, 
토종품종에 가산금 지급 

na
소, 말, 염소, 돼지, 양의 정자
와 혈액을 보관

희귀종 보존기구 
(RBST), 국농업유전 
자원 D/B

미국 S
민간차원 활동
현지 희귀종 생산자에 대한 
재정지원 없음

I
모든 가축종의 유전자원을 냉
동보관 

1999 현지외 국가보호 
프로그램 시행

n.a.: 자료없음, I: 증가, S: 안정

Sources : OECD Agri-environmental Questionnair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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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야생종 다양성

지표정의

 ￮ 농경지를 주요 서식지로 활용하는 야생종의 비율
 ￮ 농경지를 은신처, 번식처로 활용하는 조류종의 군집 개체수

1. 개념과 해석

❏ OECD 국가에서 주요한 토지이용은 농업이다. 농활동은 직접적으로 종

서식지에 향을 미치고, 종 자체의 생활에 간접적으로 향을 미친다. 

<그림 7>. 더구나 야생종에 대한 농활동의 결과는 오스트레일리아, 멕

시코와 같은 국가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들 국가들은 세계 야생 식물상

과 동물상에서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는 ‘megadiversity’를 보유하고 있

기 때문이다. 농업과 관련된 야생종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몇 개의 지표 

산출방법에 대한 진전이 있었지만 (OECD, 2003a), OECD국가들의 농업과 

관련한 야생 식물상과 동물상에 대한 비교적이고, 양적이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조류 개체수에 대해서는 예외적이며, 나비에 대한 자료

의 활용이 가능하나 식물상에 대한 자료는 훨씬 빈약하다. 

❏ 조류는 환경의 건강척도를 나타내는 지표종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자료는 주로 세계조류협회 (BI)에서 조사한 조류 개체수를 활용한다. BI 

자료는 국내 종지표 산출과 종에 대한 하나의 국가를 넘어선 지표를 조

합하고, 국내의 개체수 산출이 가능하다 (Birdlife International, 2004). 화분

매개, 포식자, 토양 생물, 광범위한 미생물 종과 같은 야생종은 농업에 

대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들 역할에 대한 평가는 부진

한 실정이다. 

❏ 농경지를 먹이터, 번식터 등 주요 서식처로 사용하는 야생종에 관련 된 

지표를 해석은 주의가 필요하다. 식물상이나 동물상의 개체수는 농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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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서식지 손실과 같은 농업활동에 의한 향을 받지만, 농업과 관련

된 많은 외부활동, 천적 도, 기상, 장기간 기후변화 등도 개체수 변동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농경지를 주요한 서식지로 정의하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는 몇 몇종은 농경지를 먹이터로만 활용하고 인근의 산림

을 번식터로 활용하기 때문에 인근생태계의 변화가 농경지에 서식하는 

종의 개체수에 향을 미치기도 한다. 

❏ 농관리기술과 체계 그리고 양분, 살충제, 물 등의 투입자재의 사용강도

는 핵심적인 추진력 (Driving force)이며, 야생종의 상태 (State)와 관련되어 

있으며, 보다 넓은 농업다양성 관리계획으로서 야생종 보호 프로그램은 

핵심적인 반응(Response)이다. 

2. 최근 동향

❏ 많은 OECD국가에서 농업은 야생종에게 주요한 1차 서식지이며, 농경지

에 대한 자연서식지의 보호에 수반하여 남아있는 종에게 서식지를 제공

한다<그림 7, 8>. 이것은 조류의 경우에 특이하며, 나비류에서는 적용범

위가 보다 작다. 식물상은 국가 간 상이하며, 포유류에 있어서 농경지는 

서식지로서 역할이 덜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으로 대표되는 몇몇 국가에

서 논농업이 광범위하게 실행되고 있으며, 논 생태계는 어류, 양서류, 파

충류의 서식지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 미국 등 몇 개 국가는 농업활동

이 멸종위기 야생종을 가장 위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야생종에 

대한 농경지의 중요성을 보면, 1990년대를 지나면서 농경지 면적이 3%이

상 줄어들기는 하 지만, 농업은 여전히 OECD국가 토지이용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OECD보고서에서 1991-2002 사이 농경지에서 조류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에 비하면 덜 명확하며, 덴마크

와 같은 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조류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조류보호를 조장하는 농업환경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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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도입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BI 2004). 미국의 경우에는, 무경

운과 같은 보호경작 면적을 증가시키는 농지관리가 야생종에 대한 먹이

공급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벨기에, 네델란드, 독일, 덴마크 같은 나라에

서는 조류, 지 이, 수생종 등 야생종에 대한 살충제의 독성작용이 최근 

줄어들고 있다.  

❏ 캐나다와 프랑스에서는 조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왔다<그림 8>. 

프랑스에서는 1990년대를 지나오면서 국내의 조류 개체수는 3%밖에 감

소하지 않았으나, 농경지에서 조류 개체수는 25%이상 감소하 다. 대부

분의 국가에서 농경지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압력은 살충제와 부 양화

를 야기시키는 양분의 과다사용, 습지의 배수에 의한 서식지 손실, 과도

한 방목, 지하수위 저하, 강물흐름, 포장의 압 , 일부국가에서 농경지 면

적의 확장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조류 도에 해를 줄 뿐만 아

니라 무척추동물, 포유류, 육상식물상 및 수생 식물상의 개체수에 나쁜 

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7.  농경지를 주 서식지로 사용하는 야생종 비율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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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OECD 국가의 농경지 조류 개체수 지표(199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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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태계 다양성

<지표정의>

 ￮ 잠식되는 농경지 면적 및 개간되는 농경지 면적 
    - 삼림지, 도시지역, 습지, 기타 농촌토지

 ￮ 총 농경지 면적중에서 반자연적 농업 서식지 면적과 비율 
    (휴경지, 목재생산 농경지)

 ￮ 지역의 생태기능을 심각하게 위험하거나 향이 큰 집약농업 

    지대에서 중요한 조류의 서식지 비율

1. 개념과 해석

❏ 농경지가 다른 생태계로 전환되는 것을 조사함으로써 반자연적 농업서식
지, 비경작 서식지의 변화는 물론 농업에 의한 주요한 조루 서식지의 비

율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다.

❏ 농경지의 다른 토지로의 전용 지표는 농경지로의 개간면적과 농경지가 
다른 토지로의 전용면적간의 차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이러한 토

지등급이 광의로 정의되기는 하지만, 농업적 토지이용의 변화가 생물다

양성에 향을 미친다는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들 변화에 대한 

해석은 주의가 필요하다. 가령 농지가 임지로 전용되면 생물다양성에 유

리할 것이나, 이것은 전용되는 농경서식지의 질과, 임지 전용 후 상업적

으로 개발될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보전될 것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

다. 식물상과 동물상의 다양한 품종에게 서식지를 제공하는  산간 목초

지역을 소나무만 서식하는 임지로 전용한다면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결

과를 초래한다. 몇 개 국가에서는 습지를 방목용 목초지나 논으로 활용

하고 있으나, 이들이 야생종의 삶을 지지하는 중요성은 가축사육 도, 

화학비료투입량, 경작기술과 같이 농지 관리방법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

나 농경지를 도시로 개발하는 것은 토양을 봉시켜 생물다양성을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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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

❏ 반자연적 농업 서식지에서 변화추적은 목질 목초지와 비료와 농약사용량
이 극히 적은 지역, 휴경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농경지에 대한 

반자연적 서식지의 변화를 평가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생물다양성과 

같이 국제적인 합의사항이 본 평가에 적용되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농체계와 지역에서 구성하고 있는 반자연적인 것에 대해 정의하는 것이

다. 이 지표에서 또 하나의 한계는 대부분 국가에서 반 자연적 서식지 

자료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잠재적 향분석을 방해하는 넓은 집합 생활 

자료를 얻는 것이다. 

❏ Birdlife International은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중요한 조류지역 (Important 

Bird Areas, IBAs)에 대한 기초정보를 개발하고 있다. 지표는 국가적으로 

지정된 주요 조류지역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집약농업

기술은 심각한 위험을 가하는 것 또는 지역생태기능에 높은 향을 미치

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심각한 위험이나 향 요소를 결정하는 것은 

각 국가의 중요 조류지역 (IBAs) 인벤토리의 부분으로서 지역 전문가가 

평가할 수 있다. Birdlife International은 세계조류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분

으로서 중요조류지역 (IBA)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유지한다. 중요 조

류지역 지표의 상당한 한계는 농으로부터 심각한 향이나 위험요소

는 지역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야 하고 정량적이지 못하며, 이러한 지역전

문가의 판단은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는데 있다 (EEA, 

2005). 

❏ 종 다양성 지표와 함께, 농업생태계 다양성 상태는 전반적인 농업생산, 

토지이용변화를 포함하는 농경지에 대한 서식지의 양과 질에 향을 미

치는 일련의 추진력에 의해서 향을 받는다. 또한 이것은 보다 넓은 농

업-생물다양성 관리계획의 일부분으로서 서식지 보호프로그램이라는 반

응(Response)과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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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의 추이

❏ 벨기에, 룩셈부르크, 멕시코, 노르웨이를 제외한 거의 모든 OECD국가에

서, 1990년대를 걸쳐서 농경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었다. 이 지역에서 

농지는 습지나 다른 용도의 토지보다는 주로 삼림조성과 도시개발용으

로 전용되었다<그림 9>.

❏ 농지를 삼림으로 전용하면, 새롭고 보다 다양한 서식지를 야생종에게 제

공하나, 이러한 토지전용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향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단지 한국과 노르웨이에서는 삼림지를 농지로 전용한 자료를 보여

주고 있으며<그림 9>, 호주와 멕시코에서는 자연림을 훼손시켜서 농지를 

조성시킨 예가 있다. 

❏ 1990년대에 걸쳐서 OECD국가들의 습지를 농지로의 전용은 복잡하다. 한

국과 노르웨이, 이탈리아, 일본에서 전용비율은 낮아지고 있으나<그림 

9>, 1992-2002년 동안 프랑스, 슬로바키아, 국, 미국에서는 농지로부터 

습지로 전용이 증가하 다. 다만 습지전용 총면적이나, 농경지로부터 습

지 전용이나, 습지로부터 농경지로의 전용 비율은 낮았으나<그림 9> 습

지는 생물다양성을 위한 서식지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습지의 손실

은 생물다양성 협약, 습지에 대한 협약 (람사협약)을 통해서 국제적 중요

성이 인식되고 있다. 농지가 습지로 환원된다 해도, 자연 상태의 습지기

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십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몇몇 국가들은 

방목용 습생초지, 특정 관리 하에서 논 같은 농업용 습지서식지 (Farmed 

wetland habitats)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용 습지서식지에 대한 

자료가 빈약하다. 일본의 몇몇 논이 람사협약에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람

사협약에 의해 습지로 등록되어 있을 뿐이다.

   (www.ramsar.org/profile/profiles_japan.htm)

❏ 반자연 농업지대의 서식지로는 년생 초지가 대표적이나, 핀란드, 노르

웨이, 포르투갈 을 제외한 대부분 OECD국가에서 1990-2002년 사이 감소

하 다. 한편 캐나다. 체코, 프랑스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감소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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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었다<그림 10>. 년생 초지는 점차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OECD국가에서 우점하는 농지로 남아있다<표 5>. 년초지는 호주나 멕

시코와 같은 일부국가에서 경작지나 년생 작물재배지로 전용되나 대

부분 국가에서는 임지로 전용되었다. 목재농장과 같은 반자연농업 서식

지의 몇가지 유형을 보면, 포르투갈과 미국에서는 그 면적이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지난 수십년 동안 안정하게 유지되고 있다<표 6>. 한편 휴경

지 상태에서 이들 토지가 녹색식물로 피복되고 있는지 아니면 나지상태

로 유지되는지, 얼마동안 휴경지로 유지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이

러한 것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향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 

❏ 반자연 농업지대에서 이러한 변화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향을 해석하
는 것은 복잡하다. 한편으로 모든 지역이 다른 토지(임지)로 전용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몇 개의 경작지가 년초지나 목재농장으로 전용

되기도 한다<표 7>. 게다가 벨기에의 예에서 보듯이 농지이용에서 변화

로부터 야기되는 서식지의 조각화 역시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몇 개 국가에서는 집약도가 낮은 농

업생태계가 수백년간 발달되어 왔고, 이곳은 식물상과 동물상의 주요한 

서식지 역할을 한 한국과 일본의 집약도가 낮은 논 농업, 프랑스의 산간 

초지,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의 집약도가 낮은 초원지역은 생물다양성

에 해로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몇몇 국가들은 반자연 농업 서

식지를 유지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 많은 OECD국가에서 1990년대 후반 농업은 중요한 조류지역(IBAs)에 해

로운 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핀란드, 독일, 일본, 한

국,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농업보다도 삼림벌채, 도시화, 휴양 관광지 

개발이 농업보다도 더 크게 해로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림 11>. 또한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에서는 광대한 농경지의 가장자

리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은 중요 조류지역의 서식지를 더욱 심하

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Heath and Evan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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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농경지의 다른용도로 전용 유형 ('000 ha): 1985-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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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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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to Figure 9:

① 토지유입 (Land entries): 다른 용도의 토지가 농경지로 전용되는 것

   토지유출 (Land exits): 농경지다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

   순 변화 (Net change) : 토지유입-토지유출

② 삼림지 (Forest land)는 삼림과 나무가 있는 토지

③ 건축지 (Built-up land): : 도시나 산업단지 또는 도로와 같이 운송기반시설 지역 

④ 습지 (Wetlands) : 습지와 표면이 물로 덮인 작은 연못, 호수, 식생이 덮인 수로 

⑤ 기타 농지 (Other rural land) : 상기의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는 토지 황폐지

⑥ 순 토지변화 (Net land change) : 임야, 건축지, 습지, 기타 농지의 합

⑦ 한국의 건축지를 위한 토지 유입값과 삼림을 위한 토지유출값은 동일하게 0임

⑧ 슬로바키아의 건축지와 습지를 위한 토지 유입값은 0, 습지 손실값은 7.16

⑨ 노르웨이에서 건축지를 위한 토지유입과 습지를 위한 토지유출값은 0

Source: OECD Secretariat.

① 30%이상국가 : 핀란드 78%, 포르투갈l 61%, 노르웨이 39%

② 한국의 년초지 변화 -40%.

 Sources: FAO STAT (2006)

그림 10. 년초지 면적과 경종 및 년작물의 재배 면적 변화 

(1990-1992 대비 2000-2002 면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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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총농경지 대비 경종․ 년생 작물, 년초지 면적 비율

국가
경종․ 년작물 면적비율 (%)

(1990-92)/(2001-03)
년초지면적비율 (%)
(1990-92)/(2001-03)

핀란드

대한민국

캐나다

일본

덴마크

스웨덴

헝가리

폴란드

체코

이탈리아

터키

독일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벨기에

스페인

EU15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그리스

오스트리아

미국

노르웨이

OECD

국

스위스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13

-10

11

-9

-11

-5

-7

+8

-4

-14

-8

4

0

-23

8

-10

-7

-6

10

3

13

-4

-6

-13

-3

-13

2

5

-10

4

8

5

78

-40

16

-2

-20

-21

-10

-6

13

-7

13

-5

8

61

-4

11

1

12

-6

-8

-12

-5

-2

39

-2

-2

-5

3

-8

-4

-2

0

○ 기타토지 : 휴경지 및 기타 농경지(오스트리아 0.6%, 핀란드 0.2%, 뉴질랜드 

1.2%, 스위스 0.8%). 

Sources : FAOSTA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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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총농경지 면적 대비 휴경농지 면적 및 비율

국가
휴경농경지 면적 (천 ha)

총 농경지 대비 

휴경지 면적비율 (%)

1990 2002 1990 2002

오스트리아 21 106 0.59 3.11

벨기에 0 6 0.02 0.41

캐나다 7,921 4,680 11.7 6.9

체코 3 71 0.07 1.7

덴마크 250 225 8.97 8.44

핀란드 183 210 7.14 9.40

프랑스 236 1,072 0.73 3.51

독일 780 848 4.42 4.87

그리이스 501 441 5.79 5.21

이탈리아 3,958 3,666 21.92 23.93

룩셈부르크 0 2 0.22 1.45

네델란드 6 28 0.30 1.44

노르웨이 4 2 0.37 0.19

포르투칼 448 577 11.23 15.23

스페인 3,905 4,297 12.78 14.58

스웨덴 176 269 5.15 8.55

스위스 3 4 0.19 0.27

터어키 5,324 5,040 11.33 11.68
Sources: OECD Agri-environmental Indicators Questionnaires 2004, 

FAO STAT (2006), National Data for Norway, Spain and Portugal.

표 7.  총농경지 면적 대비 목재농장 면적 및 비율

국가
목재농장 면적 (천 ha) 목재농장 면적비율 (%)

1990 2002 1990 2002
미국 138,265 139,757 32.38 34.13
스페인 3,906 4,410 12.78 14.96
포르투칼 1,804 1,938 45.23 51.11
이탈리아 626 293 3.47 1.91
덴마크 92 112 3.30 4.19
벨기에 0.3 0.1 0.02 0.01

Sources: OECD Agri-environmental Indicators Questionnaires 2004, 

FAO STAT (2006), National Data for Norway, Spain and Portu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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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중요 조류서식지 생태기능을 위협하는 집약농업면적 비율 (1990년대 
후반) 

Source: Bird Life International (2004). 

Ⅵ. 토양침식과 토양생물다양성

❏ 농업활동으로부터 토양침식은 바람과 물에 의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경
운과 기계적 간섭결과에 의해서 발생된다. 이것은 일련의 경관에서 일어

나며, 농업생산성과 환경의 질에 향을 미친다. 토양침식과 토양생물다

양성의 상호의존은 잘 알려져 있다. 토양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향을 

주는 것은 침식을 악화시키고 생물손실을 가중시킨다. 토양유기물을 감

소시키는 것과 같은 토양을 퇴화시키는 것은 토양생물다양성에 부정적 

향을 미친다. 토양 생물상은 극도로 복잡하며 토양 생물다양성 지표는 

토양관리를 포함하는 다양한 변수와 상호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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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양침식

토양침식 관련 지표

 ￮ 경운침식에 의해 향을 받는 농경지의 면적과 비율

  - 침식정도 : 미약, 낮음, 중간, 높음, 심함

 ￮ 농지를 벗어나 퇴적물의 흐름에 대한 농업의 기여도 
    (비율과 물리적 정량)

 ￮ 농경지 토양의 총 유실량 : 바람, 물, 경운에 의한 침식량의 

    모델 산정

 ￮ 농경지 및 비농경지에서 토양유실에 의한 경제적 비용

정책분석을 위한 농업환경지표 개발에 대한 OECD 전문가 회의

 ￮ 농업과 생물다양성. 2001. 11. 스위스 쮜리히

 ￮ 경관에 농업의 향개발. 2002. 10. 노르웨이 오슬로 

 ￮ 토양유기탄소와 농업. 2002. 10 캐나다 오타와. 

 ￮ 토양침식과 토양생물다양성에 대한 농업의 향. 

    2003. 4. 이탈리아 로마

 ￮ 농업과 토지보전. 2003. 5. 일본 도쿄

 ￮ 물 사용과 수질에 대한 농업의 향. 2003. 10. 한국 경주

 ￮ 농장관리와 환경. 2004. 4. 뉴질랜드 팔머스톤

2. 토양 생물다양성

❏ OECD 전문가 회의에서 추천된 토양 생물다양성에 대한 특정한 지표는 

없으나, 전문가들은 각국은 토양 생물다양성 인벤토리, 방법론과 정책분

석을 위한 이들 지표활용을 밝히는 국가별 사례연구정보를 교환은 가능

하다고 하 다.

❏ 토양생물다양성은 다양한 범위의 생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전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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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적 기능적 틀을 포함하고 있다. 개별적 농업기술은 이러한 균형에 

향을 주고 그래서 생태계를 약체화 시킨다. 일반적으로 경운은 생물다양

성을 감소시키고, 양분이 빈약하고 반자연적 초지대에서 석회시용은 종 

풍부도를 증가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합성화학물질과 유기성 폐기물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토양미생물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고 있다고 한다

(OECD, 2001).

❏ 토양생물다양성의 측정은 매우 복잡하다. 개념적 접근이 분류학적 측면, 

기능적 측면, 생태적 측면으로부터 양구조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하

다. 토양환경의 이질성은 생물적 다양성과 기능에 향을 미치는 생물적 

활성에 향을 미친다. 종, 실체, 토양활성 수준과 같이 생물다양성을 모

니터링을 하는 접근방법이 다양한 것도 적정한 지표를 발굴하는데 복잡

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농경지에서 토양 생물다양성

 ￮ 토양 생물다양성은 농업분야가 관여하고 있는 작물생산성, 토양기능, 농업생
태계에 향을 미친다. 토양의 적정한 기능발휘는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

이다. 

 ￮ 몇몇 OECD국가들은 UN의 생물다양성 협약에 근거한 토양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전략을 발전시켜오고 있다. 

    예를들면, 캐나다의 생물다양성 전략은 1995년 시작되어 생물자원의 지속

적인 활용에 대한 국가의 보호노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토양 생물계와 그 생물다양성이 대기와 수질을 맑게 하는

데 폭넓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연구하여, 농업에서 토양 생물다양

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Fox et al., 2003). 

 ￮ 네덜란드 정부는 토양의 농업적 활용에 기인한 생태계의 지속적 이용에 대
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물학적 지표는 토양의 질 조건을 평가하기위

해 개발되어오고 있다. (Anton et al., 2003)

 ￮ 국에서는 농업적 토지 이용과 관리가 토양생물다양성의 서로 다른 구성

자에게 긍정적 이든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농업

인은 토양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이오메스 생산과 유산에 대한 관

심은 물론, 자연보호와 환경보호기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Black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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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생물다양성을 측정하는 것은 지방, 지역, 국가와 같은 규모설정을 필

요로 한다. 즉 측정방법, 비교에 필요한 최소 구성요소, 이질성을 설정하

여야 한다. 과학적 연구는 향평가, 군집특성화, 기능분석, 방법검정 등

의 다양한 임무를 요구한다. 

❏ 한가지 측면에 대한 토양생물다양성, 농실천 그리고 농업체계, 다른 측

면에 대한 생물그룹, 토양과정간의 주어진 복잡한 관계에서 적절한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소단위의 토양 생물다양성 지표는 

미생물상, 중소생물상(meso fauna), 거대생물상 (macro fauna), 토양유기탄

소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지역지표로서 생물다양성 

❏ OECD는 적정한 농업생물다양성 지표를 구성하고 동정하기 위해서 농업-

생물다양성 분석틀을 개발하여 오고 있다.

가. 지표종류

❏ 농업과 생물다양성: 정책분석을 위한 지표개발을 위한 OECD전문가 회의

에서 각 회원국가들은 유전자원의 다양성, 야생종의 다양성, 생태계의 

다양성, 서식지와 종과의 연관성에 대해 개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유전자원 다양성: 멸종위기에 있는 화곡류, 유류, 구근류, 과실, 야채 등 

토종 작물의 품종 수 비율

❏ 야생종 다양성: 농경지를 이용한 생태적 지표가 되는 야생종 숫자

❏ 생태계 다양성: 농경지에 걸쳐서 서식지 량과 질 (구획크기, 선형관계, 네

트워크)과 그의 공간적 분포 (분산화, 수직구조, 모자이크)

나. 서식지와 종간의 연관성

❏ 서식지-종 메트릭스 (Habitat-Species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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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한 현장조사나 전문가 소견 등의 간접 정보자료에 근거한 야생종 (식

물상과 동물상)에 대한 모든 농업서식지 형태의 관리와 면적에서의 변화

❏ 자연 자본 지표 (Natural Capital Index)

   농업생태계에서 최근 변화상황을 측정하여 얻어지는 농업서식지 유형의 

양적 산물과 야생종의 풍부도 및 서식지 구조와 관리에 있어서 질적 산물

다. 평가

❏ 작물자원에 관련된 지표는 몇 개 국가에서만 멸종, 멸종위기, 위험에 처

하지 않은 작물 품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발전시켜오고 있다<그림 

12>. 미국의 보고에 의하면, 과 옥수수에 대한 유전적 손실(Genetic 

erosion)은 문제가 적으나, 벼, 두류, 소면적 재배작물 품종간에 유전적으

로 균일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 멸종위기의 작물 품종을 밝히는 것은 쉽

지 않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식물품종은 원래 재배지역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하나, 유전자은행과 같이 다른 장소에서 보존될 수 있

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에서 조류 개체수 관련 지표개발은 어느 정도 

진보가 있으나, 다른 식물상이나 동물상에 대한 지표나 자료는 빈약한 

실정이다. 

그림 12.  멸종위기에 처하지 않은 작물 품종수(199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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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된 반자연 농업서식지 조사 생태계 다양성 분석은 어느 정도 진보가 
있어왔다. 이와 더불어 몇몇 국가들은 농업서식지의 질을 측정하고 그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가령 핀란드는 포장 가장자리의 경계 도의 지표

를 개발해오고 있다(그림 13, Hietala-Koivu, 2003). 이것은 농경지와 삼림

이나 도로와 같은 다른 토지이용 사이의 수로의 많고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지표는 경계 도에서 지역간 변이를 보여주고, 경계 도가 낮

은 곳이 생물다양성과 문화경관가치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Source : H ietala-K oivu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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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핀란드 농경지의 경계 도 : 2002

❏ 서식지-종 행렬과 자연자본지수 지표는 토지이용의 변화가 야생 식물종

과 동물종에 미치는 향과 농업생태계에서 서식지 요구조건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 (OECD, 2003C). 서식지-종 행렬지표 (캐나다에서는 

서식지 용량지표라고 함)개발은 농경지에 대한 야생종의 서식지가 역, 

시장과 정책변화에 의해 어떻게 향을 받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Lefebvre et al., 2005). 캐나다에서는 1981과 2001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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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농경지의 약 20%에서 서식지 용량이 증가되었으나, 30%가까운 농

경지에서는 감소되었다<그림 14>. 이것은 주로 작물재배지의 확장과 종

이 풍부한 자연 초지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Lefebvre et al, 

2005).

❏ 자연자본지수는 생물다양성 협약의 시행 상황에서 개발되어 왔다 
(OECD, 2001). 자연자본지수는 생태계의 양과 생태계의 질 (야생종 숫자

의 변화 평균)의 곱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서식지-종 행렬과 유사하다. 

네델란드는 자연자본지수를 활발히 개발하여왔으며, 국가에서 농업생태

계와 연관된 자연자본의 감소를 조사하고 있다.

그림 14.  야생종 서식지 용량에서 다양한 변화 등급별 농경지 비율

① 야생종 서식지 용량 계산방식 : 각 토지 피복유형에 대한 상대면적에 대한 작물

재배지, 여름 휴경지, 방목지, 자연초지, 기타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종수.

② 급격한 감소 (Large decrease) : 10%이상 감소

③ 약간 감소 (Moderate decrease) : 2.5% ∼ 10% 감소

④ 미소 변화 (Negligible to small change) : -2.49 ∼ 2.49 %

⑤ 약간 증가 (Moderate increase) : 2.5% ∼ 10% 증가

⑥ 급격한 증가 (Large increase) : 10% 이상 증가

Source: Lefebvre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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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시사점 및 결론

-우리나라의 OECD 생물다양성 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

❏ 생물다양성 지표는 크게 유전자 다양성, 종 다양성, 농업 생태계내 생물 

다양성 지표로 구분된다. 이중 유전자 다양성과 종 다양성 분야는 농촌

진흥청 생명공학연구원과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제쟁점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나, 농업생산기지인 농업 생태계내 생물다양성 지표에 대해 본격

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 지금까지의 OECD 농업환경지표 개발은 우리나라의 기후, 토지, 수자원, 

공기와 같은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농업분야의 국제회의 

쟁점인 지속농업 방안도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 자재중심의 농업으로 인

식하고, 기존의 농자재를 대체하는 농업기술로 치중되어 온 점도 있다.

❏ 그러나 금후의 한국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생물다양성을 증진
시키는 농업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이며, 이와 연관된 농업환경지

표를 발굴하고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

에서 우리나라 농경지에서 미생물, 곤충, 식물, 조류, 파충류 등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기술을 개발

하고, 농업정책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와 더

불어 밭농업 중심의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에서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농업의 향평가 결과는 한국과 일본과 같이 논 농업이 생물다양성에 미

치는 향평가 결과는 다를 것이므로, 우리 조건에 적합한 지표를 개발

하는 것이 국제협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 OECD 농업환경지표 개발과 활용분야 선진국가인 캐나다에서는 수년전

부터 The National Agri-Environmental Health Analysis and Reporting Program 

(NAHARP)을 가동시키면서 생물다양성을 포함하는 OECD 농업환경지표

를 개발해오고 있다. 우리도 생물다양성을 평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과

제구성과 더불어 국제협상 대응 자료를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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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다가온 현안으로서 2008년에는 제10차 람사총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만큼 아시아 몬순지역의 논농업이 조류 서식지 제공한다는 공

익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이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정책의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따라서 금후 우리나라 논이라는 인공습지지역에서의 농업이 조류는 물
론, 미생물, 식물, 곤충, 어류 서식에 미치는 향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농업생태계에서 먹이 사슬 구조 파

악과 균형유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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