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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국민의 소득수  향상과 먹거리의 안 성에 한 심이 증가하면서 친

환경농산물에 한 수요가 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6년 우리나라의 친환

경농산물의 시장규모는 약 1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도 100만 톤이 넘는다.

  친환경농산물에 한 생산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친환경농

산물의 인증제도  인증체계 가운데 인증종류와 인증기간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 다. 이에 정부는 내외 인 여건변화를 반 하여 2007년 친환경

농업육성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일부 보완하 다. 

  2007년에 개선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인증종류, 인증기간, 인증신

청 범 와 같은 단기 인 과제를 개선하 지만 여 히 국제 인 기 과 조

화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WTO  DDA와 FTA 등으로 인하여 농산물

의 시장개방화가 확 됨에 따라 외국의 유기농산물이나 유기식품원료와의 

국제경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상되는 가운데 국내제도와 국제기 의 조

화도 필요한 실정이다.

  친환경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해

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리체계가 장기 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장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

구로써 향후에 논의될 법률개정의 석으로 활용되기를 기 한다.

2007. 8.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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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실태분석과 농가  문가조사, 해

외의 사례조사를 기 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장기 개선방안을 제

시하는 데 목 을 두었다. 

제2장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특성과 인증제도를 정리하 다. 먼  친환

경농산물의 특성에서 친환경농산물은 정보의 비 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하여 인증제도가 필요하며 인증제도가 투명할 때와 불투

명할 때의 경제  효과를 서술하 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추진경과에서는 1997년 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생산과 소비증가에 따른 소비자와 인증농가의 편의

를 증진시키기 하여 2차례 개정을 거듭하 다. 그러나 제도 인 측면과 

인증제도의 운 체계상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 

첫째, 제도 인 측면에서는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이 이원화된 제도

로 운 됨으로써 원료농산물과 가공품의 일 된 인증기 과 제도 리가 

불가능하다. 둘째, 인증제도의 운 체계 측면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련 기 들의 역할분담이 미정립되어 있으며 인증제도가 인증기 별로 획

일화되어 있다. 한 친환경농산물 유통  취 업자 인증제도가 도입되었

지만 자율제도로 규정되어 신뢰도를 제고하기 어렵다는 문제 을 지 하

다. 

제3장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실 과 인증제도에 한 농가와 문가 

평가 결과를 정리하 다. 먼  친환경농산물 인증실 에서는 친환경농산

물 인증실 이 1990년  후반 이후 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농약

농산물인증이 63%(2006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기가공식품의 원

료인 유기농산물의 수입량도 증가하고 있어 국내 친환경농산물과의 경쟁

이 심화될 수 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한 평가에서는 

농가와 문가들을 상으로 행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한 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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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그리고 개선 사항을 정리하 다. 첫째, 문가들은 2007년에 개선

된 항목인 인증분류, 인증범 확 , 유효기간, 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에 

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지만 제도이원화와 유사품질표시 제도측면에서는 

만족도가 낮은 편이었다. 둘째, 생산농가들은 2007년에 개선된 항목에 

하여 문가와 비교하여 만족도가 체로 낮은 편이며 친환경농산물 재배

유형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2007년의 개정안에 해 유기인증을 받은 

농가의 만족도가 체로 낮았고 농약인증을 받은 농가의 만족도가 높았

다. 아울러 문가들을 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질문한 결과 리

제도의 이원화, 역할분담, 그리고 유사품질표시제도와의 계정립 등의 순

으로 나타나 이들에 한 추가 개정이 장기 으로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해외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인증제도  규정, 인증표

시, 리체계로 구분하여 정리하 다. 상사례는 IFOAM, CODEX, 미국, 

EU, 일본, 호주의 인증제도이며 이를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하고 시사

을 도출하 다. 먼  제도 인 측면에서는 국제기구  세계 각국이 유기

농산물  유기가공식품에 해 단일한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

나라의 경우 법체계가 이원화되어 효율 인 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 

인증표시도 해외사례에서는 유기농식품에 한 표시제도를 운 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유기, 무농약, 농약으로 구분하여 인증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증제도의 운 체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증 련기 들의 역할

분담에도 차이가 있었다. 외국의 경우 인정업무와 인증업무가 구분되어 시

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혼재되어 친환경농산물에 한 신뢰도를 제고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제5장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장기 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국제 인 조화와 소비자 신뢰도 개선이란 측면에서 친환경농산물 인

증제도의 장기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 인 측면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법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으로 분산되어 리되는 제도를 통합 리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제1안인 친환경농산물과 가공식품을 동일한 법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은 생

산물과 가공식품을 하나로 통합하여 리할 수 있으며 무농약과 농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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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장 이 있다. 한 법령의 

개정도 비교  쉽기 때문에 단기 으로는 시행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었다. 

그러나 국제 인 기 과 조화되지 않고 소비자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한계

가 있었다. 제2안인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통합하는 방안은 국제

인 기 과 부합되고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높은 수를 얻은 안이다. 그

러나 이 방안은 친환경농업육성법과 유기가공산업육성법  식품 생법을 

수정하여야 하며 할기 의 선정 등 복잡한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어 단기

인 개선보다는 장기 인 개선 방안으로 하다. 

둘째, 인증제도의 운 체계상의 개선 방안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련 기 들의 역할을 분리하고 인증심사원의 독립성 확보  자격요건의 강

화 등으로 사후 리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

다. 한 인증수수료를 자율화함으로써 인증기 별 인증농산물의 시장차

별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유통  취 업장 인증제도의 의무제를 도입

하여 생산에서 가공, 유통까지의 일 된 인증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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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rections for Improving Certification System of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This study is designed to draw up long-term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certification system of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For 
the purpose, this study analyz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ertification 
systems and standards. Also,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to collect opin-
ions of producers and experts about Korean certification system.

Chapter 2 summari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certification 
system for Korean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 certif-
ication system is generally needed to solve the information asymmetry in 
the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In fact, an open and 
above-board system increases consumer welfare. The certification system of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has been introduc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e Promotion Act in 
1997 and has been revised twice since then. However, there are areas 
which still need to be improved in terms of system management and the 
system itself.

Chapter 3 shows the certification results of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nd describes the survey results submitted by pro-
ducers and experts. The chapter contains their opinions on the certification 
system of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certification 
system. The certification of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has grown rapidly since the 1990s. The portion of low chemicals in the 
certification results, in particular, hit 63% in 2006. Also, the imports of 
fresh organic agricultural produce which are raw materials for organic 
processed products have been increased.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experts have relatively high sat-
isfaction with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certified produce(organic,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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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s, and chemicals), the scope expansion of certification, the term of 
validity for a certification, and the notification system of the list of organic 
agricultural materials on the list; however, they have relatively low sat-
isfaction with disunited systems and confusion with other quality indication 
systems. Second, the overall satisfaction of producers on the current system 
is lower than that of experts and it is also different among different pro-
duction types-low chemicals, no chemicals, and organic. Organic producers 
have relatively low satisfaction on the revised certification system com-
pared to low-chemical producers.

Chapter 4 introduces overseas organic standards and systems in 
terms of a certification standards, labeling, and management. The overseas 
cases include the cases of IFOAM, CODEX, the U.S., the EU, Japan, and 
Australia. The study compares the Korean standard and system with over-
seas standards and systems and points out differences among them to give 
an example for improving the Korean certification system.

Chapter 5 presents long-term measures to improve the Korean certifi-
cation system for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to harmo-
nize it with international systems and improve consumer confidence on the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e. First,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e Promotion Act and the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Industry Promotion Act should be unified. Second, in terms of managing 
the system, 1) the operations of certification agencies should be clearly de-
fined and separated, 2) the supervision system after the certification should 
be consolidated by ensuring the independence of inspectors and by refining 
their qualification requirements, of them, 3) the product differentiation 
should be induced in the market by introducing self-imposed certification 
fees among certification bodies, and 4) the current voluntary certification 
system for distributers and handlers should be changed to a mandatory sys-
tem so that a consistent certification system that covers the varying stages 
of industrial cycle from the production to the processing and marketing of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could be established. 

Researchers: Shin, Yong-Kwang and Hwang, Yun-Jae
E-mail Address: ykshin22@krei.re.kr, yjhwang@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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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 필요성과 목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의 소비자 소비패턴이 건강과 환경을 시

하는 생활양식으로 변화함으로써 1990년  이후 유기농산물 소비량은 매

년 20%이상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기  세계 유기농산물 시

장에서의 거래액(유기가공 농식품 포함)은 약 400억 달러(약 31조원)로 추

정되고 있다(IFOAM, 2007). 유럽 국가들은 유기농업 육성목표를 크게 확

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0년까지 체 농산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10～20%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소득수 이 높아짐에 따라 농산물에 한 수요가 양

에서 질로 바 면서 친환경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친환경농

산물의 시장규모는 유통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악하기 어려우

나 2006년 말 약 1조 3천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체 농산물 시장에서 차지

하는 유율은 약 5%정도이다1.

이에 농림부는 수입농산물에 응하는 농업의 미래 핵심 략분야로 친

환경농업을 선정하 으며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업 생산량도 크게 증가하

고 있다.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 김창길․김태 ․이상건(200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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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27천 톤이었던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2001년에는 87천 톤, 2003

년에는 365천 톤, 2006년에는 112만 8천 톤으로 폭 증가하 다.

이와 같이 친환경농산물에 한 생산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친환경농산물 가격, 인증제도, 안정된 로 부족 등의 다양한 문제 이 상

존하고 있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수요확 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에 한 소비자의 이해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친환

경농산물의 소비 진을 해서는 친환경농산물 가격인하와 더불어 인증제

도의 신뢰성제고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2.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2001년부터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기 로 하

여 운 되고 있지만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가 복잡하여 소비자에게 혼란

을 래하고 있으며 민간인증에 한 낮은 신뢰도와 인증품 사후 리의 어

려움 등이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다3. 

이에 농림부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기 하여 내

외 인 여건 변화를 반 하여 2007년 친환경농업육성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인증 제도를 보완하 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여 히 국제 인 기 과 조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표시제도의 혼용에 

따른 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

기 해서는 국제  기 과 조화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장기

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실태분석과 농가  문가조사, 해

 2 김창길 등(2005)에 의하면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에 한 소비자의 이해도는 

‘정확히 알고 있다(1.5%)’, ‘어느 정도 알고 있다(12.1%)’에 비해 ‘조  안다

(67.8%)’는 비 이 높아 체 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진을 해서는 ‘가격 인하(32.0%)’, ‘인증제도의 신뢰성제고

(31.5%)’, ‘소비자 홍보와 교육확 (11.7%)’ 등이 필요하다.

 3 인증제도는 원료, 생산방법, 품질 등과 같은 농산물의 다양한 속성정보를 인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외 상 단하기 어려운 속성들을 탐색  속성으로 바꾸

는 기능을 담당한다. 행 인증제도는 인증종류의 다양성(유기, 무농약, 농

약), 인증주체(농산물품질 리원과 37개 민간인증기 ), 사후 리(의무사항 미

흡)의 문제 이 제기되고 있다. 



서 론 3

외의 사례조사를 기 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장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 목 이 있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2.1. 연구 내용

제2장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특성과 인증제도를 정리하 다. 먼  친환

경농산물의 특성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이 가지는 비 칭성을 설명하고 비

칭성과 인증제도와의 계를 설명하 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도의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그 경제 인 효과를 서술하 다. 마지막으로 친

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문제 을 제도 인 측면과 운 체계 측면으로 구

분하여 설명하 다.

제3장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실 과 인증제도에 한 농가와 문가 

평가 결과를 정리하 다. 먼  친환경농산물 인증실 에서는 친환경농산

물의 유형별(유기, 무농약, 농약) 인증실 과 수입 황에 하여 설명하

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한 평가에서는 농가와 문가 

들을 상으로 행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한 평가와 문제  그리고 

개선 사항을 정리하 다.

제4장에서는 해외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인증제도  규정, 인증표

시, 리체계로 구분하여 정리하 다. 상사례는 IFOAM, CODEX, 미국, 

EU, 일본, 호주의 인증제도이며 이를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하고 시사

을 도출하 다.

제5장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장기 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국제 인 조화와 소비자 신뢰도 개선이란 

측면에서 기본 방향과 개선 방안을 설명하 다. 

제6장에서는 요약  결론을 서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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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방법

이 연구는 인터넷조사와 문헌조사 그리고 장조사로 수행하 다. 먼  

장의 실상을 정확하게 악하기 하여 1차례(6월12일)의 문가연구

의회와 3차례의 연구자문회의(2월22일, 6월20일, 8월20일)를 개최하 다. 

연구 의회와 자문회의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개선과정과 문제

을 련 문가들과 의하여 제2장에 반 하 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한 의견수렴을 하여 국내 문

가를 청(6월19일)하여 유기농산물  가공식품과 련한 간담회를 개최

하 다. 한 주요국의 합리 인 제도운 에 한 벤치마킹을 하여 EU

와 일본의 유기농산물 인증제도에 하여 해당 국가들을 방문 조사하 다. 

해외출장결과를 정리하여 해외의 유기농산물 인증제도와 역할분담 사례를 

검토하여 제4장에서 언 하고 부록으로 첨부하 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한 생산농가와 문가들을 상으

로 설문조사하여 제3장에 반 하 다.

그림 1-1.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을 한 연구체계도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개선을위한단계적접근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현황과문제점진단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의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전문가및농가평가

주요국인증제도시사점도출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의문제점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개선방안

-선행연구및인터넷조사(미국, E
-현지조사(일본, 독일, 스위스)

-국내인증제도의실태와문제점파
(문헌조사및전문가조사)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개선을위한단계적접근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현황과문제점진단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의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전문가및농가평가

주요국인증제도시사점도출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의문제점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개선방안

-선행연구및인터넷조사(미국, E
-현지조사(일본, 독일, 스위스)

-국내인증제도의실태와문제점파
(문헌조사및전문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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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 연구 검토

친환경농산물 련 연구는 1990년 에 들어와 시작되었으며 주로 친환

경농업의 시스템 환과 련한 종합 인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부분의 분야별 연구가 부분이다. 

서종  외 2인(1992)은 유기농산물의 생산 유통 실태와 장기발 방향에

서 유기농산물 생산  소비, 유통 황과 유기농업의 장기 인 발  방향

을 제시하 다. 

김호(1993)는 유기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특성, 소비자가격과 소비실태, 

유통경로와 특성을 정리하고 일반 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의 가격과 유통마

진을 비교 분석하 다. 한 유기농산물의 생산, 소비, 유통실태 분석을 기

반으로 유기농산물 생산  유통의 발  방안으로 유기농산물 유통계열화 

모형을 제시하 다. 

김태균․김충실(1993)은 경북지역을 상으로 한 생산자 조사에서 유기

농업 수용의향  수용수 , 수용 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 , 최소수용가격 

등을 분석하여 생산자의 선호수 을 악하 다. 

박 태 외 2인(1999)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의 행태를 분석하

여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를 추정해보고 행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실

태를 악하 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별 유통

활동을 비교 분석하고 유형별 유통경로의 개방향을 모색하 다. 이 결과

를 바탕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확 를 한 부문별 유통개선 방향을 제

시하 다. 

조완형(2003)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소비․유통의 특성 분석과 개선 방

향에 한 연구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수요확 와 유통활성화를 도

모하기 한 정책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 다. 

김창길 외 2인(2005)은 친환경농산물에 한 소비자 선호와 구매행태분

석에서 국의 1,050가구를 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행태를 설문조

사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확 방안을 제시하 다. 특히 친환경농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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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확 를 해서는 친환경농업에 한 소비자 교육  홍보강화, 정보비

칭 문제 해결을 한 효과 인 리 시스템 구축, 정 수 의 가격 

리미엄을 유지하는 정책추진과 매 략 수립을 제안하 다. 

이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련 연구들은 주로 생산실태와 유통실태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생산과 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일반 농산물 생

산농가의 친환경농업 수용의향에 한 선호분석이나 친환경농산물 생산농

가의 재배사항 수 여부, 매가격의 만족도, 품질인증 차의 만족도, 소

비자지불의사액 등이 분석되었다. 유통과 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유통의 

투명화와 정보비 칭성 해결, 유기농산물의 유통계열화와 정 수 의 가

격 리미엄 설정이 제안되었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한 연구와 비교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제도와 련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부분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품

에 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이다. 

김명환 외 2인(1998)은 농산물 품질인증제도와 안 성조사제도의 발  

방향에서 품질인증제도와 안 성조사체계를 보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다. 

윤주이(2002)는 생산농가와 소비자 측면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효과와 문제 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제도의 과제 

 품질인증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신뢰성 제고방안을 제시하 다. 

이계임 외 2인(2004)은 농산물 표시제도 개선에서 농산물 표시제도 황

에 한 평가를 심으로 소비자와 유통업체를 상으로 한 수요자 평가와 

주요국의 표시제도 황과 시사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농산물 표시제도

의 운 방안을 제시하 다. 

이계임 외 2인(2005)은 농식품 품질경쟁력 제고를 한 식품표시제도의 

효율  운 방안 연구에서 농산물 식품표시제도를 국제 식품표시규격기

과 부합되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하 다. 

강연오(2005)는 충청남도 공주시의 생산자  소비자조사를 통하여 친

환경농산물의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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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개선에 한 선행연구에서는 친환

경농산물 생산자 는 소비자들을 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자체

에 한 선호를 일부 분석하 으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제도 실태를 간략

히 정리한 내용의 연구가 부분이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제도를 제도 인 측면

과 인증제도의 운 체계상의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 선행연구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개편되기 이 에 실시한 연구로써 개정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한 

평가와 후 개선방안에 한 종합 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개정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한 평가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한 장기 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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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특성과 인증제도를 정리하 다. 먼  친환

경농산물의 특성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개념과 친환경농산물의 비 칭성

을 설명하고 비 칭성과 인증제도와의 계를 설명하 다. 다음으로 친환

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그 경제 인 효과를 서술하

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문제 을 제도 인 측면과 인증

제도의 운 체계상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 다.

1. 친환경농산물의 특성과 인증제도

1.1.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의 특성

1.1.1.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업은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환경보   

농산물의 안 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이며 농법상 유기농업을 포함하

여 투입농법까지를 포 하는 환경친화  농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친환경농업의 개념은 의의 개념과 의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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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할 수 있다. 의의 개념으로는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축․임

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 하면서 

안 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이다. 의개

념(유기농업)은 생물의 다양화, 생물학  순환의 원활화, 토양의 생물학  

활동 진 등 농업생태계의 건강을 증진, 향상시키려는 총체  생산 리 

체계로 가능한 합성물질 사용과 반 되는 재배방법 는 생물학 , 물리  

방법을 사용하는 농법(국제식품규격 원회)이다.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농업으로 생산한 농산물로 정의할 수 있다. 환경

을 보 하고 소비자에게 안 한 농산물을 공 하기 해 농약과 화학비료 

 가축사료 첨가제 등의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는 최소량을 

투입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의미한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는 친환경농산

물의 개념을 “친환경농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제2조 2항)”

로 규정하고,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축산물은 무항생제축산물), 농약농산물로 분류하고 있다(제16조 1항).

1.1.2. 친환경농산물의 특성

친환경농산물은 정보의 비 칭  특성4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소

비자는 친환경농산물 구입 과 후에 해당 품목이 가진 기능이나 효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친환경농산물의 정보보유량 는 정보의 질(안 성

과 환경성 등)은 생산자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알 수 있는 정보

는 매우 제한 이다.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는 해당 친환경농산물에 

한 련정보가 불균형 으로 존재한다.

 4 정보의 비 칭성이란 경제 인 이해 계가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정보수 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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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개념과 효과

1.2.1. 농산물 인증제도의 개념

농산물 인증제도는 소비자들이 품질과 안 성에 해 믿고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생산자들은 높은 가격 리미엄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다

시 말하면 소비자의 상품 선택 시 식별을 도와주면서 신뢰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생산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이다.

표시․인증제도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비 칭성이 제거되어 

시장의 비효율성을 낮추며, 정보비 칭성 제거와 정보탐색비용 감에 의

해 소비자가 선호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효용을 제

고하고, 생산자가 상품속성에 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생산자 잉여

를 실 시킨다(Kinsey, 1993; 이계임 외, 2004).

1.2.2.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개념

친환경(유기)농산물 인증제도는 ①소비자에게 일반농산물과 차별화하기 

어려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환경  속성을 보증하고, ②무분별한 “친

환경(유기)” 표시에 따른 생산자 가격 리미엄과 시장 유율상의 손해를 

방지하고, ③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 칭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시장 

효율성을 개선하는 기능이 있다.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에 한 식별은 

친환경농산물의 내용증명(생산자, 투입자재, 생산방법 등)에 따라 인증제도

에서 제시된 라벨링을 통해 이루어진다.  

친환경(유기)농산물에 한 공 측면의 시장실패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서의 인증제도5, 특히 제3자 인증을 수반하는 제도는 소비자의 신뢰성 제

 5 소비자가 제품을 이용한 이후에는 유기  속성을 찰할 수 없으므로 제품보

장과 평 구축메커니즘(reputation-building mechanism)과 같은 다른 품질표시 

안들이 효과 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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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통해 유기농산물의 공 측면에서 시장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다(Giannakas, 2001). 친환경(유기)제품은 신뢰  속성을 가지며 제품의 특

성에 한 정보는 비 칭 이다. 생산자는 해당제품이 친환경(유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만 소비자는 해당제품을 구매하고 이용한 이후에도 제품

이 친환경(유기)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제품의 특성에 

한 정보가 없는 경우 일반농산물과 친환경(유기)농산물은 함께 거래되고 

농산물의 속성과 상 없이 두 농산물의 가격은 동일해질 것이다.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가격 리미엄의 부재로 인해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수익

성이 일반농산물보다 낮아져 친환경(유기)농산물의 공  유인이 사라지게 

되고 시장은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실패하게 된다. 친환경(유기)

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이 시장에서 함께 거래될 때 발생하는 공 측면의 시

장실패는 소비자가 직면하는 정보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막을 수 있다. 합

한 인증  표시제도하에서 친환경(유기)농산물과 일반농산물 간의 구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소비자가 차별화된 농산물 간의 특징을 악하고 선택

을 할 수 있게 되면 친환경(유기)농산물 공 자는 자신의 제품을 표시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인정 차는 유기제품 시장의 범 가 확 됨으로써 따라 제품의 이동거

리와 시간이 증가하여 정보 비 칭의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도입되었다

(Lohr, 1998). 유기농업 기 정보 달과 회원농 인증을 해 설립된 지방 

는 지역 농민조직의 형태로 출발한 유기인증 로그램은 거래 규모가 국

가  국제 인 수 으로 확 되어 소비자  생산자 보호를 해 정부차

원의 규정이 제정되고 정부가 인정기 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6 인정

업무에는 한 기 , 검사, 인증, 표시 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6 유기농산물의 생산규모와 거래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정부개입이 비경제 이기 

때문에 민간 인정  인증기 이 정부를 신하여, 국제 ․국가 ․지역  

 지방규모의 인증기 이 정부기 과 함께 공존한다. 를 들면, 독일에서는 

50개의 독립기   8개의 농민 회가 유기제품에 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며 

각 주는 수입 면허와 인증기 을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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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경제적 효과

인증제도하에서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소비비율과 시장수요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효용곡선( U o=U-p o+λα)과 일반농산물의 소비효용

곡선( Uc=U-pc)이 교차하는 지 ( α1)에서 결정된다7<그림 2-1>. 

α1의 좌측에 치한 소비자는 일반농산물을 구매하고( sc) 우측에 의치한 

소비자는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며( so), 총후생은 빗 으로 표시된 역

( CG)이다. 친환경농산물 가격( po)이 감소할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 소비

효용곡선(Uo)은 상향이동하고 친환경농산물에 한 수요( so)가 증가하는 

반면, 일반농산물의 가격( pc)이 감소할 경우에는 일반농산물 소비효용곡선

(Uc)이 상향 이동되어 친환경농산물 수요( sc)가 감소한다.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상의 효용증가요소( λ)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 소비효용곡

선은 소비자 효용( y축)과 교차하는 을 기 으로 하여 하향 이동하며 소

비 비율이 감소하게 된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에 따른 소비자 후생은 친환

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가격차이가 작고 효용증가요인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하게 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제도가 투명하게 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에 

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하

락하고 이는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 효용을 감소시켜 결국 총 소

비자 후생이 감소하게 된다<그림 2-2>.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 효용곡선은 Uo에 Uo'으로 이동하고, 

소비자는 ( s o-s
m
o

)만큼 감소하며 CL만큼의 총 소비자 후생감소분이 발생

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이 떨어질수록 친환경농산물에서 

일반농산물로 소비를 환하는 소비자 비율은 커질 것이며 후생 감소분도 

커진다. 

 7 Giannakas(2001)을 참고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경제  효과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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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  후생효과

그림 2-2.  불투명한 인증제도하의 소비  후생효과

제도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소비

자의 후생과 친환경농산물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래하기 때문

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제도에 있어서 생산자의 규정 수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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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민간기   정부기 의 규정 설립  집행이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2.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추진경과

2.1.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변천과정

1990년 UR 상 타결로 농산물 수입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자 정부에서는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해 1992년 7월 “농산물의 규격화  품질인증

에 한 운 요강(농림수산부 고시 92-18호)”을 제정하여 처음으로 “농산

물 품질인증제”를 실시하 다.

1993년 12월 “농산물품질인증제”에서 유기  무농약재배 농산물에 

한 품질인증제가 도입되었으며, 1995년 9월 축산물 품질인증제, 1996년 3

월 농약재배농산물 품질인증제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엄격한 심사와 

사후 리를 거쳐 출하되는 “품질인증품”에 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

여 주었지만 품질인증농산물이외에 임의 표시 농산물에 한 법 리가 

불가능하 다. 

1997년 12월 13일 농업의 환경보 기능을 증 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 인 농업을 추구하기 한 목 으로 “친환경농업육성

법(법률 제5442호)”을 제정, “1998년을 친환경농업 원년으로 선포”하 으

며, 1998년 12월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농약농산물 등 환경농산물

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 에 국립농산물검사소에 신고(품질인증품은 

제외)토록 하는 “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를 도입하여 시행하 다. 1997년 

제정된 “환경농업육성법”이 1998년 말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환경농산물

(유기, 환기, 무농약, 농약) 표시신고제의 도입으로 품질인증제와 병행

되었다.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도는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허 표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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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반에 한 법 리가 어려웠다.

2001년 1월 26일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개정하여 “환경농산물표시신

고제”를 폐지하고 “친환경농산물 의무인증제”를 도입하여 친환경농산물인

증을 받아야만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로소 친환경

농산물품질인증(유기, 환기, 무농약, 농약)이 일원화되었다. 친환경농

산물에 한 의무인증제는 2001년 7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2007년에는 소비자의 혼란방지를 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하

여 환기유기농림산물  환기유기축산물을 폐지하고 무항생제축산물

을 신설하 다. 농약인증은 2009년부터 신규인증을 단하고 2010년에 

폐지할 정이다.

그림 2-3.  친환경농산물 인증제의 개정과정

농
산
물
품
질
관
리
법

친
환
경
농
업

농산물
품질인증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

일반재배

유기,무농약,
저농약

유기, 전환기,
무농약저농약

일반재배

친환경농산물
인증(의무)

1992

유기,무농약,

1997 2001 2007

유기,무항생

농
산
물
품
질
관
리
법

친
환
경
농
업

농산물
품질인증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

일반재배

유기,무농약,
저농약

유기, 전환기,
무농약저농약

일반재배

친환경농산물
인증(의무)

1992

유기,무농약,

1997 2001 2007

유기,무항생

주) 조완형(2003) p.39를 수정하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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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친환경농산물 관리제도 주요 개선사항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소비가 날로 증가하고 유사 련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 인증농가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해 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이 2007년 시행되었다. 

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내용을 살펴

보면 첫째, 친환경농산물에 한 소비자의 혼란을 이기 해 인증종류가 

간소화된다. 행의 유기농산물, 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농약농

산물이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축산물은 무항생제축산물), 농약농산물

으로 개정되며 “ 환기유기농산물”이 인증종류에서 삭제되었다. 더욱이 2010

년 이후에는 농약농산물 인증제도가 폐지된다. 둘째,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기 해 인증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 가 확 된다. 인증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행의 생산자, 수입자에서 생산자, 수입자, 인증품을 재포장

하여 유통하는 자로 개정되었다. 셋째, 인증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재 친

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나 앞으로는 2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엄

격한 리가 요구되는 유기농산물은 행 1년의 유효기간이 그 로 용된다. 

넷째,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해 인증  사후 리가 더욱 강화된다. 부정행

로 형이 확정되거나, 인증기 에 미달하여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1년

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게 되며, 민간인증기 은 매5년마다 자격요건에 한 

정기 인 심사를 거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한, 재는 허 표시 행 에 

해서만 처벌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허 고를 하는 행 와 인증받지 않은 

수입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로 오인을 일으키는 외국어표시를 하는 행 에 

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는 3천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하게 된다.

3.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문제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진 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친환경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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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인증제도는 제도 인 측면과 인증제도의 운 체계상 여 히 개선의 여

지가 남아 있다. 한 최근에는 유기농산물 수입량이 유기가공식품의 소비 

 가공물량의 증가와 함께 증하고 있어 수입 유기농산물에 한 인증제

도도 아직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8.

3.1. 제도적인 문제점

유기가공식품의 원료가 되는 유기농산물에 한 리는 농림부 산하 농

산물품질 리원에서 그리고 가공된 유기가공식품에 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 청에서 리하는 체계로 유기농산물의 일 된 리가 

미비하다<표 2-1>.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진과 유기식품산업의 발 을 

해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육성

법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원료 농산물과 가공품의 일 된 인증 기

과 제도  리강화가 필요하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와 유기농산물가공품 인증마크가 상이하고 유기

농산물가공품 품질인증 마크와 일반 유기가공품 표시(임의표시) 이원화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된 유기가공식품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해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하며 수입유기

가공식품은 국제인증기 (IFOAM 등)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유기” 

표시를 할 수 있다. 수입유기가공식품에 부착하는 상이한 인증마크의 사용

을 규제할 제도  장치 부족으로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국

내 유기가공식품 인증마크(유기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 유기농산물 인증)

의 인지도 하를 래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등은 자국 내에 유통되는 유

기가공식품에 해 통일된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있다.

 8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문제 은 2007년 2월 22일의 연구자문회의와 6월12

일의 문가연구 의회, 6월 19일의 문가 정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지조사에서 도출된 내용을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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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국내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의 리제도

분류 법 근거 인증 인증마크 할기

국

내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육성법 제17조
국내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유기

가공식품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13조
품질인증 품질인증마크 농림부 식품산업과

식품 생법 

제10조
- 임의표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 청

국

외

유기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육성법 제17조
국내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유기

가공식품

식품 생법 

제10조
- 임의표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 청

3.2. 인증제도의 운영체계상의 문제점

3.2.1. 친환경농산물 인증 련 기 들의 역할 미정립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 을 인정하는 감독기 과 인증업무 시행기 의 역할을 분리할 필

요가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 인 농산물품질 리원이 친환경농산물의 

리․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인증업무와 리․감독업무를 동시에 수행

하고 있다. 이는 농산물품질 리원의 형 유통업체  생산자 선호증가의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특정 인증기 의 편 상으로 친환

경농산물 인증업무가 가 되면 인증업무 이외의 사후 리 업무의 부실을 

래하여 결과 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하락시킬 수 있다.

3.2.2. 인증기 의 획일화

시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수입농산물과 경쟁하기 해서는 인증기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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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독자 인 인증 차를 용함으로써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이에 

한 책임을 짐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시장차별화 략이 필요하

다. 국가의 인증 기 은 다양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본 인 기

(하한선)을 제시한 것이지만 농산물품질 리원과 37개 인증기 (<부록2>

참조)이 부분 동일한 인증기 을 용하고 있어 시장차별화가 미흡하다.

3.2.3. 인증심사원의 독립과 자격요건 미흡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해서는 

인증단체와 인증심사원이 서로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아직 민간

인증기 이 직  자재를 매하거나 자가생산품을 인증하는 경우는 없으

나 이를 근본 으로 차단하는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문 인 교육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재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은 농학계열 4년제 학 졸업

자로 규정하고 있어 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3.2.4.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의 일 인 인증제도 미흡

2007년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개정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인증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 가 인증품을 재포장할 수 있는 유통업자까지로 확 되었지

만 재에는 자율제도로 규정하고 있어 생산에서 유통, 가공까지의 일

인 인증제도로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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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최근 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실 을 유

형별(유기, 무농약, 농약)로 정리하고 해외인증실 을 정리하 다. 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한 문가와 농가의 만족도를 제도 인 측면

부터 인증제도의 운 체계상 측면까지 설문조사하여 후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을 한 자료로 이용하 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실

1.1.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종류별 실적

친환경농산물 인증실 은 ’90년  후반 이후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증종류별로 보면 농약농산물이 63%(2006년)를 차지하며 유기농산물

은 약 9%(2006년)를 차지한다<표 6>. 

친환경농산물의 연도별 인증량은 2000년 35,406톤에서 2006년 1,128천 

톤으로 매년 78.1%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인증유형별 연평균 증가추이

를 살펴보면 유기농산물이 2000년 6,538톤에서 2006년 95,405톤으로 매년 

56.3% 증가하 고, 무농약농산물은 2000년 15,694톤에서 2006년 320,309

톤으로 매년 65.3% 증가, 농약농산물은 2000년 13,174톤에서 2006년 

712,380톤으로 매년 94.3%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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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연도별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인증실  변화추이

단 : 톤,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증가율

유기
1)

6,538 10,671 21,114 33,287 36,746 68,091 95,405 56.3 

무농약 15,694 32,274 76,828 120,358 167,033 242,068 320,309 65.3 

농약 13,174 44,334 102,432 211,558 256,956 487,588 712,380 94.5 

계 35,406 87,279 200,374 365,203 460,735 797,747 1,128,093 78.1 

 주1: 유기농산물 출하량에 환기유기농산물 출하량이 포함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 리원(2007).

1.2.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별 인증실적

친환경농산물에 한 인증업무는 국가기 인 국립농산물품질 리원과 

민간인증기 이 함께 담당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의 지방출장소

는 2006년 104개소이며 민간인증기  수는 2006년 23개소에서 2007년 37

개로 증가하 다. 

표 3-2.  국가기 과 민간인증기 의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농 원 민간 농 원 민간 농 원 민간 농 원 민간 농 원 민간

건수
(건)

2,288 631 4,170 722 5,199 621 7,367 1,350 8,708 2,773

농가수
(호)

10,413 1,479 21,107 2,194 26,781 2,170 43,788 9,690 53,241 26,394

면
(ha)

10,084 1,155 20,228 2,007 25,755 2,463 41,420 8,386 52,512 22,483

인증량
(톤)

196,154 4,220 351,749 13,454 441,044 19,691 760,616 37,131 990,140 137,953

자료: 국립농산물품질 리원(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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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실 을 보면 민간기 은 2002년(건수 631건, 농가수 

1,479호, 면  1,155ha, 인증량 4,220톤)에 비해 2006년 인증건수는 4.4배 

증가한 2,773건, 농가수는 17.8배 증가한 26,394호, 인증면 은 19.5배 증

가한 22,483ha, 인증량은 32.7배로 증한 1,128,093톤 이었다. 그러나 여

히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의 비 이 인증건수의 75%(8,708건), 인증면

의 70%, 인증량의 87.8%를 차지하고 있다<표 3-2>. 

1.3. 국내 수입 유기농산물의 인증 실적

국내 수입 유기농산물 인증실 을 보면 2003년 처음으로 수입 유기농산

물을 인증한 이래 수입 유기농산물 인증물량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6년 수입 유기농산물 인증면 은 2003년 2,327ha에서 49,374ha로 21배

나 증가하여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 의 65.8% 수 에 달한다. 그러나 

사료용을 제외한 실제 유기농산물 수입량은 6,843톤으로 2005년 비 

19.5% 정도 감소하 고, 이는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물량의 0.6% 정도로 

미미한 수 이다<그림 3-1>. 

그림 3-1.  우리나라 수입 유기농산물 인증 황

2,327

10,742

32,187

49,374

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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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40,000

50,000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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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ha)

904

5,313

8,500

6,843

0

2,000

4,000

6,000

8,000

10,000

2003 2004 2005 2006

인증량(톤)

자료: 김창길(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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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국별 유기농산물 수입 황은 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체 수입

물량의 57.3%인 3,919톤으로 부분을 차지하며, 그밖에 키르키즈스탄 

1,235톤(18.0%), 뉴질랜드 924톤(13.5%) 등의 순이었다. 주요 수입 품목은 

두가 2,479톤으로 체 수입물량의 36.2%를 차지하고, 그밖에  1,235

톤, 옥수수 955톤, 키  924톤, 바나나 729톤 등이다<표 3-3>. 

표 3-3.  국가별 유기농산물 수입인증 황 

수입국 품  목 05년 수입인증량(톤) 06년 수입인증량(톤)

  국

고  추 6 13

녹  두 180 140

  두 5,798 2,458

흑  두 97 -

들  깨 13 84

옥수수 792 955

참  깨 - 53

해바라기 - 36

소  맥 - 180

183 -

미  국

머스터드 외 - 4

새싹채소종자 - 11

무   씨 2 -

알팔 씨 1 -

일 등 7 -

로콜리 6 -

뉴질랜드 키  478 924

이탈리아 로콜리 2 -

호  주   두 - 21

키르키즈스탄 628 1,235

필리핀 바나나 46 729

콜롬비아 바나나 262 -

합  계 8,501 6,843

자료: 국립농산물품질 리원(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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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한 평가

2.1. 설문조사 개요

산학연 문가  생산자를 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한 평

가와 개선 방안에 한 설문조사를 하 다<부록3>. 

먼  산학연 문가 조사는 2007년 6월 5일 ~ 15일에 국의 친환경농

산물과 련한 학계와 연구계 문가 40명을 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 상 40명  34명이 설문에 응답하 다. 

다음으로 생산자 조사는 2007년 7월 16일 ~ 31일에 친환경농업 실천농

가 500명을 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 상자  250명이 설

문에 응답하 다9. 

2.2. 인증제도 평가 

2.2.1.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리체계 만족도

문가는 인증 련법규에 하여 만족도가 낮았으며 2007년에 개정된 

인증분류, 인증범 확 , 유효기간, 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에 한 만족도

는 높은 편이었다. 생산자는 친환경 재배형태에 상 없이 각 항목에 해 

문가와 비교하여 상 으로 만족도가 낮았다<표 3-4>. 

 9 설문에 응답한 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재배형태는 유기재배가 15.7%, 무농약재

배가 18.2%, 농약재배가 63.2% 기타가 2.9%. 친환경농산물 인증기 은 농산

물품질 리원이 84.1%, 민간인증기  15.9%. 체 친환경농가에서 농약재배

가 약 60%정도(<표 3-1>참조)이며 농산물품질 리원의 인증농가수가 약 70% 

정도(<표 3-2>참조)임을 고려할 때 표본 농가는 일반 인 친환경농가를 표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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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리체계 만족도

항목

수

문가
생산자

유기 무농약 농약

친환경농산물 인증 련 법규가 친환경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1.9 2.2 2.5 2.9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가 GAP 등의 유사품질표시 
제도와 분리되어 독자 으로 운 되고 있다.

2.5 2.7 2.7 2.8

친환경농산물 인증분류는 유기, 무농약, 농약으로 
분류되며 2010년 이후 농약이 제외된다.

3.6 1.8 1.9 3.2

친환경농산물 인증범 가 생산자  취 자로 
확 되었다.

3.9 2.4 2.1 2.5

친환경농산물 인증기 은 농산물 품질 리원과 
민간인증기 으로 구분되어 있다.

2.7 2.4 2.6 2.9

친환경농산물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연장되고 
유기농산물은 1년으로 개정된다.

3.4 2.5 2.2 2.6

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가 시행된다. 4.5 1.8 2.1 2.2

행 친환경농산물 인증 련 주체들(정부, 
농산물품질 리원, 민간인증기 )의 역할분담

2.6 2.3 2.1 2.6

1) 수는 5  척도에서 매우  5,  4, 보통 3, 부  2, 매우 부  1을 

항목별로 계산하여 평균한 수치임. 

유기생산자의 경우 인증표시에 한 만족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  

높은 편이었으며 무농약생산자는 인증표시와 인증기 에 한 만족도가 

상 으로 높은 편이었다. 농약생산자는 인증분류에 한 만족도가 가

장 높았는데 2010년 이후 농약이 제외되는 상황에서 이에 한 농가만

족도가 높게 나타난 이 의외의 결과라 단된다. 이밖에도 인증 련법

규, 인증기 , 인증표시에 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2.2.2.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리체계의 개선필요성

문가들을 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리체계상 개선이 필

요한 사항에 하여 질문하 다. 설문결과 인증 련법규, 인증표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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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리체계 개선 필요성( 문가)

항목 수

친환경농산물 인증 련법규가 친환경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으로 이
원화되어 있다.

4.0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가 GAP 등의 유사품질표시 제도와 분리되어 
독자 으로 운 되고 있다.

3.6

친환경농산물 인증분류는 유기, 무농약, 농약으로 분류되며 2010
년 이후 농약이 제외된다.

3.1

친환경농산물 인증범 가 생산자  취 자로 확 되었다. 2.7

인증기 은 농산물 품질 리원과 민간인증기 으로 구분되어 있다. 3.4

친환경농산물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연장되고 유기농산물은 1년으
로 개정된다.

2.7

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가 시행된다. 2.6

행 친환경농산물 인증 련 주체들의 역할분담 3.9

1) 수는 5  척도에서 매우  5,  4, 보통 3, 부  2, 매우 부  1을 

항목별로 계산하여 평균한 수치임. 

분류, 인증기 , 인증 주체별 역할분담에 하여 비교  높은 수를 부여하고 

있어 이들 항목에 한 개선이 우선 으로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표 3-5>.

2.2.3. 제도 이원화에 한 신뢰도

행 인증제도의 신뢰도는 문가의 경우 97%의 응답자가 개선이 필요

한 것으로 응답한 반면 유기생산자는 48.5%, 무농약생산자 54.3%, 농약

생산자는 54.0%가 하다고 응답하 다. 유기생산자에 비해 무농약생산

자  농약생산자의 신뢰도가 다소 높은 편이었다<표 3-6>.

인증제도의 장기  개선 방안에 한 질문에서 문가는 친환경농산

물과 유기가공식품을 동일한 법령으로 규정한다는 의견이 56.3%로 많았으

나, 유기생산자는 유기인증농산물만을 분리하여 유기가공식품과 동일한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64.5%로 높게 나타났다<표 3-7>. 이에 

반해 무농약  농약 생산자는 각각의 개선방안에 하여 거의 동일한 

비율로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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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행 인증제도의 신뢰도

구분 문가
생산자

유기 무농약 농약

하다
응답자수(명) 1 16 19 67

응답비율(%) 3.0 48.5 54.3 54.0

개선이 필요하다
응답자수(명) 32 17 16 57

응답비율(%) 97.0 51.5 45.7 46.0

표 3-7.  행 인증제도의 개선방안

구분 문가
생산자

유기 무농약 농약

행의 친환경농산물과 유기가공식
품을 동일한 법령으로 규정

응답자수(명) 18 10 15 49

응답비율(%) 56.3 32.3 50.0 49.0

유기인증 농산물만을 분리하여 유기
가공식품과 동일한 법령으로 규정.

응답자수(명) 13 20 15 51

응답비율(%) 40.6 64.5 50.0 51.0

기타
응답자수(명) 1 1 0 0

응답비율(%) 3.1 3.2 0.0 0.0

2.2.4. 행 인증제도의 다양성평가 

인증제도의 다양성에서는 부 하다는 응답이 문가의 경우 93.9%

다<표 3-8>. 생산자의 경우 유기생산자는 64.5%로 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으나 무농약과 농약 생산자는 부 하다는 응답이 각각 58.8%, 

52.4%로 하다는 의견보다 많았다10. 

10 이계임 등(2004)은 농산물 표시제도 개선방안에서 소비자들을 상으로 친환경

인증 표시에 한 인지정도를 질문한 결과 친환경인증 표시에 4종류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15%에 불과하 다. 한 친환경인증 표시에 한 우

수성을 조사한 결과 유기(43.0%), 무농약(39.8%), 환기유기표시(10.5%), 농

약표시(6.8%) 순으로 응답하 으며, 소비자가 친환경인증에 한 인식이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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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행 인증제도의 다양성에 한 평가

구분 문가
생산자

유기 무농약 농약

하다
응답자수(명) 2 20 14 59

응답비율(%) 6.1 64.5 41.2 47.6

부 하다
응답자수(명) 31 11 20 65

응답비율(%) 93.9 35.5 58.8 52.4

2.2.5. 2010년 인증제도 개편에 한 평가

문가의 경우 친환경농산물에서 유기농산물을 따로 분류하는 것이 

하다는 의견이 45.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생산자는 친환

경 농산물을 유기와 무농약으로 분류하는 것이 하다는 의견이 재배형

태와 상 없이 높게 나타났다<표 3-9>. 유기생산자의 경우 해당의견에 

해 75%, 무농약생산자는 90.6%, 농약생산자는 71.2%로 상당수의 생산

자가 하다고 응답하 다.

표 3-9.  2010년 친환경농산물 개선방안에 한 평가

구분 문가
생산자

유기 무농약 농약

친환경농산물은 유기와 무농약 

으로 분류하는 것이 

응답자수(명) 11 24 29 79

응답비율(%) 33.3 75.0 90.6 71.2

친환경농산물에서 유기농산물을 

따로 분류하는 것이 

응답자수(명) 15 8 3 21

응답비율(%) 45.5 25.0 9.4 18.9

기타
응답자수(명) 7 0 0 11

응답비율(%) 21.2 0.0 0.0 9.9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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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친환경농산물 인증 범 에 한 평가

문가의 경우 유기인증범 의 확 는 부분 정 이었으나 취 자 인증

을 강제조항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51.5%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표 3-10>. 

유기생산자도 강제조항 개정에 해 52.9%로 찬성하 으나, 무농약생산자와 

농약생산자는 행제도 개선안과 같이 취 자 인증의 자율제도가 하다

는 의견이 66.7%, 50.8%로 강제조항으로 개정하자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10.  친환경농산물 인증범 에 한 평가

구분 문가
생산자

유기 무농약 농약

행제도 개선안과 같이 취 자 
인증의 자율제도가 

응답자수(명) 14 13 24 64

응답비율(%) 42.4 38.2 66.7 50.8

행제도에서 취 자 인증을 
강제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응답자수(명) 17 18 11 59

응답비율(%) 51.5 52.9 30.6 46.8

기타
응답자수(명) 2 3 1 3

응답비율(%) 6.1 8.8 2.8 2.4

2.2.7. 인증기 의 역할에 한 평가

문가들을 상으로 인증기 의 역할에 한 설문을 하 으며 그 결과 

인증기 의 역할은 인증업무만을 담당해야한다는 의견이 63.6%로 가장 많

았으며, 이밖에 인증업무와 인증기 의 지정과 감독업무를 병행해야 한다

는 의견이 27.3%로 나타났다.<표 3-11>.

표 3-11.  인증기 의 역할에 한 평가( 문가)

구분
응답자수
(명)

응답비율
(%)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만을 담당 21 63.6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와 부 사업(유통  농자재 매)을 병행 0 0.0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와 인증기 의 지정과 감독업무 병행 9 27.3

기타 3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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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인증심사원의 자격취득 방법에 한 평가

문가를 상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취득 방법에 한 설문을 시행하

으며 그 결과 교육과 자격시험을 동시에 통과한 자에게 심사원자격을 부

여하자는 의견이 54.5%로 가장 많았다<표 3-12>.

표 3-12.  인증심사원 자격취득 방법에 한 평가( 문가)

구분 응답자수(명) 응답비율(%)

행 자격기 을 유지 1 3.0

인증심사원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일정 교육과정을 
통과한 자에게 부여

9 27.3

인증심사원 자격시험을 도입하여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부여

4 12.1

인증심사원 교육과 자격시험을 동시에 통과한 
자에게 부여

18 54.5

기타 1 3.0

2.2.9.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유효기간에 한 평가

유효기간은 행제도(무농약과 농약은 2년, 유기는 1년)를 유지하자는 

의견에 문가의 57.6%가 찬성하 으며, 생산자는 모든 친환경농산물의 

표 3-13.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유효기간에 한 평가

구분 문가
생산자

유기 무농약 농약

행의 친환경농산물 
유효기간을 유지한다

응답자수(명) 19 9 13 49

응답비율(%) 57.6 26.5 35.1 38.6

모든 친환경농산물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응답자수(명) 9 9 10 22

응답비율(%) 27.3 26.5 27.0 17.3

모든 친환경농산물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다

응답자수(명) 4 16 14 55

응답비율(%) 12.1 47.1 37.8 43.3

기타
응답자수(명) 1 0 0 1

응답비율(%) 3.0 0.0 0.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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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다는 의견이 비교  높게 나타났다<표 3-13>. 유기

생산자의 47.1%가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 으며 무농

약과 농약 생산자의 경우 37.8%와 43.3%가 해당의견에 찬성하 다. 그

러나 무농약과 농약 생산자의 경우 행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에 비교

 높은 비율인 35.1%, 38.6%로 찬성하고 있다.

2.2.10. 유기농자재 목록 리에 한 평가

유기농자재의 목록 리는 정부에서 목록을 검사하고 리하자는 의견에 

문가의 63.6%가 찬성하 다. 유기생산자의 51.5%, 무농약생산자의 

56.8%, 농약생산자의 58.3%로 정부에 의한 목록 검사  리에 찬성하

고 있다<표 3-14>.  

표 3-14.  유기농자재 목록 리에 한 평가

구분 문가
생산자

유기 무농약 농약

정부에서 목록을 
검사하고 리한다

응답자수(명) 21 17 21 74

응답비율(%) 63.6 51.5 56.8 58.3

인증기 에서 자율 으로 
검사하고 리한다

응답자수(명) 9 16 16 52

응답비율(%) 27.3 48.5 43.2 40.9

기타
응답자수(명) 3 0 0 1

응답비율(%) 9.1 0.0 0.0 0.8

2.2.11.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서 장기 인 역할분담

친환경농산물 인증주체별 역할분담에서는 문가는 정부가 련법제정, 

인증기 지정, 인증기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인증기 은 인증업무, 인증

농가감독, 인증농가 기술지도를 담당하는 것이 장기 으로 바람직한 역

할분담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악되었다<표 3-15>. 재배형태와 상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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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산자는 정부가 련법제정, 인증기 지정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하 다.  그러나 인증기 의 역할에 해서 유기생산자는 인증농가감

독, 인증농가 기술지도 등이 바람직하다고 답한 반면, 무농약생산자와 

농약생산자는 인증농가기술지도와 인증농가 감독이라고 하 다. 

표 3-15.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서 역할분담

항목

수

문가
생산자

유기 무농약 농약

정부
인증
기

정부
인증
기

정부
인증
기

정부
인증
기

련법 제정 87 0 43 29 46 33 230 125

인증기  지정 53 0 48 33 43 30 177 109

인증기  감독 44 5 32 24 34 27 136 104

인증업무 0 93 7 27 5 35 31 96

인증농가 감독 1 61 22 44 38 40 71 150

인증농가 기술지도 1 30 33 33 37 41 111 152

기타 6 1 1 2 0 0 0 1

1) 수는 첫 번째 역할에 3, 두 번째 역할에 2, 세 번째 역할에 1을 곱하여 합한 수치임. 

2.3. 설문조사 결과에 의한 시사점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리체계에 한 만족도 조사에서 2007년도

에 개선된 항목인 인증분류, 인증범 확 , 유효기간, 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제에 한 문가들의 의견은 체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지만, 제도이원

화와 유사품질표시 제도측면에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악되었다. 

생산자들은 2007년에 개선된 상기 항목에 해 문가와 비교하여 만족

도가 체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친환경농산물 재배유형별로 차이

가 있었다. 특히 유기인증을 받은 농가의 만족도가 체로 낮게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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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농약인증을 받은 농가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유기인증을 받은 농가

일수록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단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문가들을 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질문한 결과, 가장 

우선 으로 개선할 항목은 친환경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이 이원화되어 있

는 제도 인 측면이며, 다음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련 주체들의 역할분

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별로 구체 인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와 유기가공식품으로 이원화된 제도는 동일

한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문가들은 친환경농산물과 유기가공식

품을 동일한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18명(56.3%)으로 높게 나

타났지만 생산자들은 유기인증농산물만을 분리하여 유기가공식품과 동일

한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86명(53.8%)으로 약간 높았다. 특히 

유기재배농가의 응답비율이 64.5%로 높게 나타났다<표3-7>. 

친환경농산물 인증 련 주체들의 역할분담에 있어서는 정부와 인증기

과의 역할분담이 필요한 것으로 악되었다. 정부는 련법을 제정하고, 

인증기 을 지정하며, 인증기 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인증기 은 

인증업무와 인증농가의 감독, 인증농가의 기술 지도를 담당할 필요가 있

다. 인증기 은 인증업무만을 담당한다는 의견이 63.6%로 높게 나타나 인

증심사원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인증심사원은 행의 자격기 보다

는 인증심사원 교육과 자격시험을 동시에 통과한 자에게 심사원 자격을 부

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54.5%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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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해외의 유기 인증제도를 다각 으로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

라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와 비교해 으로써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장기 개선방안 마련을 한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해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의 유기 련 기   국제식품규격

원회(CODEX)의 유기식품 가이드라인과 유기농업의 역사가 비교  오래

되고 련제도가 상 으로 잘 확립되어 있는 미국, EU, 일본, 호주 등의 

유기농산물 인증제도를 법 근거, 용범 , 주무기 , 인정기 , 인증기

, 표시제도, 표시사항, 인증로그별로 비교하여 검토하고 시사 을 도출하

다. 

1. 해외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유기 인증제도는 기 설립주체에 의해 ① 정부차원의 기 , ② 산업체에 

의한 기 , ③ 비정부기 에 의한 기 으로 분류할 수 있다11. 정부차원의 

기 은 각국 정부 는 정부간 기 (Intergovernmental bodies)에 의하여 

수립된 국제 정 는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세워진 것으로 표 으로

는 Codex의 유기식품 생산, 가공, 표시  유통에 한 국제식품 가이드라

11 해외 유기 인증제도는 Dankers(2003) 참조하여 정리하 다.



해외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36

인과 미국, 일본, 호주 등 각국의 국가유기규정이 있다. 각 정부 기 에 의

한 가이드라인은 각국 정부의 규정제정에 지침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반

으로 포 인 특성을 가지며 생산자나 유기농산물 취  련자들이 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발 인 특성을 갖는다. 산업체에 의한 인

증은 제3자에 의한 것이 일반 이나, 생산자(제1자, first party), 구매자 

는 소매업자(제2자, second party)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유기농업 

기의 각국 유기생산자 회에 의해 제품보증과 생산자교육을 목 으로 

세워진 유기기 이 이에 속한다. 비정부기 은 시민단체, 이해단체 등을 

포함하며 소규모 비정부기 을 포 하는 기 과 정부, 민간부문  비정부

기 을 포함한 2, 3개 기 이 연합하여 기 을 제정한 경우도 이에 속한다. 

표 으로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 의한 유기기 이 있다. 정부

기 과 마찬가지로 비정부기 은 인증업무를 하거나 인정(accreditation) 업

무만을 할 수도 있다. 

1.1. 해외 유기인증제도 비교

해외의 유기농산물 인증제도와 세부 인 규정은 국가별․국제기구별로 

차이가 있다. 유기인증제도와 련한 법규, 리주체, 인증단계, 인증표시, 

인증마크 등에 하여 우리나라와 해외 유기인증제도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표 4-1>, <표 4-2>.

1.1.1. 인증제도  주요규정

우리나라가 친환경농업육성법을 통해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으로 리되

는 가공품을 제외한 농산물만을 리하고 있는 반면 해외의 주요 유기인증

제도들은 부분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품을 통합하여 리하는 단일한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IFOAM은 유기농식품 련사항을 기본규정(IBS, IFOAM Basic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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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각국별 인증제도 주요 규정 비교

내용

친환경

농업

육성법

IFOAM Codex
미국

(NOP)

EU

(Ecc 

No. 

2092/91) 

ISO65
일본

(JAS)
호주

 1.
인증부여/기간연장/갱신/

인증정지취소 책임소재
○ ○ ○ ○ ○ ○ ○ ○

 2. 인증업무의 공정성(객 성) ○ ○ ○ ○ ○ ○ ○ ×

 3. 인증기 의 마  행 × ○ × ○ × ○ × ×

 4.
심사/인증심의/청원업무 

구분 명시
× ○ × ○ × ○ × ×

 5. 컨설  지 ○ ○ × ○ × ○ × ×

 6. 심사원의 어드바이스 지 × ○ × ○ × ○ × ×

 7.
심사/인증심의/

청원참여자의 이권불개입
× ○ × ○ × ○ ○ ×

 8. 인증기구 재무구조 × ○ × × × ○ × ×

 9. 문인력조달 ○ ○ ○ ○ ○ ○ × ×

10.
인증업무  인증기 에 

한 이의제기 제도
○ ○ × ○ × ○ × ○

11. 기 유지규정 × ○ ○ ○ ○ ○ ○ ×

12. 심사원 배정거부 × ○ × × × ○ × ×

13. GMO ○ ○ ○ × ○ ○ ○ ○

14.
Transaction Certification 

발행
× ○ × × × ○ × ×

15. 표시기 ○ ○ ○ ○ ○ ○ ○ ○

16. 인증정지, 취소규정 ○ ○ ○ ○ ○ ○ ○ ×

17. 농자재 사용허용  인증 ○ ○ ○ ○ ○ ○ ○ ○

18.
타 인증기  인증 농산물 

인정에 한 규정
× ○ × ○ ○ ○ × ×

19.
타 인증기  인증자 

용인에 한 규정
× ○ × ○ ○ ○ × ×

자료: 천경욱(2007)에 제시된 내용을 기 로 수정보완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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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Organic Production and Processing)과 인정기 (IAC, IFOAM Accreditation 

Criteria for Certification of Organic Production and Processing)의 두 표  규

범에 의해 리하고 있다. 유기 농업  식품 가공에 한 기본규정(IBS)

은 세계 인증기 과 규정 제정기 에 유기농업에 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하며 인정기 (IAC)은 인증기 이 IFOAM 인정을 받기 해 충족하여야 

할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식품규격 원회(CAC)는 유기농식품 련사항을 “유기 으로 생산

된 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유통에 한 가이드라인”에서 종합 으로 

다루고 있다. 미국, 일본, EU, 호주 등의 유기기 들도 부분 유기농산물 

 가공식품을 우리나라와 달리 동일법에서 리하고 있다. 

미국은 유기식품생산법(OFPA, The Organic Foods Production Act)의 하

규정인 국가유기식품 로그램(NOP, National Organic Program)을 통해 

유기식품의 생산  품질규격기 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유기 JAS(Japan Agriculture Standard)법에 의해 유기인증제도를 

운 하고 있다. 유기농산물을 제외한 친환경 농산물은 특별재배 농산물 가

이드라인으로 리되나 유기농산물과는 달리 법  구속력이 없다12. 

EU는 유기농식품 련사항을 EEC No. 2092/91에 의해 리하고 있으

며, 이밖에도 인증기 의 인정과 련된 사항은 EN45011(ISO 65)으로 

리하고 있다. 유기축산 련사항은 EEC No. 1804/1999에서 다루어지고 

있다13. EU 회원국은 EU 유기규정에 기 한 자국의 국가 는 민간 유기

규정을 보유한다. 

호주는 유기  바이오 다이나믹 제품에 한 국가 규정(National 

12 특별재배 농산물은 해당 농산물 재배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행농업과 

비교하여 화학 합성 농약의 사용 횟수  화학 비료의 질소 성분량이 50％ 이

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특별 재배 농산물”이

라고 표시할 수 있다.  
13 EU 인증제도는 유기 농․축산물과 유기 가공품을 상으로 하며, 구체 으로 

미가공상태의 유기 농․축산물, 식용목 의 유기 농․축산물 가공품  사료

제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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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for Organic and Bio-Dynamic Produce)을 유기제품에 한 표

으로 이용하고 있다14. 

국제기구  주요국가의 유기인증제도의 세부 규정은 국제기구  국가

별로 차이가 있다<표 4-1>.

IFOAM과 Codex는 해당기구의 인증제도를 통해 유기농업  제도에 

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 은 같으나 IFOAM의 유기규정의 

경우 비교  상세하게 인증과 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Codex

는 상 으로 기본 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주요규정을 비교해 보면 

Codex 가이드라인은 생산과 련된 사항은 비교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IFOAM과 비교하여 인증기   련자의 행 (마 , 컨설 , 심

사원의 어드바이스 지  이권불개입)와 련된 사항, 인증심사, 인증심

의, 청원업무의 구분, 인증업무  인증기 에 한 이의제기  심사원 배

정거부, 거래인증(타 인증기  인증 농산물  인증자의 리 등)과 련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밖에 IFOAM이 인증기구 재무구조에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Codex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사항을 포함

하고 있지 않다. 

국가별 인증제도의 경우 미국  EU의 유기규정 등이 비교  상세하게 

유기농업  인증과 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호주 등의 유기제도는 세부규정을 자세하게 기술하지 않고 있다.

1.1.2. 인증표시

우리나라의 인증제도는 유기 이외에 무농약, 농약을 포함하고 있는 반

면 부분의 해외 인증제도들은 농산물에 해서는 유기만을 상으로 인

증제도를 운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화학자재 사용여부에 따라 유기, 무

14 이 규정은 유기제품의 수출규정으로 도입되었으나 국내거래를 해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에 해서 특별한 국가차원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내수용 

유기농산물의 표  규정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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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농약으로 농산물을 분류하여 표시하도록 하는데 반해, 해외 인증

제도들은 일반 으로 유기가공품을 유기농산물과 단일한 제도에서 리하

며 주로 유기함유비율에 따라 농식품을 표시하고 있다.  

IFOAM의 경우 유기농식품에 해 “유기”, “인증된 유기”, “유기원료로 

제조” 등의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유기농산물의 경우 “유기”, “유기농

으로 생산된” 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유기원료가 혼합된 

제품은 유기 원료의 함량에 따라 최소 95% 이상의 인증된 유기원료를 함

유하고 있는 경우 “인증받은 유기”, 최소 70% 이상 95% 미만의 인증된 유

기원료를 함유하고 있는 경우 “유기원료로 제조”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75% 미만의 인증받은 유기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 원료항목

에만 해당 원료의 유기여부를 언 할 수 있다. 인증표시와 더불어 해당 제

품의 생산 는 가공에 법  책임자 는 회사의 이름과 주소가 표시에 나

타나야 한다. IFOAM 인증기 에 의해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IFOAM 인

증표시를 병기한 인증기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15 

Codex의 유기농식품 가이드라인은 95% 이상의 유기농산물 유래성분을 

보유하고 있는 농산물에 부착하는 유기와 환기 농산물에 부착되는 환

기 표시와 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유기표시와 더불어 인증

기 의 명칭 는 코드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가이드라인

은 95%미만의 유기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 한 표시규정 개발시 각

국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본 인 유기표시에는 “100%유기”, “유기”, “유기원료로 

제조” 등이 있으며 이를 제품에 포함된 유기성분 비율에 따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100%유기”표시는 100% 유기 으로 생산된 원재료(물, 소 제

외)로 이루어진 경우, “유기”표시는 95% 이상의 유기 원료로 이루어진 경

15 IFOAM 인정 인증기 에 의한 인증은 소비자에게 제품에 한 신뢰도를 부여

하기 보다는 유기제품 교역 당사자 간의 신뢰도 부여의 기능을 하는 측면이 커

서 소비지 시장에서 인증 제품 취 업체가 IFOAM 인증표시를 실제로 사용하

는 경우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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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 소 제외), “유기원료로 제조” 표시는 70% 이상의 유기원료를 포함

한 경우(물, 소 제외)에 부여된다. 70% 미만의 유기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 유기라는 단어는 성분함량 표시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부록1>. 

일본은 유기 JAS법을 충족한 유기 농산물  물과 식염을 제외한 95% 

이상의 원재료가 유기인 가공식품의 경우 “유기농산물”, “유기재배농산

물”, “유기〇〇”, “오가닉〇〇” 등으로 표시하고(〇〇에는 일반 인 농산

물의 명칭을 기재) 유기 JAS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기제품

에는 재배책임자의 이름  주소와 등록인증기 명이 유기표시  마크와 

병기되어야 한다.

EU는 유기원료를 95% 이상 사용하고 있는 등 EU규정에 부합되는 제품

에 해 규정에 따라 유기표시  로고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EU 유기

표시  로고의 부착은 각 회원국들의 선택에 의한다. EU 회원국들은 EU

공동 로고 이외에 국가별로 별도의 국가 는 민간 유기 로고를 보유하기

도 한다16. 로고는 해당 제품이 ①최소 95% 이상의 유기원료를 함유하고 

있고, ②공식 검사 계획에 한 규정을 따르고, ③  포장되어 생산자 

는 제조업자로부터 직  공 되었으며, ④생산자, 제조업자, 매인의 이

름, 검사기 명 는 코드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다. 70%-95%의 

성분함량이 인증된 유기인 경우 제품상 유기원료의 비율( : 유기 원료의 

X%가 유기규정에 의해 생산됨)을 언 할 수 있다. 

호주의 기본 인 유기식품의 표시에는 “100%유기 는 바이오 다이나

믹”, “유기 는 바이오 다이나믹”, “유기원료로 재조” 등이 있으며 이밖에 

16 독일의 경우 국가 유기로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랑스는 민간 로고를 국가로

고로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 스웨덴은 국가로고 없이 민간로고만 보유하고 있

다. 유럽의 유기농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 일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 자

국의 유기로고에 한 자국 소비자들의 인지도  신뢰도가 EU 공동로고보다 

커서 EU 공동로고의 사용실 이 상 으로 조하다. 2001년 독일은 국가 유

기식품 로고를 제정하 다(Bio-Siegel). 국가 로고는 EU 유기 농업 규정에 기반

하여 제정된 것으로 로고의 사용은 선택사항이며 국산과 수입제품에 차별없이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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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하의 유기성분을 함유하거나 환기의 경우 성분표상에 표시를 할 

수 있다. 유기식품에는 인증사업자와 인증기 의 명칭, 주소, 화번호가 

명시되어야 한다. 국가로고와 인증기 로고 이외에 다양한 로고와 표시들

이 혼재되어 있으며 국가로고는 자발 인 선택에 의해 부착하고 인증기

의 로고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1.1.3. 리체계

국제기구의 유기기   각 국가별 유기인증제도는 체 으로 1) 인증

기  인정, 2) 인증기 의 유기사업자 심사  인증, 3) 인증기   인증

사업자에 한 사후 리의 단계를 거쳐 운 된다는 공통 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그러나 세부 내용은 국가별, 운 주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정기 인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이 인증기 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은 해외 유기인증 리체

계와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다. 

IFOAM의 경우 인정업무는 1994년에 설립된 독립 비 리기 인 IOAS 

(International Organic Accreditation Service)가 담당하고 있으며, 인증업무는 

IOAS가 인정한 인증기 이 담당한다. IOAS는 인정을 해 IFOAM 기본

규정(IBS)과 IFOAM 인정기 (IAC)을 이용하며, 인정은 ① 인증기  신청 

② IFOAM 요구조건(표 )에 한 신청 서류 심사(screening), ③ 장방문 

평가, ④ 인정여부 결정 ⑤ 감독(감시) 방문 ⑥ 매4년마다 재평가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IFOAM 인정 인증기 은 정부, 민간 는 생산자 기반 

단체 등 어떤 형태든지 가능하며, 인증기 이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단될 시 IOAS는 인정을 취소할 권한을 가진다. 

Codex는 자체 으로 인정 는 인증을 하지는 않으며 식품, 식품 생산 

 식품안 성 련 기 , 실행코드, 가이드라인과 기타 권고사항 등을 포

함하는 국제식품규격을 작성하여 개별 국가 규정에 한 기 으로 활용하

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Codex 가이드라인에서 인증은 정부 는 민

간인증기 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의 생산원칙을 충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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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품에 해 유기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농무부가 유기 련 업무의 주무기 이며 농무부 산하 농업마

서비스(AMS,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에서 인증기 의 인정업무를 

담당한다. 인증기 이 장검사와 서류심사를 통해 유기제품을 생산 는 

취 하는 인증 상자의 생산  취 방법을 인증한다. 인증된 유기식품 

련자는 식품에 유기인증표시를 하여 시장에 공 할 수 있다. 인증은 다음 

단계를 거쳐 실시된다. 인증기  심사․등록17→인정사업자의 인정→인정

사업자에 의한 장검사  서류심사→인정사업자에 의한 인증의 체계이

며, 인증과정에 부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인증단체와 검사원이 서로 독립되

어 있어야 하고, 생산자가 인증신청을 하면 검사원이 농장에 가서 검사한 

내용을 인증단체가 심사한다(김경량․김석 , 2002). 유기인증기 에는 주

정부 인증기 18 는 민간 인증기 이 있다. 

일본 등록인증기 의 인정업무는 농림수산성 산하 독립행정법인인 농림

수산소비안 기술센터(Food and Agricultural Materials Inspection Center)에 

의해 이루어지며 구체 인 검사인증제도 체계는 다음과 같다19. 인증기

등록→사업자 인증→인증사업자의 조사→인증사업자에 의한 자격부여의 

순서이다. 인증기 등록은 농림수산 신이 JAS법에 정한 기 에 의거하여 

심사를 통해 등록한다. 사업자 인증은 등록인증기 이 서류심사  장검

사를 통해 ①생산장이 유기 생산기 을 만족하고 있는지, ②당해 규격에 

맞춰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 리  생산 리기록 작성이 히 행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사업자에 해 인증한다. 인증사업자의 조사는 

17 미농무성산하 농업마 서비스(AMS)에 인정희망 신청을 하여 미농무성으로

부터 국가유기 로그램이 정한 기 에 합당하다고 정된 경우 인증기 으로 

등록된다. 
18 콜로라도, 아이오와, 몬태나, 뉴햄 셔, 로드아일랜드, 유타, 아이다호, 메릴랜

드, 네바다, 오클라호마, 텍사스, 버지니아 주의 경우 주정부에 의한 인증기

을 운 하고 있다.
19 JAS 개정 에는 농림부 신에 의한 인증등록기 제도가 있었지만, 이를 폐지

하고 등록된 인증기 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생산자  제조업자가 JAS마크를 

부착하는 구조로 일원화되었다. 국가는 사후 감시를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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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증기 의 인증을 받은 생산농가  제조업자에 해 인증 후에도 유

기JAS규격에 의하여 생산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해 최  1년에 1회 

조사를 행한다. 인증사업자에 의한 등  부여는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 

생산농가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자가 생산․제조하는 식품에 유기JAS마

크를 붙여 시장에 공 한다.  

개정 JAS법에서 등록 인증기 은 민간의 제3자 기 으로 이행되었다. 

이러한 기 은 농림수산 신의 행기 이 아니고 자체 으로 업무를 수

행한다. 인증취소 등의 처분도 인증기 이 담당한다20.  

그림 4-1.  일본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인증 체계도

농림수산성

등록인증기관

인증제조업자
인증생산행정관리자

인증소분업자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

인증기관의등록신청에
등록기준의적합성조

등록인증기관의정기적
(인증의적정성확인

사업소조사 인증업무입회조사 JA제품

등록신청 등록등록기준

인증신청
(공장,포장등)

인증인증기준

지시•요청
보고

조사

정기조사

장관지시

농림수산성

등록인증기관

인증제조업자
인증생산행정관리자

인증소분업자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

인증기관의등록신청에
등록기준의적합성조

등록인증기관의정기적
(인증의적정성확인

사업소조사 인증업무입회조사 JA제품

등록신청 등록등록기준

인증신청
(공장,포장등)

인증인증기준

지시•요청
보고

조사

정기조사

장관지시
20 농림수산 신 는 그 행기 （개정  JAS 법에 근거한 등록인정기 )이 

JAS 마크를 붙일 수 있는 제조업자 등을 인정하는 체계를 민간의 제3자 기

이 인정하는 체계로 이행하기 한 일련의 조치가 취해졌다. ①등록인정기

의 등록시 행정 재량의 여지가 없는 형태의 등록이 가능해지도록 국제 표 화 

기구 등이 정하는 기 （ISO/IEC 가이드  65）등이 정해졌다(법제 17조의 2). 

②등록인정기 에 한 국가의 여를 사후 감시형태로 이행하기 해 업무규

정  인정 수수료의 인가제가 신고제로 변경되고 등록 뒤 농림수산 신에 의

한 합 명령  업무 개선 명령이 창설되었다(법제 17조의 10·11). ③등록외

국인정기 에 해서도 같은 재검토가 행해지도록 등록시 JAS 제도와 동등의 

제도를 가져야 한다는 요건이 폐지되었다.



해외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46

그림 4-2.  독일의 유기 리 체계

자료: FiBL

EU 유기규정의 제정  시행은 유럽의회가 주 하며 각 EU회원국은 

EU 유기규정에 기 하여 국가 는 민간유기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자국 

실정에 맞게 국가별 인증  검사체계를 통해 이행한다. 회원국은 정부 

운  체계나 민간기  운  체계 에서 자유롭게 택하여 운 할 수 있

다. 부분의 EU 회원국은 민간인증기 에서 인증을 담당하고 있으나 덴

마크와 핀란드의 경우 주정부 인증기 이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21. EEC 

No. 2092/91에서 언 하고 있는 인증기 (certification body)은 EN45011 

(ISO65)에 부합되는 기 을 의미하나, 할기 (competent authority)이 인

증기 을 승인하고 감독하는 방법에 해서는 언 하지 않고 있다. EU 

회원국 간 인증기 의 업무 교류는 자유롭지 않으나, 서비스 교류는 자유

롭다. 한 회원국은 자국 실정에 맞는 제도와 페 티를 정하여 실행할 

21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다른 회원국들보다 엄격한 규정을 

용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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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EU회원국인 독일은 민간  주정부 유기규정을 보유하고 있

으며, 주정부는 정부기  는 주정부 리 하에 있는 민간 기 이 검사

차를 수행할지 결정한다<그림4-2>. 유럽내 EU비회원국들의 경우 별도

의 유기규정을 가지고는 있으나 일반 으로 EU 유기규정에 기 하여 자

국의 유기 규정을 제정하고 있으며 EN45011(ISO 65)에 의한 인증  검

사 체계를 운 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호주 검역  검사기 (AQIS,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이 인증기 에 한 인정업무를 통해 호주 유기규정을 

운 한다. 호주 정부차원에서는 수출 유기 농산물 인증에만 여하고 있어 

원칙 으로 AQIS는 기본 인정 기 이다. 민간 인증기 들은 국가규정을 최

소한의 필요규정으로 간주하여 기 고유의 유기규정을 결정한 후 인증업무

를 수행한다. 행농법을 따르던 생산자가 인증을 받기 해서는 최소 3년

이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비인증, 환기인증의 단계를 거쳐 규정을 충

족하고 있다고 정된 경우 유기인증을 받게 된다. 비인증은 유기 환 첫

해에 심사와 장검사를 통해 환기 상태임을 인정받게 되며, 이 기간 동

안 생산된 제품에는 생산방법 는 유기검사 시스템 하에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없다. 환기 인증은 12개월의 비 인증기간 마지막 달에 검사 시행 후

에 비로소 받을 수 있다. 환기 인증기간은 일반 으로 2년이며 이 기간 

에 생산된 제품에 환기 표시를 할 수 있다. 유기인증은 최소 3년간의 

환기를 거친 후, 생산자는 유기인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며 인증 후 매

년 토지의 재검사와 장검사를 실시한다.

2. 해외조사 결과에 의한 시사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와 IFOAM과 CODEX 등의 국제기

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유기농산물 인증제도의 차이 은 1)제도 인 측

면 2)인증제도의 운 체계상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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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인 측면에서 국제기구  세계 각국은 일반 으로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에 해 단일한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

우 법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

품은 각각 친환경농업육성법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해 분산되어 

리되고 있다. 이에 반해 IFOAM과 CODEX는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

의 인증과 련된 내용을 단일규정에서 다루고 있으며 미국(NOP), EU 

(EEC No. 2092/91), 일본(JAS), 호주(National Standard for Organic and 

Bio-Dynamic Produce) 등도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에 해 일원화된 

법률을 가지고 있다.

인증표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국제기구  세계 각국의 유기표시제

도와 상이한 표시제도를 운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을 

유기, 무농약, 농약으로 구분하여 인증을 하고 있는데 비해 해외에서는 

체 으로 유기성분의 함량에 의해 유기농식품을 규정함으로써 유기가공

식품을 유기농산물과 단일한 규정 하에서 리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간 

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부분의 해외 유기규정에서는 최소 95%이상(미

국, 호주의 경우 100%)의 유기성분을 가진 농식품은 유기( 는 100%유기)

로 표시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성분함량 수 ( : 70%- 

95%, 70%이하 등)에 한 표시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일본

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화학 합성 농약의 사용 회수  화학 비료의 

질소 성분양이 행농업의 50％이하 수 을 만족하는 농산물에 해 특별

재배농산물이라고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JAS법에 의해 규정

되는 유기농산물과는 달리 련자  지자체들의 자발성에 기 한 임의인

증이다. 동일한 법에 의해 리되고 유사한 인증마크를 이용하고 있는 우

리나라에 비해 일본의 특별재배 농산물은 유기농산물과 달리 리되고 있

으며 다른 인증표시마크를 사용하고 있다.

인증제도의 운 체계상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증 리체계와 인증 련

기 들의 역할분담에도 차이가 있다. 인증 리체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는 유기농산물을 농림부가 리하고 있으며, 유기가공식품을 식약청이 

리하는 등 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호주 등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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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는 일반 으로 농무성 는 이에 하는 기 이 유기가공식품을 포

함한 유기농식품에 한 반 인 사항을 리하고 있다. 인증 련기 들

의 역할분담은 해외 국가들의 경우 인정업무를 주로 정부산하기 이 담당

하고 인증업무를 국가별로 민간인증기 이 담당하거나 정부인증기 이 민

간인증기 과 함께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정업무는 정부산하기

(농산물품질 리원)에서, 인증업무는 민간인증기 과 정부인증기 이 동시

에 담당하고 있다는 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정부인증기 은 

민간인증기 과 동일하게 인증업무와 이와 련된 업무를 시행할 뿐이지

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인증기 이 인증업무와 다른 인증기 에 한 인

정업무  리․감독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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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인증제도와 차 등의 문제 이 

발생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2007년 친환경농업육성법령을 개정하여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 으나 여 히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 장에서는 문

가  농가 조사와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장

기 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1. 기본방향

1.1. 국제기준과의 조화

FTA, DDA 등이 진행되면서 세계 농산물 시장은 빠르게 개방화되고 있

다. 최근 유기가공식품의 교역 한 증가하는 상황 하에서 국제 인 통상

마찰의 가능성을 회피하고 수입 유기농산물에 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해서는 가공품에 해서도 인증 제도를 강화하는 등 국제  기 과 조화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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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비자 신뢰성 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환경  속성을 보증

하고 정보 비 칭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시장 효율성을 개선하는 기능이 있

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와 기타 인증제도의 복 인증에 따른 제도운

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인증제도로 인한 혼돈을 

래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친환경농

산물 인증제도는 소비자의 후생과 친환경농산물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결

과를 래하므로(<그림2-2>참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차  사후 리가 

투명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2.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평가  개선방안

2.1. 제도적인 개선방안

제도 인 측면에서 국제기구  세계 각국은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

품을 동일한 법체계로 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다. IFOAM과 CODEX는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과 

련된 내용을 단일규정에서 다루고 있으며 미국, EU, 일본, 호주 등도 유기

농산물  유기가공식품에 해 일원화된 법률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은 각각 친환경농업육성법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해 분산되어 리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진과 유기식품산업의 발 을 해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도입

이 검토되고 있지만 친환경농업육성법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원

료 농산물과 가공품의 일 된 인증 기 과 제도  리강화가 필요하다.

설문조사에서도 이원화된 제도를 동일한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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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조사되었다. 문가들은 친환경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동일한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18명(56.3%)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생산

자들은 유기인증농산물만을 분리하여 유기가공식품과 동일한 법령으로 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4명(54.5%)으로 높았다. 

해외사례와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방안

을 검토하면 <그림5-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제1안은 친환경농산물과 가공식품을 동일한 법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다. 이 방안은 친환경농산물과 가공식품을 동일한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생산물과 가공식품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으며 무농약 농산물과 농약농

산물을 포함시킴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육성시킬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한 법령의 개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 인 시행가능성 측면

에서도 장 이 있다. 그러나 무농약과 농약 농산물이 포함됨으로써 여

히 국제 인 기 에 맞지 않는다는 단 이 있으며 소비자의 신뢰도를 확보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제2안은 유기농식품법(가칭)을 제정하여 친환경농산물 가운데 유기농산

물을 별도로 분리하여 유기가공식품과 통합하는 방안이다. 일본의 사례에

서와 같이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동일한 제도로 분리하여 정부가 

리하고 무농약과 농약을 특별재배농산물로 분리하여 지자체에서 리

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분리하여 국가가 

리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 간소화에 따른 소비자의 신뢰를 회

복할 수 있으며 국제 인 기 과도 부합되고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높은 

수를 얻은 안이다. 한 무농약농업과 농약농업도 환경을 보 하는 역

할을 담당하는 농업이므로 육성해야할 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폐지하기보다는 별도의 제도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국제 으로 조화되고 

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기 해서는 제2안이 한 장기 인 개선

방안으로 단된다. 그러나 이 방안은 친환경농업육성법과 유기가공산업

육성법  식품 생법을 수정하여야 하며 할기 의 선정 등 복잡한 문제

들이 산재되어 있어 단기 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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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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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증제도의 운영체계상의 개선방안

2.2.1. 친환경농산물 인증 련 기 들의 역할분리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 의 인정기  

 감독기  그리고 인증업무 시행기 의 역할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정부기 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주도할 경우에는 단기간에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는 쉽지만 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인증체계에 비해 뒤

떨어질 우려가 있다. Codex의 가이드라인, IFOAM의 ISO 65 가이드라인 

 일본의 JAS 등에서와 같이 인증기 과 감독기 의 분리가 문성과 업

무효율성을 제고하여 궁극 으로는 소비자의 신뢰를 개선하는 방안이다. 

문가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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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으로 정부와 인증기 의 역할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정부기 은 기 법안  제도를 마련하고 민간인증기 의 지도와 

사후 리  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민간인증기 은 인증 리업무를 

주도 으로 추진하는 것이 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재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운 체계상에서는 감독(인정)기 과 

인증기 이 복되어 운 됨으로써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한 사후 리

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인정기 은 인증기 의 지정  감독과 인증

기 의 사후 리를 보다 철 히 리하고 인증기 은 인증업무와 인증농

가의 감독  기술지도에 념함으로써 인증 차의 투명성제고에 따른 소

비자 신뢰도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2006년 재 친환경농산물 인증건수의 75%, 인증면 의 70%, 

인증물량의 87.8%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의 인증 역할을 

단기 으로 폐지할 경우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와 련한 시장혼란을 

래할 수 있다. 한 김창길 등(2005)의 소비자조사결과에 의하면 국가기

인증을 선호(50.8%)하는 소비자 응답 비율이 높은 실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외국과 같이 민간인증으로 이 하기에는 민간인증의 신뢰성이 

문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와 련한 역할분담 개선 방안을 성공

으로 연착륙시키기 해서는 민간인증을 활성화시킨 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인증종류별로 연차 으로 민간인증기 으로 이 시키는 방안

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 

2.2.2. 인증수수료 자율화

시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수입농산물과 경쟁하기 해서는 인증기 별

로 독자 인 인증 차를 용함으로써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이에 

한 책임을 짐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시장차별화 략이 필요하

다. 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2조

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증기 별로 독자 인 기 을 용하기가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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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인증수수료를 자율화함으로써 인증기 별 인증농산물의 시장

차별화를 활성화하고 시장에서 인증기 을 평가하도록 친환경농산물 인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재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련 수수료

가 실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 으로 인증수수료를 자율화하는 일

은 실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증수수료를 자율화하는 기단계로서 먼  민간인증기 에서 

부담하는 인증수수료나 농약잔류 검사 등의 각종 심사비용을 정부에서 일

부 지원하여 농가의 인증수수료 부담을 이고 민간인증기 의 수입을 안

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단계 으로 수수료를 실화하여 자율화 

여건이 조성된 이후에 장기 으로 인증수수료의 자율화를 도입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2.2.3. 인증심사원의 독립성 확보  자격요건 강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해서는 

인증단체와 인증기 이 서로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부분의 인

증기 이 낮은 인증실 과 소규모 운 에 따른 수익성 하락으로 컨설 이

나 친환경농산물 자재 매를 병행할 수 있어 부정의 소지가 상존한다. 따

라서 인증심사원은 인증과 련한 업무와 사후 리에만 념하도록 독립

성을 확보함으로써 인증기 에 한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문 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재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은 농학계열 4년제 학 

졸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문성을 강화하기 

해서는 일정 수 의 교육이나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인증심사원의 자

격을 부여함으로써 민간인증 심사원의 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해 정부에서는 인증기 에 한 심사  사후 리를 강화하여 

국제 인 인증 로그램의 운  자격을 갖춘 인증기 을 육성하고 인증심

사원에 한 해외연수  문 교육과정 개설 등의 정책을 실시하여 민간

인증 심사원의 자질을 고양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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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친환경농산물 유통  취 업자 인증의 의무제도 도입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가 상이었지만 2007년 친환

경농업육성법이 개정되면서 친환경농산물을 인증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

가 인증품을 재포장할 수 있는 유통업자까지로 확 되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의 범 가 확 되었지만 아직까지 유통업자의 친

환경농산물 인증은 자율제도로 규정하고 있어 생산에서 가공, 유통까지의 

일 인 인증제도로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농산물에 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해서는 유통업자의 

인증을 자율규제에서 의무제도로 개선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생산단계의 

안 과 더불어 장․수송 단계의 안 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2.5. 수입농산물의 인증 리 강화

재 수입유기농산물의 인증 업무는 민간인증기 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민간인증기 이 활성화되지 않아 엄격한 인증 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

라서 수입농산물에 한 인증업무를 개선하기 해서는 민간인증기 이 

실시하는 해외 유기농산물 인증에 한 리‧감독 업무를 강화하고 필요

하다면 해외에서 수입되는 유기농산물의 인증업무를 담할 문인증기

의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단기 으로는 인증수수료 자율화, 인증심사원 

자격요건강화, 유통  취 업자의 의무제도 도입, 수입농산물 인증 리

강화 등 제도운 상의 문제를 개선하고 장기 으로는 유기농식품의 통

합방안과 인증 련기 의 역할분리 등을 개선하는 단계 인 근이 필요

하다.



요약  결론  제6장

국민의 소득수  향상과 먹거리의 안 성에 한 심이 증가하면서 친

환경농산물에 한 수요와 공 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1997년에 제정

된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는 인증제도  인증체계가 확립되지 않았다. 이

에 정부는 2001년과 2007년에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하여 친환경농산

물 인증제도를 부분 으로 개선하 으나 인증제도와 인증제도의 운 체계

측면에서 여 히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 연구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실태분석과 농가  문가조사, 해

외 사례조사를 기 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장기 개선방안을 제시

하는 데 목 이 있다. 

제2장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특성과 인증제도를 정리하 다. 

먼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친환경농산물의 특성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도의 경제  효과를 정리하 다. 친환경농산물은 정보의 비 칭성이 존재

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 칭성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인증제도가 활용

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투명하게 운 되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이론 으로 검토하

다. 

다음으로 문가와의 연구 의회와 연구자문회의를 바탕으로 친환경농

산물 인증제도의 개선방향과 문제 에 한 의견을 수렴하 다. 친환경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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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 인증제도의 추진경과는 1997년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2차

례 개정을 거듭하 지만 제도 인 측면과 인증제도의 운 체계에서 개선

의 여지가 남아 있음을 서술하 다. 첫째, 제도 인 측면에서는 유기농산

물과 유기가공식품이 이원화된 제도로 운 됨으로써 원료농산물과 가공품

의 일 된 인증기 과 제도 리가 불가능하다. 둘째, 인증제도의 운 체계 

측면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련 기 들의 역할분담이 미정립되어 있

으며 인증제도가 인증기 별로 획일화되어 있다. 한 친환경농산물 유통 

 취 업자 인증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자율제도로 규정되어 신뢰도를 제

고하기 어렵다는 문제 을 지 하 다. 

제3장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실 과 인증제도에 한 농가와 문가 

평가 결과를 정리하 다. 

먼  친환경농산물 인증실 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실 이 1990년  

후반 이후 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농약농산물인증이 63%(2006년)

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기가공식품의 원료인 유기농산물의 수입량

도 증가하고 있어 국내 친환경농산물과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한 평가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

가 250명과 문가 34명을 상으로 행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한 평

가와 문제  그리고 개선 사항을 정리하 다. 문가들은 2007년에 개선된 

항목인 인증분류, 인증범 확 , 유효기간, 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에 한 만

족도가 높은 편이지만 제도 이원화와 유사품질표시 제도측면에서는 만족도가 

낮은 편이었다. 생산농가들은 2007년에 개선된 항목에 하여 문가와 비교

하여 만족도가 체로 낮은 편이며 친환경농산물 재배유형별로는 차이가 있

었다. 특히 2007년의 개정안에 하여 유기인증을 받은 농가의 만족도가 체

로 낮게 나타났고, 농약인증을 받은 농가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문가들을 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질문한 결과 친환경

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의 이원화제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련 주체들의 

역할분담, 그리고 유사품질표시제도와의 계정립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이

들에 한 추가 개정이 장기 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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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인터넷  문헌조사와 해외 지출장조사를 바탕으로 해외

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인증제도  규정, 인증표시, 리체계로 구

분하여 정리하 다. 상사례는 IFOAM, CODEX, 미국, EU, 일본, 호주의 

인증제도이며 이들 기   국가의 유기농식품 인증제도를 우리나라의 제

도와 비교하고 시사 을 도출하 다. 

먼  제도 인 측면에서는 국제기구  세계 각국이 유기농산물  유

기가공식품에 해 단일한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법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 인 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 인증표

시도 해외사례에서는 유기농식품에 한 표시제도를 운 하는데 반해 우

리나라는 가공품에 한 인증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수입 유기농식품과 경

쟁하기 해서는 국제 인 기 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인증제도의 운 체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증 련기 들의 역

할분담에도 차이가 있었다. 외국의 경우 인정업무와 인증업무가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혼재되고 있어 친환경농산물에 한 신뢰도

를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제5장에서는 2장과 3장  4장의 결과를 검토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도의 장기 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제도는 2007년에 친환경농업육성법령이 개정되어 부분 으로 제도가 개선

되었지만 해외사례와 농가  문가조사 결과를 검토할 때 여 히 개선해

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이장에서는 국제 인 조화와 소비자 신뢰도 개선

이란 측면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장기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먼 , 제도 인 측면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법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으로 분산되어 리되는 제도를 통합 리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제1안인 친환경농산물과 가공식품을 동일한 법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은 생

산물과 가공식품을 하나로 통합하여 리할 수 있으며 무농약과 농약을 

포함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장 이 있다. 한 법령의 

개정도 비교  쉽기 때문에 단기 으로는 시행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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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제 인 기 과 조화되지 않고 소비자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한계

가 있었다. 제2안인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통합하는 방안은 국제

인 기 과 부합되고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높은 수를 얻은 안이다. 

한 일본의 사례와 같이 무농약과 농약을 별도의 제도로 육성시킬 수 도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친환경농업육성법과 유기가공산업육성법  식품

생법을 수정해야 하는 등 법령개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단 이 있으며, 

할기 의 선정 등 복잡한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어 단기 인 개선방안보

다는 장기 인 개선방안으로 하다. 

다음으로 인증제도의 운 체계상의 개선 방안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련 기 들의 역할을 분리하고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 강화 등 사후 리

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 인증수수료

를 실화하기 해서는 인증수수료를 자율화함으로써 인증기 별 인증농

산물의 시장차별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유통  취 업장 인증제도의 

의무제 도입이 필요하다. 

친환경농산물에 한 생산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WTO  

DDA와 FTA 등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시장개방화가 확 됨에 따라 외국의 

유기농산물이나 유기식품원료와의 국제경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해서는 친환경농산물에 

한 소비자 신뢰도 회복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소비자 신뢰회복을 

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이상의 개선 방안에 한 실성 있는 장․단기 실천계획이 수립될 때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한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어 본연의 기능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환경  속성의 보증, 시장유지, 정보비 칭성 감

소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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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해외의 유기농산물 인증제도

1.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22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은 1972년 유기농업의 세계 인 확산을 해 

Roland Chevriot에 의해 설립된 비정부  성격의 국제 회원 조직이다. 

1972년에 설립된 이후 1980년 IFOAM 기본 규정(IBS, IFOAM Basic 

Standards)을 제정하 으며 1992년 인정 로그램을 시작하면서 IFOAM 

인정 기 (IAC, IFOAM Accreditatino Criteria)을 제정하 다. 1994년에는 

인정기 인 IOAS를 설립하 다.  

IFOAM의 유기보증시스템(OGS, The Organic Guarantee System)은 ① 

세계 으로 유기 기 과 제3자 인증의 발 을 진시키고 ② 이러한 기

과 인증의 국제 인 보증을 제공하기 해 유기제품의 생산과 가공의 본질

을 정의하고 문서화하며 교역을 지원하기 해 마련되었다. IFOAM의 유

기보증시스템(OGS, Organic Guarantee System)은 유기 생산, 가공  제품

에 한 국제 민간 품질 보증 시스템으로서 ① IFOAM 기본규정(IBS, 

IFOAM Basic Standards for Organic Production and Processing)과 인정기

(IAC, IFOAM Accreditation Criteria for Certification of Organic 

Production and Processing)의 두 표  규범, ② 인정기 인 IOAS에 의한 

인정, ③ 인정된 인증기 (ACBs, Accreditation Certification Bodies)에 의

22 www.ifoam.org  2007년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수행된 해외 출장결과를 

참조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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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증, ④ 품질 보증 표시, ⑤ 다자간 정23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기 농업  식품 가공에 한 기본규정(IBS)은 유기농업 기 에 표

을 제공하는 기 으로서 사용되어 세계 인증기 과 규정 제정기 에 유기

농업에 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기본규정은 ① 일반 요구 조건, ② 작

물재배, ③ 가축사육, ④ 수산양식, ⑤ 가공  취 , ⑥ 표시, ⑦ 사회정의

(Social Justice)에 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년마다 개정된다.2425  

IFOAM의 기본규정은 유기제품의 생산, 표시, 유통에 한 Codex 가이드

라인의 발 (Guidelines for the Production, Processing, Labeling and 

Marketing of Organically Produced Foods)에 향을 끼쳤다. 

IFOAM 인정기 (IAC)은 인증기 이 IFOAM 인정을 받기 해 충족하

여야 할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ISO-65가이드에 기 하여 인증된 유기

생산과 가공과 련된 상황을 반 하면서 발 되어 왔다.

부표 1.  IAC 주요 내용

항목 내용

인증기  구조
책임감, 공평성, 객 성, 부당한 향으로부터의 자유, 
계당사자들의 참여, 이해상반 운 , 기능분배, 필요자원

인증기  품질체계
품질정책, 품질자료(정책+ 차 등), 내부감사, 리검토, 
컴 인

서류 리 정보, 서류,  기록에 한 공공의 근

신청  검사 차 신청, 검사, 보고, 기록

특수상황 요구조건 환, 분할+병렬 생산, GE, 야생제품, 투입재 인증

인증 차 결정, 제재, 항소

기존 인증의 용인 a) 인증 로그램, b) 서류검토, c) 운 자의 이

자료: IFOAM 

23 다자간 정은 인증기  상호간에 타 인증기 의 인증에 한 용인에 한 내

용을 담고 있으며, 이것은 유기제품의 공 을  유통단계에 걸쳐 원활하게 하

기 한 조치이다. 
24 일반원리는 유기 생산과 가공의 목표, 권고사항 유기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있

어서의 실제  권고사항, 기본규정은 유기인증을 받기 해 수해야 하는 최소

한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25 IFOAM 규정은 비식용 가공제품도 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 면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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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OAM 기본규정상의 유기 표시 기 은 다음과 같다26. 

1) 일반원리: 유기제품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유기(Organic)라고 표시해

야 한다.

2) 권고사항:　규정상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진 경우 제품은 “유기농으

로 생산된(produce of organic agriculture)” 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을 생산 는 가공할 때 법  책임자 는 회사

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표시에는 모든 부가 인 제품 정보

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한 조언이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첨가제

와 가공보조제의 성분이 표시되어야 한다. 야생 원료 는 생산 제품

은 유기제품과 마찬가지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규정상의 요구사항

① 제품의 생산 는 가공과 인증기 에 한 법  책임자 는 회

사가 인식 가능하여야 한다.

② 유기농산물 는 이와 동등한 용어를 이용하여 표시하기 해 제

품은 최소한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유기원료가 혼합된 제품의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함량

(%)은 원료물질 무게에 한 %임). 최소 95%이상의 인증된 유기원

료를 함유하고 있는 경우, 인증받은 유기(certified organic) 는 동

등한 용어를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인증기 의 인증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최소 70%이상 95%미만의 인증된 유기원료를 함

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제품들은 유기(organic)로서 표시하지 않는 

것이 하다. “유기원료로 만든(made with organic ingredients)”과 

같은 용어를 주표시면에 할 수 있고, 유기성분의 함량을 명확히 기

술해야 한다. 70% 미만의 인증 받은 유기원료를 함유하고 있을 경

우, 원료가 유기라는 언 을 원료항목에 표시할 수 있으나 유기

(organic)라고 표시하는 것은 치 않다.

④ 둘 이상의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무게함량(%)순으로 모든 원료

26 김우선(2004)  www.ifoam.org. 참조하여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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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식품표시에 기재하여야 한다. 한 유기 인증을 받은 원료와 

받지 않은 원료를 뚜렷이 구분해야 한다. 모든 첨가물은 완 한 

명칭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⑤ 첨가된 물과 소 은 유기 원료의 비율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⑥ 환기제품(conversion product) 표시는 유기제품의 표시와 명확

하게 구분한다.

⑦ 유기제품은 “GMO가 포함되지 않은(GMO-free)”이라고 표시할 

수 없다. 제품 표시에 유 자 조작에 한 언 은 제품  가공

방법 그 자체가 GMO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IFOAM 인정은 IOAS(International Organic Accreditation Service)가 담

당하고 있다. IOAS는 미국에 치한 독립 비 리기 으로 1994년에 

IFOAM에 의해 설립되어 IFOAM과의 공식 인 의하에 인정 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IOAS는 인정을 해 IFOAM 기본규정(IBS)과 IFOAM 인정

기 (IAC)을 이용한다. 2008년 재 IFOAM 인정 로그램에 의해 35개

의 인증기 이 인정되었으며, 인증기 들 간에는 상호인지와 동등성에 

한 무 정이 체결되어 IFOAM 기본규정과 인정기 에 기 한 인증 

로그램의 기능  동질성을 인정하고 있다. IFOAM 인정 인증기 은 정부, 

민간 는 생산자 단체 등 어떤 형태든지 가능한데, 다만 이해 계에 의한 

부당한 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IAC 1.3.1) 인증에 향을 받는 당

사자들을 원칙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IAC 1.3.3).  이밖에 

인증과정에 향을 끼칠 수 있는 업무는 인증 로그램과 분리되어야 한다

(IAC 1.3.4).  IFOAM 인정 인증기 은 IFOAM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

으며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표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인증표시는 

반드시 인증마크와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IOAS에 의해 인정된 인증기 의 주요 인증범 는 작물제품(Crop 

Production), 양 을 포함한 축산물, 야생제품(Wild Products), 섬유가공을 

포함한 가공  처리, 소매, 투입재 제조, 수산양식, 인증양도(Certification 

Transference), 생산자 단체(grower group)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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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식품규격 원회(CAC)27

국제식품규격 원회는 1963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와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 의해 설립되어 소비자 보호를 목

으로 식품, 식품 생산  식품안 성 련 기 , 실행코드, 가이드라인과 기

타 권고사항 등을 포함하는 국제식품규격(Codex Alimentarius)을 발 시켜

왔다. 

회원국은 Codex 규격을 이행할 법  의무는 없으나, 1995년 세계무역

기구(WTO)가 출범하면서 식품  동식물 검역의 용에 한 정과 무

역상 기술 장벽에 한 정에서 개별 회원국의 규격 기 을 국제규격과 

조화시키도록 권장하는 한편 Codex 규격을 과학  타당성을 확보한 국제

규격으로 인정함으로써 개별 국가 규정에 한 기 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식품규격 원회(CAC)의 “유기 으로 생산된 식품의 생산, 가공, 표

시  유통에 한 가이드라인”은 1990년 캐나다 정부에 의해 안이 작성

되었다. 1999년 제23차 총회에서 식물  식물제품 분야의 가이드라인을 

채택되고, 2001년 제24차 총회에서 가축  가축제품 분야의 가이드라인

이 채택되었다(김우선 외, 2004).

가이드라인은 ① 유기농산물 생산, ② 종자사용, ③ 병해충  잡  방

제, ④ 생산물의 품질 리와 련된 유기생산원칙과 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박정수, 2006). 유기농산물 생산에서 재배포장 환기간은 다년생은 

최 수확  3년, 기타는 종 는 재식  2년이어야 한다. 토양비옥도 유

지․증진을 해 두과  녹비작물을 재배하여야 한다. 

27 www.codexalimentarius.net을 참조하여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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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퇴비 사용

- 최소 1년에 한번 해당 구역에 한 물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생산물의 품질 리를 해 장․수송과정에서 비유기농산물과 격리

하여야 한다.

- 농약사용 지

- 포장재는 재활용 재질  분해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인증은 정부 는 민간인증기 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증 표시

에는 유기(Organic)와 환기(in transition/conversion)가 있다. 인증유효기

간은 1년이다.

3. 미국28

유기식품생산법(OPEA, The Organic Foods Production Act)은 민간 인증

기   주정부 인증기  간에 상이한 인증기 을 통합하고 인증과 련하

여 발생하는 부정행 를 해결하기 해 제정되었다.

소규모 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유기식품 거래가 1980년  이후 확

됨에 따라 신뢰성 제고를 해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제3자 인증(Third-party certification) 개념이 도입되어 1980년  

말 일부 민간 인증기   주정부 인증기 (private and state-run certifying 

bodies)이 설립되었으며 1990년 국가차원의 OPEA가 제정되었다.

국가차원의 유기식품 로그램의 자문을 해 국가유기규격 원회(NOBS, 

National Organic Standards Board)를 설치하여 유기식품생산법의 하 규정

으로 미농무성 산하 농업마 서비스(AMS,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에 의해 운 이 되는 국가유기식품 로그램(NOP, National Organic 

Program)이 제정되어 유기식품의 생산  품질규격기 을 제시하고 있다. 

28 www.usda.gov를 참조하여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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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기규격 원회(NOBS)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1997년 12월 국가유기

로그램 안이 제정되었으며 2000년 12월 유기식품의 생산․처리․가공에 

한 국가유기식품 로그램(NOP)을 확정한 후 2002년 10월에 시행하 다. 

NOP는 유기농산물, 야생작물, 생산  취  요구사항, 유기축산 리  가

공, 유기농산물의 취 , 허용합성물질 목록, 지 비합성물질 목록, 표시요구

사항, 수수료, 인증신청요구사항, 인증, 기록유지, 인증유지 등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다(김우선, 2006). 

유기식품으로 인정받기 해서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은 다음과 같

은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 유기농산물

․인증이  3년 동안 지된 물질 미투여(화학합성 비료, 살충제) 

․사  비료시스템, 보존 조치, 환경친화  유기질 비료, 제 , 질

병  해충 리 수단, 토질 유지 윤작시스템을 동반한 유기시스

템계획의 이행

․국가 규정목록상의 천연 투입재와 승인된 합성물질의 이용

․인증기간 동안 지된 물질의 이용 지

․유 자조작유기체의 사용 지

․하수 슬러지  방사선 조사 지

․상업 으로 가능한 경우 유기종자를 이용

․연작작물에 해 유기 묘목이용

․가공하지 않은 유기질비료  퇴비의 이용 제한

․오염 험도에 따라 완충지역 유지

․ EPA 한계치의 5%를 과한 지 물질 잔류량의 미검출

- 유기축산물

․유기축산계획의 이행 

․외부 진입로 의무 설치 

․반추동물의 방목 

․항생제, 성장호르몬 지

․100% 유기 사료  승인된 유기 보조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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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세 번째 배태기 는 부화이후의 둘째 날로부터 유기  리 

․유기와 비유기 간 동물 순환 지

-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가공과정  혼합 는 오염 지

․유기취 계획의 이행

․방사선조사 지

․사  생  설비 해충 리 방안 마련

․상업 으로 가능한 경우 유기제품에 유기재료 이용

․“100% 유기”, “유기(최소 95%의 유기원료 포함)”, “유기성분으로 

만든(최소 70% 이상의 유기 원료 포함)” 등의 승인된 표시의 이

용과 성분표시상 “유기”표시의 한 이용(70% 이하의 유기 원

료 포함)

․연간 5,000달러 이하의 유기제품을 는 생산자의 경우 반드시 인

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유기”라는 표시를 이용하기 해서는 

제시된 규정을 따라야 함. 

․ 외규정의 용을 받는 생산자들은 생산물 인증을 받지 않고 유

기제품의 원료로 이용되도록 타인에게 매할 수 없음.

인증받은 유기제품은 “100% 유기(100 percent Organic), 유기(Organic), 

유기성분으로 만든(Made with Organic Ingredients)” 등의 표시를 제품에 

포함된 유기성분 비율에 따라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부표2>. 

미국 농무성이 유기농산물 인증기 에 해 인정하면 인정된 검사․인

증기 이 장검사와 서류심사를 통해 유기제품을 생산 는 취 하는 인

증 상자의 생산  취 방법에 해 인증한다. 인증된 유기식품 련자

는 식품에 유기인증표시를 하여 시장에 공 할 수 있다. 인증과정에 부정

이 개입되지 않도록 인증단체와 검사원이 서로 독립되어 있다. 먼  생산

자가 인증단체의 기 을 이해하고 나서 인증신청을 하면, 검사원이 농장에 

가서 검사한 내용을 인증단체가 심사한다(김경량, 2002). 해당 농가의 농산

물은 감사, 추 될 수 있도록 로트번호를 부착하고 어느 곳에 얼마만큼 출

하하 는지 보고하여야 한다. 검사원은 일정한 훈련을 받고, 농업과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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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인증단체의 기 에 따라 검사

를 실시한다. 인증기 은 원칙 으로 인증신청자와 인증장벽을 극복하기 

한 어떤 형태의 조언도 할 수 없다29. 

부표 2.  미국의 유기 인증표시

표시명칭
․100 퍼센트 유기

 (100percent Organic)
․유기(Organic)

․유기성분으로 만든

 (Made with Organic)
․70% 미만 유기성분

기
․모든 성분이 유기 ․95% 이상의 성분이 

유기

․70이상 (95% 이하의) 

성분이 유기

․70% 미만 유기성분

주표시

패

(Principle

 display)

․100 퍼센트 유기 

(선택사항)

․USDA마크와 

인증기  마크 

(선택사항)

․유기(+제품이름) 

(선택사항)

․X%유기(선택사항)

․USDA마크와 인증 

기  마크(선택사항)

․유기성분으로 만든 

(선택사항)

․X%유기(선택사항)

․최종제품취 자 인증 

기 마크(선택사항)

․ 지사항: 

USDA마크

․ 지사항: 제품의 

유기내용물에 한 

어떠한 종류의 언

․ 지사항: USDA 

마크  인증기  

마크

정보패

(Infor- 

mation 

panel)

․100% 유기(선택사항)

․인증기 명(의무사항)

․사업소/인터넷 주소, 

화번호(선택사항)

․X%유기(선택사항)

․인증기 명 

(의무사항)

․사업소/인터넷 주소, 

화번호(선택사항)

․X%유기성분(선택 

사항)

․인증기 명(의무 

사항)

․사업소/인터넷 주소, 

화번호(선택사항)

․ 지사항: USDA 

마크

․X%유기(선택사항)

․ 지사항: 

USDA마크와 

인증기  마크

성분표시

(Ingredient

statement)

․원료가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원료를 

유기로 표시 

(선택사항)

․유기성분원료를 

유기로 표시 

(다른 유기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의무사항)

․유기성분원료를 

유기로 표시(다른 

유기 표시를 사용 

하고 있는 경우 

의무사항)

․유기성분원료를 

유기로 표시 

(선택사항)(%유기

라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경우 의무사항)

기타 패

(Other

 package 

panels)

․100퍼센트 유기 

(선택사항)

․USDA마크와 

인증기  마크 

(선택사항)

․X%유기(선택사항)

․USDA마크와 

인증기  

마크(선택사항)

․유기성분으로 만든 

(선택사항)

․X%유기(선택사항)

․최종제품취 자 인증 

기 마크(선택사항)

․ 지사항: USDA 

마크

․ 지사항: USDA 

마크와 인증기  

마크

자료: USDA, NOP regulation. 

29 일부 유기 인증기 은 별도 기구를 통해 컨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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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문서의 리  보고와 신청내용 변경의 보고, 감사  갱신, 인증 

취소와 련된 유기인증식품의 사후 리 내용은 <부표 3>과 같다.

유기인증기 에는 주정부 인증기 30 는 민간 인증기 이 있다. 2007

년 3월 23일 재 USDA 공인인증 기 은 미국 국내 공인인증기  56개, 

외국 공인인증기  41개로 총 97개이다. 

부표 3.  유기인증식품의 사후 리 

항목 내용

기록문서의 

리와 보고 

 신청내용

변경

- 인정의 효력은 5년 동안이며 등록 인증기 은 매년 기  인증활

동 보고서를 미 농무성에 제출. 

- 인증취득 후에도 생산·취 자는 5년간 생산, 경작, ｢유기｣ 표시 

농산물의 가공·제조·포장 등과 련한 자료를 유지한다.

- 인증취득자는 최신정보를 검 실시 에 인증기 에 제공하며, 

지 살충제 사용 등 규정을 반한 경우 이를 즉시 통보.

감사  갱신

- 미 농무성은 등록 인증기 에 해 매년 1회 이상의 장실사.

- 정부는 매년 인증 상에 한 검사 실시.

- 인증기 은 매년 인증을 획득한 생산 · 취 자를 검. 

인증취소

- 인증 상자가 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된 경우 인증

기 , 주정부 유기 로그램 리 공무원은 인증을 취소.

- 인증취소를 받은 경우 취소일로부터 5년간 인증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다만 농무장 이 인증 로그램의 필요를 인정한 경우 

인증자격 상실 기간을 감소하거나 취소.

- 규정을 반한 경우 인증 보류 는 취소에 덧붙여 규정을 충족

하지 않는 제품을 유기제품으로 팔거나 표시할 경우 반사항 

당 $10,000의 벌  부과.

30 콜로라도, 아이오와, 몬태나, 뉴햄 셔, 로드아일랜드, 유타, 아이다호, 메릴랜

드, 네바다, 오클라호마, 텍사스, 버지니아 주의 경우 주정부에 의한 인증기

을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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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31

일본은 1999년 Codex 원회(FAO/WHO 합동식품규격 원회)의 유기식

품에 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기존의 JAS(Japan Agriculture Standard)

법에 특별재배 농산물을 포함시키지 않은 유기식품 검사인증․표시제도를 

추가하여 리하고 있으며32, 유기농산물을 제외한 친환경 농산물은 2004

년 개정된「특별재배 농산물 가이드라인」에 의해 별도로 리하고 있다. 

1992년 “유기농산물  특별재배농산물에 한 표시가이드라인”을 제정

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재배방법  표시에 한 기 으로 운 하 으나33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강제력이 없어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 이 제기됨에 

따라 JAS(Japan Agriculture Standard)법에 의한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

품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기농산물 인증제도는 Codex 총회에서 채택된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농림물자 규격 조사회(JAS 조사회)”의 심의를 거쳐 2000년에 도입되었다. 

유기축산물 인증제도는 2001년 Codex 총회에 의한 국제기  채택과 생산

자단체의 규정제정에 한 요청을 바탕으로 2005년에 도입되었다. 유기가

공식품의 경우 농림수산물 가공식품 인증제도가 2000년 유기 농산물 인증

제도에 수반하여 도입되었으며, 유기축산물 가공식품 인증제도는 2005년

의 유기 축산물 인증제도에 수반하여 도입되었다. 

유기식품으로 인정받기 해서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은 다음과 같

31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2007년 7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수행된 해외 

출장결과를 참조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32 JAS(Japan Agriculture Standard)법의 정식명칭은 “농림물자의 규격화  품질표

시의 정화에 한 법률”로 1950년에 농림 물자 규격법으로 출발하여 1970년

에 품질 표시 기  제도를 더하여 재의 형태가 되었다. 재는 “JAS규격 제

도”와 “품질 표시 기  제도”의 2개의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33 가이드라인에서는 환경보 형 농산물을 유기농산물과 특별재배 농산물로 구분

하 으며, 이  특별재배 농산물은 무농약재배 농산물, 무화학비료재배 농산물, 

감농약재배 농산물, 감화학비료재배 농산물로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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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 유기농산물

․ 종 는 식부  2년 이상 지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답에서 재배

․재배기간 에도 지된 농약  화학비료를 사용 지 

․유 자 재조합 기술을 사용 지

- 유기축산물

․유기 사료 사용 

․야외에서 방목하는 등 스트 스를 주지 않고 사육

․항생 물질 등을 병의 방 목 으로 사용하지 않음

․유 자 재조합 기술을 사용 지

- 유기가공식품

․화학 으로 합성된 식품첨가물이나 약제의 사용을 피함

․원재료는 물과 식염을 제외한 95% 이상이 유기 식품이어야 함 

․유 자 재조합 기술 사용 지

유기농산물의 경우 2001년 4월 1일에 발효된 개정 JAS 법에 의해 일본 

국내에서 매되는 농산물이나 농산물 가공 식품에 “유기” 는 “오가닉”

표시를 하기 해서는 유기 JAS 인증기 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인증받은 유기농산물은 “유기농산물”, “유기재배농산물”, “유기〇〇”, 

“오가닉〇〇” 등으로 표시하고(〇〇에는 일반 인 농산물의 명칭을 

기재) 유기 JAS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기존 행농업과 비교하여 화학 합성 농약의 사용 회수  화학 비료의 

질소 성분양이 50% 이하인 농산물은 “특별 재배농산물”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343536. 특별 재배 농산물의 가이드라인은 련자들의 자발성에 근거한 

34 특별재배 농산물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매되는 가공되지 않은 

야채  과실, 건조 제조된 곡류, 콩류, 차 등을 상으로 한다.
35 화학 합성 농약 등의 감 비율의 비교 기 이 되는 행 수 (각 지역의 행

으로 이용되는 화학 합성 농약  화학 비료의 사용 상황)으로는 지방공공단

체가 책정 는 확인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 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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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법  구속력은 없다. 가이드라인은 농산물의 생산, 유통, 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산이나 표시의 룰에 따라 자주 으로 확인․ 리하

고, 계자의 자발 인 행동에 의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생산자 · 소비자 

방의 요구에 의해 제정되었다. 소비자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재배 

책임자 등 각 계자가 책임을 지고 응한다37. 

유기농산물의 경우 검사  인증은 ①인증기 등록 ②사업자 인증 ③인

증사업자의 조사 ④인증사업자에 의한 자격부여의 단계를 거친다.

일본 국내 유기농식품에 한 인증체계와는 별도로 수입 해외유기식품

의 인증체계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이 있다. ①국내 등록인정기  는 

등록외국인정기 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외국제조업자 등이 생산, 제조한 

유기식품에 유기 JAS마크를 부착하여 유통시키는 방법과 ②일본의 등록인

정기 으로 인정받은 수입업자가 유기 JAS 마크를 부착하여 유통시키는 

방법이다38. ②의 방법에 의해 해외유기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업자

지방공공단체가 행농업의 수 을 책정 는 확인하는 경우, 그 내용을 외부

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36 과거에는 화학 합성 농약 는 화학 비료의 어느 쪽이나 한쪽 기 이  50%이

하면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표시가 가능하여 이러한 기 에 따라 4개의 표시-

무농약재배농산물, 무화학비료재배 농산물, 감농약재배농산물, 감화학비료재배

농산물-를 이용하 다. 그러나 ｢무농약｣, ｢무화학비료｣ 표시는 소비자로 하여

 일체의 잔류 농약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잘못된 이미지를 불러일으키

고, ｢감농약｣, ｢감화학비료｣표시는 감의 비교 기 , 비율  상(잔류 농약

인가 는 사용 회수인가 등)이 불명확하여 소비자에게 애매한 정보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2003년 5월 26일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의해 화학 

합성 농약과 화학 비료 모두를 50% 이하로 감한 경우에만 ｢특별 재배 농산

물｣의 단일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37 다만 JAS 법에 기 하여 정해진 품질 표시 기 에 근거하여 ① 실제보다 우량

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용어, ② 표시 내용(명칭  원산지)과 모순되는 용어, 

③ 기타 제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는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표시여부

에는 상 없이 JAS 법에 의해 지시·공표 등의 상이 된다. 한 제품 표시에 

의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공정한 경쟁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부당 경

품류  부당 표시 방지법에 의거하여 공정거래 원회의 배제 명령 등의 상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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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등성을 인정한 수출국 인증기 으로부터 인증받아 수출한 제품에 유

기 JAS마크를 붙여 유통. 2006년 12월 재 유기농산물에 한 JAS법 제

15조2에 의거하여 동등성을 인정하는 국가로는 EU15개국39, 호주, 미국, 

아르헨티나, 스 스 등이 있다.

수입농산물의 경우 특별 재배 농산물로서 표시․ 매하기 해 해당농

산물의 외국 지방공공단체(미국의 주, 국의 성 등)에 하는 기 이 정한 

행농업수  는 확인 책임자에 의해 확인된 해당 지역의 화학 합성 농

약 는 화학 비료의 사용 실태 등에 기 한 행농업수 을 지방공공단체

에 하는 기 이 확인한다. 

개정 JAS법에서는 등록 인증기 은 민간의 제3자 기 에 이행되었다. 

이러한 기 은 농림수산 신의 행기 이 아니고 주체 으로 업무를 행

하며 종래의 업무에 인증취소 등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4041.

38 ②의 방법으로 수입하기 해서는 일본의 농림규격제도에 따른 격부제도하에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격부제도를 보유한 국가의 정부기  등이 발행한 증명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JAS법 제15조2제2항). 여기서 동등 수 이란 (1) ｢격부제도 

 이에 한 한 운용의 담보조치｣ 와 ｢격부표시의 신뢰성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며 그 내용이 JAS제도와 동등한 수 이고, (2) 상농림물

자에 한 규격이 일본 농림규격과 등등하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39 아일랜드, 이탈리아, 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그리스, 스웨덴, 스페인, 덴마

크, 독일, 핀란드, 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40 농림수산 신 는 그 행기 (개정  JAS 법에 근거한 등록 인정 기 )이 

JAS 마크를 붙일 수 있는 제조업자 등을 인정하는 체계를 민간의 제3자 기

이 인정하는 체계로 이행하기 한 일련의 조치가 취해졌다. ①등록인정기

의 등록시 행정 재량의 여지가 없는 형태의 등록이 가능해지도록 국제 표 화 

기구 등이 정하는 기 （ISO/IEC 가이드  65）등이 정해졌다(법제 17조의 2). 

②등록인정기 에 한 국가의 여를 사후 감시형태로 이행하기 해 업무규

정  인정 수수료의 인가제가 신고제로 변경되고 등록 뒤 농림수산 신에 의

한 합 명령  업무 개선 명령이 창설되었다(법제 17조의 10·11). ③등록외

국인정기 에 해서도 재검토를 시행하고, 등록시 JAS 제도와 동등한 제도를 

가져야 한다는 요건이 폐지되었다.
41 2007년 3월 22일 재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  유기축산물 등

록인증기 은 62개 기 으로 국내 54개 기 , 국외 8개 기 이 있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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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일본의 유기농산물 사후 리

항목 내용

기록문서의 

리와 보고  

신청내용 변경의 

보고

- 인증서를 발행한 인증기 은 인증서의 발행·변경  인증·

인증 표시 실 을 의무 으로 농림수산 신에 보고한다.

- 인증을 받은 업자들은 지정된 장부 등의 기재, 기록· JAS 

마크 부착기록을 보 하고 정기 으로 는 인증기 의 인

증검사원의 요구에 따라 장부 등을 제시한다.

- 인증내용에 해서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인증기 에 보고

해야 한다.

감사  갱신

- 인증기 은 인증을 받은 업자들이 인증, 인증표시 업무를 

히 행하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인증이후 일정 기간이 경

과한 후(최  1년에 1회) 는 필요하다고 인증할 때 감사

를 실시한다. 

- 감사 후 인증기 에 한 부 합이 지 될 경우 인증기 의 

시정조치 요구를 즉시 따라야 된다.

- 감사결과는 농림수산 신에게 보고된다.

인증취소

다음의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 조사결과 한 부 합이 인정된 경우 

－ JAS법  련 법규(일본농림규격 등)에 반이 있는 경우

  ․“유기”표시 는 “JAS 마크” 부착시, 사용 조건을 반한 

경우 등

  ․규정을 반한 경우에는 명칭 표시의 제거 · 개선 명령의 

상이 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50만엔 이하의  벌

이 부과될 수 있다. 

－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유기 식품의 검사 인증제도에 근거해 등록 인증기 으로부터 인정을 받

은 사업자가 유기농산물  유기농산물로 등 을 매기거나 표시를 한 농산

물  유기농산물 가공식품 황은 다음과 같다.42

기농산물의 경우 국내 48개 기 , 국외 8개 기 ,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국내 

43개 기 , 국외 8개 기 , 유기사료는 국내 13개 기 , 국외 6개 기 , 유기축

산물은 국내 9개 기 , 국외 4개 기 이 있다.
42 외국에서 등 을 부여한 것은 외국의 유기 JAS 인정 사업자가 유기 JAS 등

을 부여하거나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국가(EU15국, 미국, 호주, 스 스 등)에

서 인정을 받은 사업자가 유기 등 을 부여받아 일본에 수입된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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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문서의 리  보고와 신청내용 변경의 보고, 감사  갱신, 인증 

취소와 련된 유기농산물의 사후 리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부표4 >.

유기JAS와 특별 재배농산물 련 제도는 제도 도입을 통해 안 하고 신

뢰성 있는 식품의 공 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식품안  GAP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GAP 제도는 토양, 용수, 종자, 농약, 비료 등 생산 

요소뿐만 아니라 재배, 수확, 수확 후 처리 과정에서의 안 리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작업자의 건강 리 등 종합 이고 체계 인 시스템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일부 생산 요소 는 생산 단계에 한 리만 

이 지고 있는 기존의 농산물 품질 인증 제도나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

와는 차이가 있다.

5. EU43

유럽의회(European Council)는 EU(European union)회원국들 간의 유기

규정을 단일화하기 해 유기생산에 한 유럽연한 규정인 EEC No. 

2092/91을 마련하여 1991년에 승인하여 1992년부터 시행하 으며 1999년

에 축산에 한 규정인 EEC No. 1804/1999를 마련하여 2000년부터 시행

하 다. 인증기 의 인정과 련된 사항은 EN45011(ISO 65)에 의한다. 

EU 규정은 표시(Labelling), 가공(Processing), 유기농작물(Organic Plant 

Production), 유기축산물(Organic Livestock Production), 검사체계(Inspection 

System), 로고(Organic Logo), 제3국 수입(Third Country Imports), 사료제

품 표시(Labelling of feeding stuff) 등에 한 사항을 규정한다. 

각 회원국은 EU 유기규정에 기 한 국가 는 민간유기규정을 갖고 있

으며 이를 자국 실정에 맞게 국가별 인증  검사체계를 통해 이행하는데, 

43 ec.europa.eu, eur-lex.europa.eu  2007년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수행된 출장

결과를 참조하여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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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  체계나 민간기  운  체계 에서 자유롭게 택하여 운 한다. 

유기원료를 95% 이상 사용하고 있는 등 EU규정에 부합되는 제품은 EU

규정에 따라 유기표시  로고를 부착할 수 있는데 이는 선택사항이다.44  

EU회원국은 EU공동 로고 이외에 국가별로 별도의 국가 는 민간 유기 

로고를 보유하고 있다.

70%-95%의 성분함량이 EU2092/91에 의해 인증된 유기인 경우 제품상

의 유기원료의 비율을 언 할 수 있으나, 표시 문구는 제품상의 다른 제품 

설명보다 색, 크기, 활자체가 두드러지면 안된다. 원료목록에 유기생산방법

을 언 하는 표시를 할 수 있으나 규정에 의해 인증된 원료를 명확하게 밝

야 하며 목록상의 다른 원료들과 동일한 색, 크기, 활자체로 표시한다.

6. 호주

유기  Bio-Dynamic 제품에 한 국가 규정(National Standard for 

Organic and Bio-Dynamic Produce)은 호주의 유기  Bio-Dynamic 제품

의 수출 규정으로 1992년에 도입되어 수출  수입 유기농산물과 내수용 

유기농산물에 한 표 으로 이용되고 있다. 1980년  다양한 민간 인증기

 자체규정이 존재하여 시행되어오다가 1992년 유기농산물 자문 원회

(OPAC, Organic Producers Advisory Comittee)가 이를 통합하여 국가규정

으로 채택하여 유기농산물에 한 생산  가공, 표시, 검사 등의 기 으로 

삼았다. 호주 국가 규정은 CODEX 가이드라인과 유사하며 호주 검역  

검사기 (AQIS)의 유기품질 운 체계는 EN45011(ISO 65)를 따르고 있다. 

44 EU는 유기 농업의 단일화를 보다 강화하기 해 EU 유기규정에 한 개정작

업을 2005년 말부터 시작하여 재 완성단계에 있다. 개정 유기규정은 2009년

부터 시행될 정이며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선택사항이었던 EU 유기로고의 

사용을 의무사항으로 환하 으며, EU로고와 기타 국가  민간 로고를 병기

하는 것에 해서는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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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가규정은 유기 는 bio-dynamic 시스템 하에서 생산되었음을 의미

하는 표시부착이 시장거래의 최소 요구조건이다. 

국가 규정에서는 유기의 경우 ① 재생자원의 이용, ② 에 지, 토양  

물의 보존, ③ 동물복지의 필요성 인지, ④ 화학 비료 는 합성 화학물을 

이용하지 않고 최 량을 생산하면서 환경 유지  강화 등을 포함한 농법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Bio-Dynamic은 유기 시스템에 특수한 추가  필요 

조건을 도입한 것으로 Rudolf Steiner와 이후에 발 된 방법에 기 한 농업 

시스템으로 정의되고 있다. 유기와 Bio-Dynamic 간의 정의상 차이에도 불

구하고 호주 국가규정은 Bio-Dynamic에 한 특별 요구조건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AQIS는 인증기 에 한 인정업무를 통해 호주 유기규정을 운 한다. 

재 7개의 AQIS 인정 민간 인증기 45이 존재하며 이들 인증조직은 

부분 동조합․ 회 등 비 리 단체로 각 품목별로 문화되어 있으며, 

국가에서 제정한 유기농 련 법규에 따라 각각의 유기농식품에 한 규격

을 정하여 인증하고 있다.

국가규정은 최소 필요규정으로 각 인증기 은 이를 통해 기 고유의 규

정을 보유할 수 있다.

기본 인 유기식품의 표시에는 100%유기 는 Bio-Dynamic(100 percent 

Organic or Bio-Dynamic), 유기 는 Bio-Dynamic(Organic or Bio-Dynamic), 

유기 성분으로 만든(Made with Organic Ingredients) 등이 있으며 이밖에 

70% 이하의 유기성분을 함유하거나 환기(In-Conversion)의 경우 성분표상

에 표시를 할 수 있다<부표 5>.

45 BDRI(Bio-Dynamic Research Institute), NASAA(National Association for 

Sustainable  Agriculture), ACO(Australian Certified Organic), OGA(Organic 

Growers of  Australia), TOP(The Tasmanian Organic Producers), OFC(The Organic 

Food  Chain), SFQ(Safe Food Queensland)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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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인증표시 종류

표시 주요 규정

100% 유기 는

Bio-Dynamic

- 100% 유기  는 Bio-Dynamic 으로 생산된 원료(소 , 물 제외)로 

이루어짐

- 성분과 상  비율은 성분표에 내림차순으로 표시함

유기 는

Bio-Dynamic

- 95% 이상의 유기 는 Bio-Dynamic 원료(물, 소  제외)로 이루어짐

- 성분과 상  비율은 성분표에 내림차순으로 표시함

- 규정을 충족하는 성분은 성분표에 다른 성분과 동일한 색깔, 활자체 

 활자크기로 표시되어야 함

- 제품 는 성분들은 방사선 처리(불순물의 감지를 해 이용되는 

X-ray 제외) 는 유 자조작이 되어서는 안됨

유기 성분으로 

만든(made with 

organic 

ingredients)

- 최소 70%의 원료가 유기 성분이어야 함

- 성분과 상  비율은 성분표에 내림차순으로 표시함

- 규정을 충족하는 성분은 성분표에 다른 성분과 동일한 색깔, 활자체 

 활자크기로 표시되어야 함

- 제품 는 성분들은 방사선 처리(불순물의 감지를 해 이용되는 

X-ray 제외) 는 유 자조작이 되어서는 안됨

70% 미만의 

유기원료 포함

(containing less 

than 70% organic 

ingredients)

- 환기(in-conversion), 유기 는 biodynamic이라는 용어를 주표시

면에 표시할 수 없음

- 유기 는 bio-Dynamic 생산방법에 한 언 은 성분표에 해당 성분

명과 함께 포함시킬 필요있음

- 성분과 상  비율은 성분표에 내림차순으로 표시함

- 규정을 충족하는 성분은 성분표에 다른 성분과 동일한 색깔, 활자체 

 활자크기로 표시되어야 함

환기 유기 는 

Bio-Dynamic

(in-conversion to 

organic or

 Bio-Dynamic)

- 규정을 충족하는 성분은 성분표에 다른 성분과 동일한 색깔, 활자체 

 활자크기로 표시되어야 함

- 구매자가 제품을 환기 이상의 것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제품 는 성분들은 방사선 처리(불순물의 감지를 해 이용되는 

X-ray 제외) 는 유 자조작이 되어서는 안됨

- 규정을 충족하는 성분은 성분표에 다른 성분과 동일한 색깔, 활자체 

 활자크기로 표시되어야 함

 

자료: BDRI. National Standard for Organic and Bio-Dynamic Produce

국가로고와 7개의 인정된 인증기 로고  기타 여러 종류의 로고와 표

시들이 혼재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2004년 단일

한 국가로고를 도입하여 자발 으로 인정된 인증기 의 로고와 결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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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행농법을 따르던 생산자가 인증을 받기 해서는 최소 3년이 소요된

다. 이 기간 동안 비인증, 환기인증의 단계를 거쳐 규정을 충족하고 있

다고 정된 경우 유기인증을 받게 된다. 비인증은 유기 환 첫해에 심

사와 장검사를 통해 생산자는 환기 상태임을 인정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제품과 련하여 생산방법 는 유기검사 시스템 하에 있다고 표시할 

수 없다. 환기 인증은 12개월의 비 인증기간의 마지막 달에 검사 시행 

후 환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환기 인증기간은 일반 으로 2년이며 

이 기간 에 제품에 환기 표시를 하여 매할 수 있다. 최소 3년간의 

환기를 거친 후 생산자는 유기인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며 인증 후 매

년 토지의 재검사와 장검사를 실시한다.

유기 인증의 사후 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46 인증기 은 운

자들에 해 연 1회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AQIS는 공인 인증기 의 시

스템에 해 연 1회 감사를 시행한다. 인증을 받은 운 자들은 최소 5년 

동안 인증과 련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인증기 은 규정에 반한 부

정행 가 발견되었을 시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취소를 받

은 운 자들은 다시 규정상의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기 까지 재인증을 받

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46 미국의 NOP와 달리 호주 국가규정은 표시규정의 반에 한 벌  규정을 포

함하고 있지 않다. 신에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유기 표시를 하는 자는 

수명령(compliance order), 인증정지, 인증취소명령의 상이 될 수 있다. 호주 

국가규정은 인증취소명령 상이 수 명령에 포함된 조건에만 이의제기를 허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Farnes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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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인증기 명 표자 인증기 소재지

제1호
(농 원고시 
제2002-1호)

(사)흙살림 이태근
충북 청원군 오창면 각리 642-6

(043)216-0934

제2호
(농 원고시 
제2002-3호)

(유)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이언
강원 원주시 소 면 수암리 729-2

(033)732-4234

제3호
(농 원고시 
제2002-6호)

(사)양평환경농업
-21추진 원회

류인수
경기 양평균 양평읍 공흥리 316-10

(031)774-8095

제4호
(농 원고시 
제2002-8호)

(사)국산콩가공업 회 배종찬
서울 서 문구 신 동 134

(02)3277-8382

제5호
(농 원고시 
제2003-2호)

(사)한국유기농업 회 정진
서울 송 구 가락동 72-3

(2)406-4462

제6호
(농 원고시 
제2003-5호)

(주)코악스 류재희
서울 서 구 양재동 232 aT센타

802호 (02)6300-2978

제7호
(농 원고시 
제2004-3호)

주식회사 부강테크 이선용
서울 강남구 역삼동 789-6 

고려빌딩 6층 
(02)3453-5221(내선 360)

제8호
(농 원고시 
제2004-4호)

(사)정농회 강 인
서울 강북구 미아2동 762-21

(02)984-2145

제9호
(농 원고시 
제2005-4호)

로벌유농인 
농조합법이

천경욱
구 북구 동호동 492-4
(053)326-9895

부록 2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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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인증기 명 표자 인증기 소재지

제10호
(농 원고시 
제2005-5호)

한경 학교 산학 력단 최동욱
경기 안성시 석정동 67
(031)670-5451

제11호
(농 원고시 
제2005-5호)

조선 학교 산학 력단 박길문
주 동구 서석동 375
(062)230-7449

제12호
(농 원고시 
제2005-9호)

(사)울진환경농업연구회 임근승
경북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333-1

(054)781-0448

제13호
(농 원고시 
2005-11호)

(주)오씨 이 이범섭
서울시 서 구 서 동 1445-4 
서 유니빌 1105호 (02)522-4351

제14호
(농 원고시 
2005-12호)

천안연암 학교
산학 력단

권찬호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수향리 

산3-1 (041)580-1068

제15호
(농 원고시 
2005-12호)

농조합법인 학사농장 강  용
라남도 장성군 남면 분향리
1113-2번지 (061)392-2220

제16호
(농 원고시 
2005-12호)

주식회사 스페이스 김 수
주 역시 북구 오룡동 
주과학기술원 TBI센터 
(062)971-5085

제17호
(농 원고시 
2005-16호)

상지 학교 산학 력단 노병철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660

(033)738-7563

제18호
(농 원고시 
제2006-6호)

사단법인
친환경농업문화연구소

신상범
제주도 제주시 회천동 2307번지

(064)721-2136

제19호
(농 원고시 
제2006-6호)

경북 학교 산학 력단 송재기
구 역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053)950-6448

제20호
(농 원고시 
제2006-6호)

남 학교 산학 력단 우정주
주 역시 북구 용 동 300번지

(062)530-2034

제21호
(농 원고시 
제2006-8호)

국립진주산업 학교
산학 력단

갈상완
경남 진주시 칠암동 532-10

(055)75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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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인증기 명 표자 인증기 소재지

제22호
(농 원고시 
제2006-10호)

국립경상 학교
산학 력단

하 래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055)751-6247

제23호
(농 원고시 
제2006-10호)

농 앙회 정 근
서울특별시 구 충정로 1가 

75번지
(064)721-2136

제24호
(농 원고시 
제2006-19호)

건국 학교 산학 력단 정선호
주사무소:서울시 진구 

화양동1번지
(02)450-3119

제25호
(농 원고시 
제2006-22호)

단국 학교 산학 력단 오명환
주사무소: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산8번지 (064)721-2136

제26호
(농 원고시 
제2006-22호)

충북 학교 산학 력단 박찬수
충북 청주시 홍덕구 개신동 12번지 

(043)261-2529

제27호
(농 원고시 
제2006-22호)

주식회사
푸른환경농업연구소

박명화
구 역시 서구 평리3동 1065번지

(053)565-3909

제28호
(농 원고시 
제2006-26호)

국립순천 학교 
산학 력단

주재우
남 순천시 매곡동 315번지

(061)750-5471

제29호
(농 원고시 
제2006-26호)

강원 학교 산학 력단 연규석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192-1번지

(033)250-7268

제30호
(농 원고시 
제2006-28호)

주여자 학교친환경인증
사업단 농조합법인

김
주 역시 산구 산정동 165

(062)951-3974

제31호
(농 원고시 
제2006-28호)

남도친환경인증사업단
농조합법인

박길용
주 역시 서구 매월동 584-11
(일성유통빌딩 2층)

제32호
(농 원고시 
제2006-28호)

주식회사 성농 유창성
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51-25

제33호
(농 원고시 
제2006-28호)

주 학교 산학 력단 한태종 라북도 주시 효자동 3가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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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인증기 명 표자 인증기 소재지

제34호
(농 원고시 
제2006-28호)

(사)한국온실작물연구소 서범석
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개동리

542-5

제35호 제주 학 산학 력단 양 오 제주

제36호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김 용 경북 안동

제37호 목포 학 산학 력단 최  일 남 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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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방안 문가 조사표

※ 다음의 문항들은 친환경인증제도  리체계와 련된 일반 인 사항

에 한 설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행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제도  리체계와 련된 다음 항목에 

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해당의견에 “○”를 표시해 주십시

오.)?

구 분
매우

보통 부
매우

부

1)
친환경농산물 인증 련 법규가 친환경농산

물과 유기가공식품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2)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가 GAP 등의 유사품

질표시 제도와 분리되어 독자 으로 운 되

고 있다.

3)

친환경농산물 인증분류는 유기, 무농약, 농

약으로 분류되며 2010년 이후 농약이 제외

된다.

4)
친환경농산물 인증범 가 생산자  취 자

로 확 되었다.

5)
친환경농산물 인증기 은 농산물 품질 리원

과 민간인증기 으로 구분되어 있다.

6)
친환경농산물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연장되

고 유기농산물은 1년으로 개정된다.

7) 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가 시행된다.

8)
행 친환경농산물 인증 련 주체들(정부, 

농산물품질 리원, 민간인증기 )의 역할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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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리체계와 련된 다음 항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해당의견에 “○”를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

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매우

불필요

1)
친환경농산물 인증 련 법규가 친환경농산

물과 유기가공식품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2)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가 GAP 등의 유사품

질표시 제도와 분리되어 독자 으로 운 되

고 있다.

3)

친환경농산물 인증분류는 유기, 무농약, 농

약으로 분류되며 2010년 이후 농약이 제외

된다.

4)
친환경농산물 인증범 가 생산자  취 자

로 확 되었다.

5)
친환경농산물 인증기 은 농산물 품질 리원

과 민간인증기 으로 구분되어 있다.

6)
친환경농산물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연장되

고 유기농산물은 1년으로 개정된다.

7) 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가 시행된다.

8)
행 친환경농산물 인증 련 주체들(정부, 

농산물품질 리원, 민간인증기 )의 역할분담

3.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규정하고 유기가공

식품은 “식품 생법”으로 규정하는 이원화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의 제도가 친환경농산물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기에 하다고 

단하십니까?

① 하다(6번 문항으로)    ② 개선이 필요하다(4번 문항으로)

4. 만약 행의 이원화제도를 장기 으로 개선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개

선하는 것이 하다고 단하십니까?

  ① 행의 친환경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동일한 법령으로 규정한다. 

  ② 행의 친환경농산물 가운데 유기인증 농산물만을 분리하여 유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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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품과 동일한 법령으로 규정한다.

  ③ 기타(                                                      )

5. 만약 친환경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단일제도로 통합한다면 어떤 제도

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단하십니까?

①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통합한다

② 식품 생법으로 통합한다.

③ 기타(                                                      )

6. 우리나라 농산물 인증제도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더불어 GAP, 품질

인증 등과 같은 다양한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농산물 

인증제도가 소비자 신뢰성을 제고시키기에 하다고 단하십니까?

① 하다(8번 문항으로)        ② 부 하다(7번 문항으로)

7. 이러한 유사 인증제도를 장기 으로 정비한다면 어떻게 개선하는 방

법이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행의 농산물 인증제도를 유지한다.

② 친환경농산물에 GAP 인증이 주어지도록 한다.

  ③ 친환경농산물 가운데 유기인증을 별도로 분리하고 무농약, 농약을 

GAP과 같이 통합 리한다. 

  ④ 친환경농산물 가운데 유기인증과 무농약을 별도로 분리하고 농약

을 GAP과 같이 통합 리한다. 

  ⑤ 기타(                                                       )

8. 친환경농산물 인증분류는 유기, 무농약, 농약으로 분류되며 2010년 

이후에는 유기와 무농약으로만 분류합니다. 행과 같은 제도개선이 

장기 으로 한 개선방법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① 행제도 같이 친환경농산물은 유기와 무농약으로 분류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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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유:                                                       )

  ② 친환경농산물에서는 유기농산물에 해서만 따로 분류한다.

(이유:                                                       )

  ③ 기타(이유:                                                   )

9. 개정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을 소분하거

나 단순처리하여 재포장하는 경우 재포장하는자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자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자의 인증은 하다고 단하십니

까?

  ① 행제도와 같이 취 자 인증 자율제도가 하다    

  ② 행제도에서 취 자 인증을 강제조항으로 개정한다. 

  ③ 기타(                                                      )

10.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를 확보하기 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 의 

역할이 요합니다. 장기 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해서 

인증기 은 어떠한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만을 담당해야 한다.

  ②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와 부 사업(유통  농자재 사업 등)을 병행

한다.

  ③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와 인증기 의 지정과 감독을 병행해야 한다.

  ④ 기타(                                                       )

11. 행 친환경농산물을 인증하는 심사원의 자격은 농학계열 4년제 학 

졸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 으로 인증 심사원의 자격취득 

방법을 어떻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행의 자격기 을 유지한다 

  ② 인증심사원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일정의 교육과정을 통과한 자에게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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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인증심사원 자격시험을 도입하여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자격 부여

  ④ 인증심사원 교육과 자격시험을 동시에 통과한 자에게 자격부여

  ⑤ 기타(                                                       )

12. 친환경농산물 가운데 무농약과 농약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연

장되고 유기농산물은 1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선된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유효기간이 히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행의 친환경농산물 유효기간을 유지한다

  ② 모든 친환경농산물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③ 모든 친환경농산물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④ 기타(                                                       )

13. 유기농자재의 목록공시제가 시행되어 농 진흥청  인증기 의 홈페

이지에 공시될 정입니다. 장기 으로 유기농자재는 어떻게 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부에서 목록을 검사하고 리한다

  ② 인증기 에서 자율 으로 검사하고 리한다

  ③ 기타(                                                       )

14.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제도에는 정부와 인증기  등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장기 으로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

십니까? 다음 항목들 가운데 3가지 항목의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첫 번째:            , 두 번째:           , 세 번째:            )

① 련법 제정   ②인증기  지정     ③인증기  감독  ④인증업무  

  ⑤인증농가 감독 ⑥인증농가 기술지도 ⑦기타(                     )

15. 인증기 은 장기 으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항목들 가운데 3가지 항목의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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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 두 번째:           , 세 번째:            )

① 련법 제정   ②인증기  지정     ③인증기  감독  ④인증업무  

  ⑤인증농가 감독 ⑥인증농가 기술지도 ⑦기타(                     )

16.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개선하기 하여 추가로 필요한 항목은 무엇

이라 생각하십니까?(                                            )

17.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학교 ② 연구원 ③ 공무원  

④ 인증기 ⑤ 농민 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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