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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최근 들어 물, 에너지, 기후변화 이슈 등과 더불어 지속가능 농업시스템 

구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고투입·고산출 농업으로 

농업용 토질·수질의 악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불안전한 식품섭취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으며, 기후변화, 도시화로 농지와 농업용수의 부족 현

상 또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의 육성을 통한 농업환경자원의 유지·보전과 효율적 이용은 시급히 해결해

야 할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농법, 토양, 농업용수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증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기초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

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 연구 에 관한 2년 연구과제 

가운데 ‘지속가능한 농업의 실증분석’을 주로 다룬 1년차 연구 결과물이

다. 여기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의미와 이론, 지속가능한 농업의 실증분

석, 지속가능 농업 육성을 위한 자금투자의 농업부가가치 제고 기여도 분

석, 지속가능 농업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과 주요국의 정책 사례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실증분석에서는 토양 및 수자원 변동성 분석, 농경지의 

양분수지분석, 생산성과 환경성의 관계 분석을 위한 벼 생산함수 추정, 환

경성 및 경제성의 통합분석을 위한 자료포락분석,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

성 분석 등을 다루었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바쁜 가운데에도 이 연구의 수행에 연구자문위원으로 수고해준 한밭대학

교 조용탁 교수와 농림축산식품부 김완수 과장, 농촌진흥청 이덕배 과장 등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2013.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iii

요    약

이 보고서는 경제사회연구회의 협동과제로 2013~14년의 2년에 걸쳐 수

행될 예정인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 연구’ 의 1차연도 연구 결과이

다.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해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농법, 토양, 농업용수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증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기초로 부문별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우선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변동조사 자료를 

기초로 토양 및 수자원 환경 변동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 토양검정자료를 

기초로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토양 변동성 요인을 분석하였다. 농업부문의 

물질균형 투입-산출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양분수지 실태를 분석하

였다. 또한 생산성과 환경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벼 패널자료를 기초

로 벼 생산함수를 추정하였다. 또, 경제성과 환경성의 양립가능성을 살펴보

기 위해 쌀 생산비조사자료를 기초로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적용하였다.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지속가능 농업 육성을 위한 자금투자의 농업부가가치 제고 기여도를 동태

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거시계량경제 구조모형에 의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적과 범

위, 선행연구 검토, 연구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지속가능한 농업의 의미와 이론을 제시하였다. 3

장 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실증분석으로 토양 및 수자원 변동성 분석,

물질균형 투입-산출 양분수지 분석모형을 이용한 농경지의 양분수지분석

을 하였으며, 생산성과 환경성의 관계 분석을 위한 벼 생산함수 추정, 환경

성 및 경제성의 통합분석을 위한 자료포락분석 적용 등을 제시하였다. 또,

지속가능 농업의 사회적 요소, 사회적 조건 등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성 

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4장에서는 지속가능 농업 육성을 위한 자금

투자의 농업부가가치 제고 기여도 분석 결과를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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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지속가능 농업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과 주요국의 정책 사례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6장에서는 요약과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토양의 화학성 분석 결과, 유효인산의 경우 논과 밭이 적정범위 평

균을 1.3~1.4배, 과수원과 시설재배지가 2.1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기물의 경우 시설재배지가 적정범위 평균을 1.2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 지속가능한 농업이 토양의 유기물 함량에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농업용수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하천수 및 지하수 수질은 농업용

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 양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담수호와 저수지에 대

한 농업용수 수질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농업용수의 

수요량은 2020년에 현재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체 용수 이용량

의 50%를 차지하므로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해 농업용수의 지

속적인 확보 및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양분수지의 경우 2012년 기준 양분수지 분석 결과, 투입되는 양분

량 54만 톤 가운데 25만 톤이 과잉양분으로 지하수나 지표수를 오염시키는 

엔트로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과잉양분을 줄이기 

위해 화학비료와 가축분뇨의 사용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벼 생산함수 추정 결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학비료,

합성농약 등의 요소가 과대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

황에서 저투입과 같은 지속가능 농업을 할 경우 경제성의 저해 없이 환경

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속가능 농업 추진이 저투입에 의한 비

용절감으로 경제성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대표적인 지속가능 농업인 유기농업을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

을 시도한 결과, 기술효율성이 높은 농가일수록 환경성이 개선되면서 경제

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개선시

키기 위해 지속가능 농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여섯째, 사회성이란 사회적 관계가 가장 중요하며, 사회적 관계란 신뢰

와 호혜를 바탕으로 농민과 농민, 농민과 비농민, 농민(생산자)과 소비자 



v

간 관계가 신뢰에 기반하여 유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확장

되고 강화될 때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곱째, 지속가능 농업 육성을 위한 자금투자의 농업부가가치 제고 기여

도를 분석한 결과, 친환경농업 직불제도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친환경 농업 관련 시설이나 생산 유통단지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보다 

친환경 농가의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친환경 농업의 규모를 확대하

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여덟째, 주요국의 지속가능 농업 동향을 살펴본 결과, 미국은 생산방법

으로 보전경운, 작물피복, 작물 다양성 등의 지속가능성 개선 방법을 제시

하였고, 일본은 지속가능 농업 정착을 위해 ‘환경 3법’을 통과시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아홉째, OECD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과학적 분석과 진단을 위한 농업환

경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UN은 산하기구를 통하여 미래의 원활

한 식량공급을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주도하고 있

다. FAO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전체 식량농업시스템의 공급사슬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지속가능한 농업은 농업생태계의 악화, 기후변화의 글로벌 환경문제에 

대응 등을 위한 미래농업의 핵심과제로 과학적 분석과 이를 기초로 한 실

효성 있는 정책수단의 개발의 중요한 과제이다. 지속가능 농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기초로 환경성 경

제성 사회성 측면의 종합적 분석은 유효한 맞춤형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핵심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1년차에 수행한 실증분석과 정

책효과 분석을 기초로 2년차 연구에서는 정책 인벤토리를 작성하고 정책

수단의 체계화, 농가별 특성과 정책변수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수용

수준 분석,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결합, 농업인과 전문가 조사

를 기초로 정책우선순위 등을 제시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

한 2년차 연구는 지속가능한 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 방향과 단계

별 실행프로그램, 실천전략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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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Establishing Sustainable Agriculture
System in Korea year 1 of 2

Background of Research 
  This research on sustainable agriculture has analyzed technical and eco-
nomic aspects of eco-friendly agriculture and low-input agriculture regard-
ing production. From now on, research on sustainable agriculture needs to 
deal with low-input agriculture regarding production. Furthermore, it needs 
to take a holistic approach, a social - economic - environmental approach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ustainable agriculture system in order to man-
age agriculture environment resources, such as soil and water. 

Method of Research 
  First of all, based on agriculture environment change data from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analysis is conducted about environ-
ment change of soil and water resources. Soil-related variables are also ana-
lyzed with a regression model based on soil-examination results. With the 
material balance input-output model, the nutrient balance condition of Korea 
is examined. And the rice production function is estimated on the basis of 
rice panel data in order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ivity 
and environment effect. Besides,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is ap-
plied based on rice production cost data for reviewing compatibility of eco-
nomic feasibility and environment effect. For the review on sociality of sus-
tainable agricultur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households which are 
pursuing sustainable agriculture. To analyze how much investments in sus-
tainable agriculture contribute to improvement in agriculture added value, 
the analysis method of a macroecometric model i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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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soil chemical property, the available phos-
phoric acid level is 1.3~1.4 times the average proper range in rice paddy 
and field and 2.1 times higher in orchard and land for protected cultivation 
as well. When it comes to organic matter, its level is found to be 1.2 times 
the average proper range in land for protected cultivation. Analysis results 
show that sustainable agriculture has impacts which are similar to the or-
ganic matter content. In terms of agricultural water, water quality of fresh-
water lakes and reservoirs has continuously deteriorated since 2006. As for 
nutrient balance, the analysis result of 2012 points that 250,000 tons of total 
nutrient input (540,000 tons) is found to be an excessive nutrient, serving 
as an entropy to pollute underground water and surface water. Moreover, 
the estimation of rice production function indicates that chemical fertilizer 
and synthetic agricultural pesticide which have adverse impacts on the envi-
ronment are used excessively. DEA of organic farming the representative 
type of sustainable agriculture — was conducted, and the result found that 
the more technically efficient a farm family was, the higher economic feasi-
bility the family could have. According to analysis results about sociality, 
social relationship is crucial to sociality and needs to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rust and reciprocity. And relationships between farmer and farmer, 
farmer and non-farmer, and farmer (producer) and consumer should be 
maintained with trust. Investments have been made to foster sustainable 
agriculture. Analysis about how much the investments contribute to improv-
ing agriculture added value shows that the direct payment program of 
eco-friendly agriculture is most effective. 
  Results of these various analyses reflect that with low-input agriculture 
and decreases in use of chemical fertilizer and livestock excretions, technol-
ogy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in sustainable agriculture should be im-
plemented so as to establish the sustainable agriculture system. With this, 
relevant policies need to be made for social relationship’s expansion and 
enhancement and for direct income support to eco-friendly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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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의 필요성

전통적인 농업은 생태계의 원활한 자원순환을 기초로 자연과 조화를 이

루어 온 친환경산업이었다. 그러나 전통적 농업은 생산성이 낮아 제한된 

국토에서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데 큰 어려움이 따

랐다. 농업부문의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품종개량,

비료와 농약 등 화학적 농자재 사용, 농후사료 및 사료첨가제 등 외부로부

터 투입량 증가가 수반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유축농업에서 가축분뇨는 

농경지의 양분공급원으로 지력 유지와 증진에 유효하였으나, 수입사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집약적 축산업으로 가축분뇨의 자가경영권 내 순환

이용이 어려워져 농업생태계의 원활한 순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고투입-고산출’의 집약적 생산시스템에 따른 생산성 증대의 대가로 농

업부문의 잠재적 오염원이 증가하고 부적절하게 처리되어 배출되는 경우 

농업생태계에 상당한 엔트로피를 축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협하

게 된다. 또한 오존층 파괴, 산성비, 지구 온난화 등에 따른 지구 환경변화

로 인해 농업생산도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이러한 농업의 대내외적 환경악화는 인류뿐만 아니라 생물 전체의 생존

기반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킨다. 이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UN, WTO, OECD, FAO 등 각종 국제기구는 물론 주요 국가들의 경우 지

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전략수립에 부심하고 있다. 1992년에 개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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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환경개발회의(리우 정상회의, 일명 지속가능발전회의) 20주년을 맞이

하여 2012년 6월에 브라질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 회

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체제 구축에 관한 의제가 논의되어,

이에 그 후속조치로 적절한 대응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 및 

유럽 등지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환경자원 보전, 농가의 수익성 확보 

및 농촌사회의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

고 여러 가지 육성정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집행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

는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본

격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아직 지속가능한 농업의 정착단계에 크게 미

치지 못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을 통한 농업환경자원의 유지·보전과 효

율적 이용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지속가능한 농업에 관한 연구는 주로 생산 측면에서 친환경농업

과 저투입농업의 기술적 및 경제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왔다.

향후 지속가능한 농업에 관한 연구는 생산 측면의 저투입농업뿐만 아니라,

토양과 물 등 환경친화적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위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

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에 관한 종합적 접근(holistic

approach)이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및 범위

이 연구는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해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농법, 토양, 농업용수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증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기초로 부문별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차연도에는 우리나라 농업환경의 실태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시스

템 구축을 위한 요소별 토양, 농업용수 등에 관하여 환경성과 경제성 및 

사회성 측면에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2차연도에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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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과 농가의 반응분석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 및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속가능 농업 관련 분석은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사회적 측면을 종

합적으로 분석하나 경제적 측면의 분석에 상당한 비중을 둔다. 본 연구는 

토양 및 수자원 등 농업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농법과 기후변화에 

의해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농업용수관리에 한정하며 농지, 에너지 분야는 

분석범위에서 제외한다.

지속가능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으로는 농업생산 방식을 지속가능

한 농업체제로 전환키 위한 규제와 지원, 교육 및 인력양성, 거버넌스 등에 

초점을 맞추며 도시농업, 자원순환농업, 지속가능한 유통 등은 연구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선행연구 검토  

3.1. 지속가능 농업의 개념에 대한 논의

김창길, 김정호(2002)는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을 기초로 지속가능한 농업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조영탁(2007)은 지속가능

한 농업 농촌 패러다임의 정책이념으로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에 생산과 환경부하 간의 분리에 기초한 생태적 효율성(eco-efficiency)까지 

포괄하는 트리플 디커플링을 제시하였다.

EC(2012)는 지속가능성이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오염저감,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보존, 온실가스 완화 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로 보고 농업부문의 경쟁력, 효율성,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하여 공급체인

과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농민들의 역할과 지역시장(local

market)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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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환경성 평가 관련 연구

최지용, 신은성(1998)은 농촌지역을 토지용도별로 구분하여 수질조사,

유출량 조사를 기초로 BOD, COD, SS, 총인, 총질소 등 오염배출량 계측,

비점오염 유출모델을 적용하여 부하량 산정과 관리기법을 제시한 바 있다.

김창길, 강창용(2002)은 물질균형분석 모형을 기초로 농업환경자원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고, 엄기철 등 7인(2002)은 평야지 대단위 수도작권, 산촌

권, 고랭지권, 제주권 등으로 나누어 세부권역별 물관리 및 토양관리 등 환

경농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3.3. 경제성 평가 관련 연구 

김창길 등 3인(2005)은 충남 홍성과 충북 옥천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친

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경제적 분석을 기초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친환경농업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세익 등(2005)은 

친환경 쌀의 농법별 생산성을 추정하기 위해 일반적인 콥더글러스(Cobb-

Douglas) 형태의 생산함수를 각 친환경농법별로 추정한 바 있다.

김윤성, 이정전(2008)은 생산함수모형을 이용하여 친환경농업과 관행농

업 생산구조를 총요소 생산성, 규모의 경제, 인공자본의 대체탄력성을 통

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친환경농업이 관행농업보다 총요소 생산성은 높

으나 인공자본과 자연자본 간의 대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으며, 규모

의 경제효과도 약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3.4. 사회성 평가 관련 연구

허 장(2005)은 미국에서 개발된 대안-관행농업 패러다임(ACAP)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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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 측정지표들을 사용하여 한국의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사회적 특

성을 분석하였다.

3.5. 환경성 경제성 사회성 통합적 평가 관련 연구 

김창길 등 6인(2011)은 지열히트펌프와 유기농업을 대상으로 환경적 성

과와 경제적 성과의 비율인 생태효율성 개념을 도입하여 환경성과 경제성

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유기농가를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

(Data Enveloped Analysis: 이하 DEA)기법을 통해 환경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기술효율성을 분석하였다.

De Koijer et al(2002)은 비모수적 DEA방법을 이용하여 농업 생산의 지

속가능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네덜란드의 사탕무 생산 농가를 대

상으로 기술적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 양립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농가의 평균 기술적 효율성이 50% 수준임을 보였으며, 기술적 효

율성과 환경성을 함께 고려한 지속가능 효율성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

을 발견하였다.

3.6. 농업용수관리 관련 연구 

김홍상 등(2004)은 농업용수 관리조직의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살폈으며,

이를 통해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농업·

농촌 환경의 변화와 농업용수 관리 국제적 규범의 변화를 고려하여 농업용

수 및 수리시설 관리체계 개편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박석두 등(2010)은 수자원 및 농촌용수의 수급 전망, 농업용 수리시설의 

현황과 과제, 농촌용수와 수리시설의 이용 및 관리체계 등을 검토·분석함

으로써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편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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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기존의 지속가능 농업 연구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예

산 활용의 비효율성이 있다.

농법, 농업용수 등을 포함하여 지속가능 농업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연구

한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친환경농업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연구만 

이루어진 바 이 연구는 종합적 접근의 지속가능 농업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

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기존의 연구는 지속가능 농업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단기적이고 부분

적인 접근을 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이며 단계적인 대

안을 실효성 있게 제시할 계획이다.

이 연구는 그동안 이루어진 지속가능 농업, 친환경농업 정책평가, 농업

환경지표개발 등 지속가능 농업 분야의 일련의 연구를 종합하는 연구로 실

태 진단과 분야별 실증분석을 기초로 지속가능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

전과 기본방향, 실천전략을 제시하게 된다. 특히 국내외 관련 전문가와의 

협동연구(세부과제 및 원고위탁 등)를 최대한 활용하여 연구 성과를 극대

화하도록 하였다.

4. 연구 방법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 연구를 위해 우선 국내외 관련 분야의 학술

문헌을 검토하였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

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연구기관 등에서 이루어진 발간물

과 연구보고서를 검토하였다. 이 분야의 해외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의 주요 국가와 OECD, UN, FAO 등 국제기구의 관련 문헌

도 검토하였다.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환경성, 경제성, 사회성 측면에서의 실증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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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첫째,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변동조사 자료를 기초로 토양 및 수자원 환경 

변동 실태를 분석하였다.

둘째, 토양검정자료를 기초로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토양 변동성 요인을 

분석하였다.

셋째, 농업부문의 물질균형 투입-산출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양분

수지 실태를 분석하였다.

넷째, 생산성과 환경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벼 패널자료를 기초로 

벼 생산함수를 추정하였다.

다섯째, 경제성과 환경성의 양립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쌀 생산비조사자

료를 기초로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적용하였다.

여섯째,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 실

천농가를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방법을 활용하였다.

일곱째, 지속가능 농업 육성을 위한 자금투자의 농업부가가치 제고 기여

도를 동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거시계량경제 구조모형에 의한 분석을 시

도하였다.

지속가능 농업의 실증분석 및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 벤치마킹을 위해 

이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가 축적된 OECD 국제기구 회의에 참석하여 주제

발표와 관련 분야 전문가를 만나 심층면담조사를 하였다(2013. 11. 3~7).

또한 중국 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에서 개최된 생태농업 관련 국제세

미나에 참석하여 한국의 지역단위 자원순환 친환경농업 사례에 대해 발표

하고, 자원순환농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하였다(2013. 10. 15~17).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 관련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내외 심포

지엄에 참석하였다.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농

촌진흥청 담당자 간 정책워크숍을 개최하였다(2013. 7. 3., 농업관측센터 

세종상황실). 2년차에는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 전략 도출을 위한 국

내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관련 국제적 전문가 초청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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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고서의 구성  

본 연구는 <그림 1-1>의 연구 흐름도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실태 진단과 분야별 실증분석을 기초로 지속가능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전과 기본방향, 실천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국내외 관련 전문가와의 협

동연구(세부과제 및 원고위탁 등)를 최대한 활용하여 연구 성과를 극대화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 연구의 1

년차 연구로 실증분석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연구의 내용을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연구목적과 범위, 선행연구 검토, 연구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지속가능한 농업의 

의미와 이론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실증분석으로 토양 및 수자원 변동성 

분석, 물질균형 투입-산출 양분수지 분석모형을 이용한 농경지의 양분수지

분석을 하였으며, 생산성과 환경성의 관계 분석을 위한 벼 생산함수 추정,

환경성 및 경제성의 통합분석을 위한 자료포락분석 적용 등을 제시하였다.

또 지속가능 농업의 사회적 요소, 사회적 조건 등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

성 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속가능 농업 육성을 위한 자금투자의 농업부가가치 제고 

기여도 분석 결과를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제5장에서는 지속가능 농업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과 주요국의 정

책 사례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6장에서는 요약과 결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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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1년차 연구 흐름도

지속가능 농업 개념‧이론 체계화 지속가능성과 SD의 개념 정립지속가능 농업 이론 체계화지속가능 농업 지표 체계화

지속가능 농업시스템 유형화관련 정책수단의 체계화

∙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
  √ 전략수립의 비전과 기본 방향 제시
  √ 단게별 실행 프로그램 제시
  √ 관련 주체별 역할 분담과 실천전략 제시





지속가능한 농업의 개념 및 이론 제2장

지속가능한 농업은 국내외적으로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으며, 대체적으

로 환경성, 경제성, 사회성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지속가능한 농업 관련 분야의 문헌을 기초로 지속가능성의 의미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론적 검토, 지속가능성의 유형 등 지속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지속가능한 농업의 철학적 배경

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환경성, 경제성, 사회성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정의하고 일반관행농

업과 비교하였다.

1.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1.1.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대한 논의과정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 과정을 보면 1972년 UN회의의 환경선언,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1992년 UN환경개발회의(UNCED)의 

리우선언,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Rio+10,

201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Rio+20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

의되었다.

1987년 WCED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미래세대가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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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를 충족하는 능력을 훼손함이 없이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

발”로 정의하였다(UN 1987). 즉, 세대 간 형평성과 세대 내의 형평성을 강

조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인간과 자연의 공생(symbiosis), 개발과 보전

의 조화(harmony), 보전과 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prosperity), 현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equity)을 중요하게 다룬다.

1.2. 지속가능성의 의미

지속가능성은 생태계가 생태의 작용과 기능, 생물다양성, 생산을 미래에

도 유지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의미하며,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지속가능

성으로 나누어 접근한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생태용량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생태적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개발과 생물 다양성의 보

호, 환경용량의 제약, 천연자원의 보전 등을 중시한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사회적 정의, 기회균등, 사회적 불이익으로부터의 

보호, 미래세대의 발전가능성, 계층 간 형평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다. 경제

적 지속가능성은 성장의 지속성은 충분하고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장기적

으로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 확립을 전제로 한다.

1.3.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론적 검토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적 개념은 자연환경자원의 자기생산 능력 범위 

내에서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발전 속도를 이 범위 

내로 한정시킬 수 있다면 지속가능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입

장이다. 자연환경자원의 자기재생산능력과 경제발전에서 얻을 수 있는 효

용을 기초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최적문제를 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Hanley, Shogren and Whit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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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y
⌠
⌡

T

o
u(y)e -rtdt, T → ∝ ················································ (1)

s. t. : dx/dt = f(x) - y ······························································· (2)

여기서 x는 환경 스톡, y는 개발 플로우

u(y)는 개발효용함수, f(x)는 환경재생산함수

r은 개발효용의 사회적 할인율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택하는 최적화 문제는 식 (2)의 환경 스톡에 대한 

축적방정식을 제약조건으로 하여 식 (1)의 사회적 목적함수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개발 과정을 선택하는 미분방정식 제약 하에서 시간적분치 최대

화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

1.3. 지속가능성의 유형

자연환경자원의 자기재생산능력의 가능범위 내에서 개발이라는 방침은 경

제성장이론에서 자본이론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개

개의 시점의 세대가 다음 세대로 자본과 스톡을 감소시키지 않고 변화경로를 

가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Pearce and Atkinson 1998).

dK/dt ≥ 0 ····················································································· (3)

K = K M + K H + K N

여기서 KM : 인공자본(man-made capital)

KH : 인적자본(human capital)

KN : 자연자본(natur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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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지속가능성(weak sustainability)은 총 자본공급량(K)이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 인공자본의 충분한 증가를 전제로 자연자본의 고갈을 허용

하며, 지속가능성에서 자연자본(KN)이 다른 자본에서 대체가능하다는 입

장이다. 강한 지속가능성(strong sustainability)은 자연자본의 감소는 인적

자본이나 인공자본의 증가에 의해 대체될 수 없다는 견해로, 자연자본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과 다른 종류의 자본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으

로 보고 있다.

2. 지속가능한 농업의 개념

2.1. 지속가능한 농업의 철학적 배경

지속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은 생명의 순환원리와 공생의 원

리에 철학적 기초를 두고 있다. 인간과 자연은 대기 물 에너지 등을 끊임없

이 상호교환함으로써 공생유지, 즉 인간은 자연의 정복자가 아니고 공생자

라는 시각에서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한다. 농업은 자연의 힘과 인간

의 힘이 결합된 산업으로서 자연생태계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친

환경농업은 공존공생의 원리와 생명 순환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2.2. 지속가능한 농업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정의

미국 농업법(Farm Bill 1990)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생산력을 가지

며, 경쟁력이 있으며 수익성이 있고 천연자원을 유지하여 환경을 보전하

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을 증진시키는 농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는 저투입 지속가능한 농업을 “자원의 재생산과 재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농약 화학비료의 투입량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지



지속가능한 농업의 개념 및 이론  15

역자원과 환경을 보전하며, 일정의 생산력과 수익성 확보와 더불어 보다 

안전한 식료생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농법체계”로 정의하고 있다(USDA

2000). FAO(1988)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토지, 물, 곡식 및 동물의 유

전자원을 보전하여, 환경적으로 천연자원을 악화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적

절하며,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한 농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미국 농무부는 지속가능 농업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SARE 2012)

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수익성, 환경보전, 삶의 질 향상 등 세 가지 중심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수익성 제고를 위한 직거래와 지역사회 지원 및 마

케팅 기술 활용, 생태적 병해충과 잡초관리 보전경운 피복작물 양분관리 

등을 통한 환경보전, 지역사회 고용창출을 통한 농가와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 등의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농업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존속 가능하고, 사

회적으로 수용 가능한(environmentally sound, economically viable, and

socially acceptable) 농업을 의미한다. 즉, 환경성,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을 

균형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관행농업은 환경성과 사회적 수용성 측면보

다는 보다 경제성에 비중을 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그림 2-1>.

그림 2-1. 지속가능한 농업의 개념도

환경성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

지속가능한 농업

관행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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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은 환경적 압박에 대한 복원능력으로 볼 수 있

으며, 농업시스템이 지속가능 농업시스템이라면, 환경적 압박을 받아(t1)

일시적으로 수확량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생산성이 

회복된다고 보았다. 지속가능한 농업은 환경적 압박을 받더라도(t1) 손실이 

적으며, 이후 이전 수준의 수확량을 회복하게 된다(t2).

생산성 제고를 주요 목표로 한 관행농업시스템은 인공적인 환경조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 환경조건이 변화하면 수확량은 크게 떨어진

다. 관행농업은 초기에 높은 수확량을 보이나 환경적 압박을 받을 경우(t1)

수확량이 크게 떨어지고, 이후 회복하더라도 이전 수확량에 이르지 못하

게 된다(t2).

그림 2-2. 지속가능 농업과 관행농업의 지속가능성 비교

농법 적용과 관련하여 <그림 2-3>에서 관행농업은 ABCD의 경로로 시

간과 함께 산출 또는 수익이 저감하는 경로로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

업은 FBG의 경로로 산출 또는 수익은 시간적으로 안정되고 지속적이다.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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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시스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CK 경로

와 같이 산출 또는 수익은 한층 저감되나,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KDLG의 

경로와 같이 산출 및 수익성이 높아져 안정적인 지속가능한 농업의 경로에 

도달하게 된다.

그림 2-3.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을 통한 수확량 회복

농업의 지속가능성 개선 방법으로는 생산 측면에서 종합양분관리, 종합

병해충관리, 효율적인 농업용수 이용, 보전경운, 작물피복, 최적관리기법

(BMP) 적용 등을 들 수 있다. 사업 및 마케팅 측면에서 농장경영의 다각

화, 틈새시장과 직거래, 시장차별화 등 마케팅 기법 등을 활용한다.

지역사회 측면에서 지역사회지원농업, 농장-학교연계 프로그램, 농촌관

광 등을 들 수 있다.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 적용되는 변혁적 접근법

(transformative approach)은 공통적이고 통합된 비전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계전문가와 시민사회의 협력적 노력, 새로운 시장과 법적 체계의 개발과 

장려, 조건변화에 대응하여 복원력과 적응력을 높이는 시스템 특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등을 포함한다.





지속가능 농업의 실증 분석 제3장

지속가능한 농업에 관한 실증분석은 설득력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시스

템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본 보고서의 1차연도의 중요한 

연구 목표이기도 하다. 실제로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론이 동원

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에 관한 실증분석으로 토양 및 

수자원 변동성 분석, 물질균형 투입-산출 양분수지 분석모형을 이용한 농

경지의 양분수지분석을 하였으며, 생산성과 환경성의 관계 분석을 위한 벼 

생산함수 추정, 환경성 및 경제성의 통합분석을 위한 자료포락분석 적용 

등을 제시하였다. 또 지속가능 농업의 사회적 요소, 사회적 조건 등 지속가

능한 농업의 사회성 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1. 환경적 측면의 분석

1.1. 토양 변동성

1.1.1. 토양 변동성의 실태1

1 토양 변동성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

업환경변동조사사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국립농업과학원 2012). 농업환경변동

조사사업은 친환경농업의 일환으로 1998년 농림부에서 제정한 친환경농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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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은 적절한 생태계 관리와 농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한다. 환경성과 경제성이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토양관리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토양의 변동성에 대

한 과학적인 진단과 평가가 필요하다. 토양의 화학성은 토양산도(soil

acidity)2 , 유기물(oil organic matter)3, 유효인산(available phosphate)4, 치

환성양이온(exchangeable cation)5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의 지표를 통

해 평가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변동조사사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논, 밭, 과수원, 시

설재배지 등 토양별로 토양환경변화 실태를 분석하였다(<그림 5, 표 1>).

분석 결과, 논 토양은 토양산도, 유기물, 치환성 칼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유효인산은 적정범위 평균을 1.3배 초과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밭 토양의 경우 토양산도, 유효인산, 치환성마그네슘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유효인산은 적정범위 상한보다 1.4배 높고, 치환성칼륨은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과 밭의 경우 화학비료가 많이 이용되었던 1980년대에 

유기물의 비중이 가장 낮았으나 이후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

는 화학비료 사용량이 줄고, 친환경재배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 제 3조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1999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본 사업 수행으로 농업생산자원인 토양과 물, 미생물의 질적 관리, 그리

고 비료사용체계 개선 및 농업 환경오염과 관련한 모니터링으로 농경지에 대

한 토양개량의 정책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의 지속성과 농산물의 안전

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흙토람<soil.rda.ro.kr/>, 토양환경정

보시스템).
2 토양의 산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pH 1~14까지 분포한다. pH 7인 중성을 기준으

로 하여 이보다 낮으면 산성, 높으면 알칼리성이라 한다. pH로 표시한다.
3 토양에 존재하는 유기물이며, 여러 가지 미생물에 의해 분해 작용을 받아 원조

직이 변질하거나 합성된 갈색 또는 암갈색의 일정한 형태가 없는 교질의 복잡

한 물질이다.
4 식물 양분으로 쉽게 흡수, 이용되는 인산을 말한다.
5 토양의 알갱이에 흡착되어 있는 양이온으로 토양 용액 중에 있는 양이온과 치

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K+ , Ca+², Mg+²,

Na+ 등이 있다. 치환성염기(置換性鹽基)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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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토양의 경우 토양산도, 유기물, 치환성마그네슘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토양산도, 유기물, 치환성마그네슘은 적정범위에 속한다. 유효인산은 

적정범위 상한선보다 2.1배 높고, 치환성 칼륨과 칼슘은 각각 1.7배, 1.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재배지 토양의 경우 치환성칼슘은 크게 증가하

였고, 산도와 유기물은 다소 증가하고, 토양산도는 적정범위에 속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시설재배지 토양의 유기물은 1.2배, 유효인산은 2.1배 높고,

치환성칼륨은 1.9배, 치환성칼슘은 1.5배, 치환성마그네슘은 1.4배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연차별 주요 화학성 변화(토양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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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요 화학성 변화는 토양변동자료(농업기술원 사업)를 기준으로 살펴봄.

자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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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연차별 화학성 현황(토양별)

구 분
산도
(pH)

유기물
(g/kg)

유효인산
(mg/kg)

치환성양이온(cmolc/kg)

칼륨 칼슘 마그네슘

논

’64∼’68 5.5 26 60 0.23 4.5 1.8

’76∼’79 5.9 24 88 0.31 4.4 1.7

’80∼’89 5.7 23 107 0.27 3.8 1.4

’90 5.7 27 101 0.32 4.3 1.5

’95 5.6 25 128 0.32 4 1.2

’99 5.7 22 136 0.32 4 1.4

’03 5.8 23 141 0.3 4.6 1.3

’07 5.8 24 132 0.29 4.7 1.3

’11 5.9 26 131 0.3 5.1 1.3

적정범위 5.5∼6.5 25∼30 80∼120 0.25∼0.30 5.0∼6.0 1.5∼2.0

밭

’64∼’68 5.7 20 114 0.32 4.2 1.2

’76∼’79 5.9 20 195 0.47 5 1.9

’85∼’88 5.8 19 231 0.59 4.6 1.4

’92∼’93 5.5 24 538 0.64 4.2 1.3

’97 5.6 24 577 0.8 4.5 1.4

’01 5.9 24 547 0.81 5.8 1.6

’05 5.9 25 567 0.81 6.2 1.7

’09 6.2 24 679 0.79 5.9 1.8

적정범위 6.0∼6.5 20∼30 300∼500 0.5∼0.6 5.0∼6.0 1.5∼2.0

과
수
원

’93 6 22 444 0.75 4.9 1.3

’94 5.5 29 762 0.83 5.1 1.4

’98 5.7 29 780 0.82 5.8 1.5

’02 5.9 23 589 0.96 5.8 1.7

’06 5.9 27 696 0.94 6.7 1.8

’10 6.3 29 636 1 6.5 1.9

적정범위 6.0∼6.5 25∼35 200∼300 0.3∼0.6 5.0∼6.0 1.5∼2.0

시
설

’91∼’93 6 31 861 1.07 5.9 1.9

’95 6.2 30 1,053 1.22 6.7 2.5

’96 6 35 1,092 1.3 6 2.5

’00 6.3 34 975 1.6 7.7 3.4

’04 6.4 35 947 1.71 9.5 3.6

’08 6.4 35 1,072 1.52 10.4 3.4

’12 6.6 37 1,049 1.58 10.6 3.3

적정범위 6.0∼7.0 25∼35 350∼500 0.7∼0.8 5.0∼7.0 1.5∼2.5

주: 과거 자료는 토양검정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논의 경우 1999년 이후, 밭의 경우 
2001년 이후, 과수원의 경우 2002년 이후, 시설재배의 경우 2000년 이후는 토양 
변동 자료를 이용하였음.

자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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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토양검정 자료 조사 지점 수(2012년 기준)

단위: 지점 수

구분 산도 유기물 유효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밭 64,706 64,668 64,182 64,603 64,640 64,634

무 농 약 6,703 6,703 6,702 6,703 6,703 6,703

유 기 농 1,469 1,469 1,469 1,469 1,469 1,469

자체채취 16,116 16,060 15,600 16,052 16,055 16,052

전 략 40,418 40,436 40,411 40,379 40,413 40,410

시설재배지 11,236 11,233 11,235 11,231 11,232 11,230

무 농 약 1,328 1,327 1,328 1,328 1,328 1,328

유 기 농 394 394 394 394 394 394

자체채취 5,361 5,359 5,360 5,357 5,358 5,356

전 략 4,153 4,153 4,153 4,152 4,152 4,152

주: 자체채취는 농가가 자발적으로 토양을 채취하여 기술센터에 의뢰한 지점을,

전략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작목 지점을 말한다.

자료: 국립농업과학원 내부 자료(2013).

토양검정 자료를 이용하여 토양변동성 요인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토

양검정 자료에 대해 살펴보면, 이 자료는 농가들의 토양검사 의뢰를 받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을 실시함으로써 얻어진다. 국립농업과학

원 토양비료과 내부 자료에 의해 2012년 기준 경지이용에 따른 토양검정 

유형을 살펴보면, ‘GAP’, ‘토양개량제’, ‘기타’, ‘농가의뢰’, ‘무농약’, ‘유기

농’, ‘자체채취’, ‘전략’, ‘직불’, ‘친환경’ 등으로 구분된다. 2012년 전체 토

양검정 수는 유기물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59만 4,346건이었다. 국립농업

과학원 전문가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들 가운데 친환경농업을 가장 잘 나

타내고 있는 유형은 ‘무농약’과 ‘유기농’으로 나타났고, 일반 관행농업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유형은 ‘자체채취’와 ‘전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네 가지 유형에 대해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토양변동성을 비교적 잘 살

펴볼 수 있는 밭과 시설의 조사지점 현황을 보면, 밭의 경우 산도 6만 

4,706개, 유기물 6만 4,668개, 유효인산 6만 4,182개 등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의 경우 산도에 대해 1만 1,236개, 유기물 1만 1,233개, 유효인산 1만 

1,235개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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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과 시설재배지의 화학성을 비교한 결과, 모두 시설의 수치가 밭에 비

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산도의 경우 밭은 6.2pH인데 비해 시

설은 6.7pH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기물의 경우 밭은 25.3g(/kg)인데 비해 

시설은 27.1g(/kg)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효인산의 경우도 밭 449mg(/kg)에 

비해 시설이 693mg(/kg)으로 높게 나타났다. 치환성양이온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도 시설재배지가 밭 토양보다 약간씩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밭과 시설의 화학성 비교

산도
(pH)

유기물
(g/kg)

유효인산
(mg/kg)

칼륨
(cmolc/kg)

칼슘
(cmolc/kg)

마그네슘
(cmolc/kg)

밭 6.2 25.3 449 0.74 6.2 1.8

무농약 6.0 24.6 334 0.65 5.3 1.8

유기농 6.2 32.3 414 0.74 6.1 2.0

자 체 6.2 24.4 432 0.67 5.9 1.8

전 략 6.2 25.5 475 0.79 6.4 1.8

시설재배지 6.7 27.1 692 1.11 9.2 3.1

무농약 6.4 29.6 578 1.04 8.3 3.0

유기농 6.5 33.6 679 1.07 9.6 3.4

자 체 6.7 24.5 646 1.05 9.4 3.2

전 략 6.7 29.1 789 1.20 9.2 3.0

총 합 계 6.2 25.6 485 0.80 6.6 2.0

자료: 국립농업과학원 내부 자료(2013).

이제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의 토양변동성을 비교하기 위해 각 지점 수

를 가중치로 하여 유기와 무농약을 합산하여 친환경으로, 자체와 전략을 

합산하여 일반 관행농업으로 각각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산도의 경우 밭과 

시설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이 6.0pH, 6.4pH인데 비해 일반관행농업이 

6.4pH, 6.7pH로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관행농업 재배지가 화학

비료 사용량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기물의 경우 밭과 시설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이 26.0g(/kg), 30.5g(/kg)인

데 비해 일반관행농업이 25.2g(/kg), 26.5g(/kg)로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친환경농업이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대신 볏짚, 가축분뇨 등의 유기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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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친환경농업과 일반 관행농업의 화학성 비교(밭, 시설)

1.1.2. 토양변동성 요인 분석

가. 추정모형 및 방법

2012년 토양검정 자료를 기초로 토양변동성 요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토

양변동성의 대표적인 지표는 토양에 함유된 유기물(oil organic matter:

OM)로 설정하였다. 유기물은 토양에 존재하는 유기물이며, 여러 가지 미

생물에 의해 분해 작용을 받아 원조직이 변질하거나 합성된 갈색 또는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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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의 일정한 형태가 없는 교질의 복잡한 물질을 말한다. 토양에 함유된 

유기물 함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농업 형태, 토지 이용, 지역, 유효인

산 등이 있다.

여기서는 농업 형태에 따른 유기물함량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

서 농업 형태는 친환경농업과 일반농업 두 가지를 말한다. 유기물 함량은 

다음과 같이 농업 형태, 토지 이용, 지역, 유효인산 등의 변수에 의해 결정

되는 것으로 설정한다. 즉 유기물함량 함수는 다음과 같다.

OM t=f(EFA, PA,LNADUSE,REGION) ····································· (4)

단, OM t는 t 조사지점의 유기물함량(g/kg), EFA는 농업 형태를 나타내

는 더미변수로 1은 친환경농업, 0은 일반농업을 나타낸다. PA는 유효인산 

함유량(mg/kg)을 나타내며, LNADUSE는 토지 이용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로 1은 시설재배, 0은 밭을 나타낸다. REGION은 지역을 나타내는 더미변

수로 1은 전남지역, 0은 그 이외 지역을 나타낸다.

유기물함량 함수 추정을 위한 구체적인 모형은 양대수(logarithm) 형태

를 취한다. 즉, 다음과 같은 형태의 식을 가정한다.

ln ln ········· (5)

그리고 유기물함량 모형은 OLS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회귀분석을 수행

하기 위해 Eviews Ver.7을 이용하였다.

나. 분석자료

유기물함량 함수 추정을 위해 이용된 자료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

원 토양비료과의 내부 자료이며,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성한 2012년 토

양검정자료를 활용하였다.

각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3-4>와 같다. 전체 표본(지점)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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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08이고, 먼저 OM의 평균값은 25.609g(/kg), EFA는 0.131, PA는 

484.945, LANDUSE는 0.149, REGION는 0.248로 각각 나타났다.

표 3-4. 기초통계량 분석

구 분 OM EFA PA LANDUSE REGION

평균 25.609 0.131 484.945 0.149 0.248

중앙값 22.000 0.000 394.000 0.000 0.000

표준편차 17.839 0.338 449.834 0.356 0.432

표본수 75,408 75,408 75,408 75,408 75,408

주: 농업 형태(EFA), 토지 이용(LANDUSE), 지역(REGION)은 실제값이 아닌 설정

된 더미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임.

다. 분석자료

유기물함량 함수의 추정결과, 조정된 R 2는 0.415로 나타났고, D/W 통

계량은 2.378로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물(OM)

함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농업 형태, 유효인산, 토지 이용 등이 유의하

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낮

게 나타났다.

농업 형태의 반응계수는 1.435로 농업 형태가 유기물 함량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환경농업이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데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화학비료를 이용하는 일

반농업에 비해 유기질 비료를 이용하는 친환경농업이 토양을 비옥하게 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효인산의 반응계수는 0.009로 유효인산이 유기물 함량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분을 이용할 경우 유기물 함량도 높이지만 유효인산의 

함량도 높이기 때문에 유기물 함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토지 이용의 반응계수는 1.949로 토지 이용이 유기물함량에 유의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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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토지 이용에 있어 시설재배가 밭작물에 비

해 양분이 집약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유기물 함량에 양(+)의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보인다.

표 3-5. 유기물함량에 미치는 요인분석

변수 계숫값 표준오차 t-통계량
Adj R2

표본수

C 20.541*** 0.169 121.673

Adj
R2=0.415
Num=
75,408

D/W=2.378

EFA 1.435*** 0.270 5.317

PA 0.009*** 0.000 79.834

LANDUSE 1.949*** 0.231 8.430

REGION 0.296 0.316 0.935

AR(1) 0.625*** 0.003 219.443

주: ***는 1% 수준에서 해당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라. 시사점

유기물함량 함수의 추정결과, 농업 형태, 유효인산, 토지 이용 등이 유의

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이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데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향후 친환경농업을 포

함한 지속가능 농업의 적극적인 추진은 토양의 비옥도 제고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유효인산의 반응계수가 유기물 함량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는데 

이는 축분을 이용할 경우 유기물 함량을 높이지만 유효인산의 함량도 높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업이 축분을 이용하여 비옥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녹비작물 재배 등을 통해 유효인산을 낮추는 비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토지 이용에 있어 시설재배가 양분이 집약적으로 투입되기 때

문에 유기물 함량에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만약 과잉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향후 적정 수준의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

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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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자원 변동성

1.2.1. 수질 변동6

수질 변동은 pH로 나타내는 수소이온농도(Hydrogen Exponent Value)7,

용존산소량(Dissolved Oxygen: DO)8,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 BOD)9, 화학적 산소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 COD)10,

총인(Total Phosphorus: T-P)11, 부유물질(Suspended Solid: SS)12 등의 지

표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최근 10년 동안 하천수 수질은 농업용수 수질

기준(환경정책기본법, 생활환경기준 IV등급)에 적합하여 양호한 수준이었

다. SS를 비롯한 COD와 T-P는 과거에 비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과거에 비해 농경지의 양분관리가 잘 이루어져 외부 수질환경에 미치

는 영향이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표 3-6>.

6 수질변동의 실태자료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업환경변동조사

사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제시되었다(국립농업과학원 2012).
7 수질의 산성 및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중의 수소이온농도([H

＋]로 표시)의 역수의 대수를 말한다.
8 물 속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의 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맑은 강물에는 보통 5.7

∼10ppm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9 하천, 호수, 해역 등의 자역수역에 도시폐수, 공장폐수가 방류되면 그 중에 산

화되기 쉬운 유기물질이 있어서 자연수질이 오염된다. 이러한 유기물질을 수

중의 호기성 세균(好氣性 細菌)이 산화하는 데 소요되는 용존산소의 양을 mg/l

또는 ppm으로 나타낸것이다.
10 폐수 중의 유기물을 산화제(K2Cr2O7 등)로써 산화할 때 소비되는 산소량을 말

한다.
11 하천, 호소 등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물 속에 포함된 인의 총

량을 말한다.
12 입자 지름이 2mm 이하로 물에 용해되지 않는 물질을 일컫는 말로 오염된 물

의 수질을 표시하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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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연도 간 하천수 수질 변동

단위: mg/L

구분 pH DO BOD CODMn T-P SS

2001 7.6 9.2
1.7

(‘03)

3.7

(‘03)

0.09

(‘05)

21.3

(‘03)

2011 7.6 9.1 1.8 3.1 0.06 7.1

적정범위 6.0-8.5 2 이상 8.0 9.0 0.30 100.0

주: 전북, 경남, 제주의 조사 자료 없음.

자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2012).

표 3-7. 지역별 하천수 수질 현황(2011)

단위: mg/L

구 분 pH DO BOD CODMn T-P SS

전국 7.6 9.1 1.8 3.1 0.06 7.1

경기 7.5 7.7 1.2 3.6 0.09 12.4

강원 7.3 8.48 1.9 2.4 0.05 6.8

충북 7.6 9.0 1.0 2.8 0.03 5.7

충남 7.5 10.1 1.8 3.6 0.08 7.0

전남 7.4 9.2 1.4 3.0 0.08 2.9

경북 7.9 9.3 1.3 3.1 0.06 3.7

적정범위 6.0-8.5 2 이상 8.0 9.0 0.30 100.0

주: 전북, 경남, 제주의 조사 자료 없음.

자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2012).

지하수 수질 변동은 수소이온농도는 전기 전도도(Electrical Conductivity:

EC), 질산성 질소(NO3-N), 염소이온(Cl-)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최근 10

년 동안 지하수 수질은 농업용수 수질기준(지하수법)에 적합하여 양호한 

수준이었다. EC와 Cl- 농도는 10년 전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아지는 경향

이었고, NO3-N 농도도 2006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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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연도 간 지하수 수질 변동

단위: mg/L

구 분 pH EC(dS/m) NO3-N Cl-

2000 6.7(’02) 0.51 6.17 28.6

2011 6.9 0.27 6.06 21.2

적정범위 6.0-8.5 - 20 250

주: 전북, 경남, 제주의 조사 자료 없음.

자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2012).

표 3-9. 지역별 지하수 수질 현황(2011)
단위: mg/L

구 분　 pH EC(dS/m) NO3
-N Cl-

전국 6.9 0.27 6.06 21.2

경기 6.6 0.28 7.91 21.4

강원 6.6 0.26 5.83 15.0

충북 6.7 0.27 6.69 18.1

충남 6.8 0.32 8.70 24.4

전남 6.4 0.29 5.51 24.5

경북 6.9 0.30 3.58 21.2

제주 7.8 0.18 4.80 16.4

적정범위 6.0-8.5 - 20 250

주: 전북, 경남의 조사 자료 없음.

자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2012).

전국의 담수호와 저수지에 대한 농업용수 수질측정 결과에 따르면, 2006

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질이 악화되어 왔으며, 농업용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수질의 저수지가 매년 증가하여 왔다. 기준치 이내의 저수지도 수질 최고 

등급인 COD 2㎎/L 이하의 la등급13(매우 좋음)은 2007년 이후 전무하여,

13 수질 기준은 COD(㎎/L)를 기준으로 측정하며 la(2 이하), lb(3 이하), II(4 이하),

III(5 이하), IV(8 이하), V(10 이내), VI(10 초과)등의 등급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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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우리나라 수자원 총량 및 이용 현황

자료: 국토해양부(2011).

기준치 이내 최저 등급인 IV등급(COD 8㎎/L 이하)의 경우 2006년 153개,

2007년 168개, 2008년 198개, 2009년 326개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시설 중  

20.0%, 수혜면적 기준 29.8%, 유효저수량 기준 20.7%가 농업용 수질 기준

도 준수하지 못하는 심각한 수질 악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2.2. 농업용수 수요량

농업용수는 농사에 필요한 물로 주로 논과 밭에 필요한 관개용수를 지칭

하나, 농약살포, 축산용수 등 농업활동에 필요한 용수 등도 포함된다. 주로 

농업생산에 있어서 물은 필수적인 생산요소로, 특히 관개농업에 의한 식량

생산의 경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한 농업용수를 필요로 한다.

평상 시 유출
193(15%)

홍수 시 유출
5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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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농업용수 수요량 전망(2007～2020)

단위: 100만 ㎥/년

구 분 2007 2011 2016 2020

고수요

계 15,910 16,085 15,789 15,903

논용수 12,709 12,969 12,657 12,773

밭용수 2,944 2,867 2,886 2,883

축산용수 257 249 246 247

기준수요

계 15,910 15,609 15,396 15,400

논용수 12,709 12,525 12,326 12,349

밭용수 2,944 2,836 2,826 2,806

축산용수 257 248 244 245

저수요

계 15,910 15,444 15,022 14,895

논용수 12,709 12,387 12,012 11,924

밭용수 2,944 2,810 2,768 2,728

축산용수 257 247 242 243

자료: 국토해양부(2011).

우리나라의 수자원 부존량(2003년 기준)은 1,297억 ㎥으로 추정되며, 수자

원을 용도별로 보면, 하천유지용수가 75억 ㎥로 총 수자원 이용량의 22%를 

차지하고, 생활용수가 76억 ㎥로 23%를 차지하며, 공업용수가 26억㎥로 8%

를 차지한다. 농업용수는 160억 ㎥로, 47%를 차지한다(국토해양부 2011).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에 따르면 농업용수 수요량은 논용수 수요량

과 밭용수 수요량, 축산용수 수요량의 합이다. 각 용수별 수요량을 추산하

여 2020년까지 농업용수 수요량을 전망할 수 있다.

농업용수 수요량을 추산하기 위하여 연구원의 농업전망 2009에서 제시된 

2019년 경지면적 전망인 164만 5,000ha(2020년 경지면적인 163만 8,000ha이

고 이 중 논은 96만 3,000ha, 밭은 67만 5,000ha임)를 기준으로, 고수요는 기

준 시나리오의 경지면적에서 3.5% 증가, 저수요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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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14.

농업용수의 수요량은 경지면적 감소로 인해 2020년에 현재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농업용수 수요량은 현재 전체 용수 이용량의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전체 수자원 이용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의 빈발로 물 

부족 대처능력이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1900년대 이후 5~10년마다 극심한 

가뭄을 경험하고 있으며, 1990년 이후에는 지역에 따라 2~3년마다의 크고 

작은 가뭄과 7년 주기의 극한가뭄이 발생하고 있다(수자원 장기종합보고

서 2011). 따라서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도 농업용수의 

지속적인 확보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2.3. 작물별 농업용수 수요량15

작물별 농업용수 수요량은 물발자국 개념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물

발자국은 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의 양을 의미하는 것

으로 녹색(green)·청색(blue)·회색(grey) 물발자국으로 구분하여 산정되고 

있다. 녹색 물발자국은 작물 생육 기간 동안 공급되는 강우량을 의미하며 

청색 물발자국은 인위적으로 공급되는 관개수량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회색 물발자국은 오염을 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수량을 의미한다.

국내 논벼의 물발자국 경우 녹색 물발자국의 전국 평균은 약 522㎥/t, 청

색 물발자국의 경우 약 885㎥/t, 회색 물발자국의 경우 약 48.5㎥/t로 나타

났다. 지역별 물발자국을 비교한 결과 기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남지역의 

물발자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물 사용량 역시 논벼 지역의 재배

규모가 큰 전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 고수요 및 저수요는 1998~2007년의 경지면적 감소율 7.0%를 고려하여 ±3.5%

로 하였다.
15 김윤형 등(2012)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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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논벼의 지역별 연평균 물 사용량(2004∼2009)

단위: 백만 ㎥/년

지역

물 사용량
(증발산량 + 오염 희석량)

침투량 및 토양
잔여수분량 전체

물 사용량
녹색 청색 회색 합계 녹색 청색 합계

강원 86.3 125.8 13.6 225.7 72.8 105.5 178.3 404.0

경기 239.8 315.1 33.5 588.4 185.3 241.6 427.0 1,015.4

경남 164.8 314.5 29.5 508.7 128.9 244.7 373.6 882.4

경북 227.2 432.1 40.6 699.9 181.1 340.8 522.0 1,221.8

전남 343.5 692.1 62.8 1,098.4 261.9 518.7 780.6 1,879.0

전북 273.3 469.7 46.0 789.0 212.5 363.6 576.1 1,365.1

충남 343.0 520.5 52.9 916.4 275.0 412.0 687.0 1,603.4

충북 106.1 167.7 16.6 290.3 82.5 126.0 208.5 498.9

기타 81.4 146.9 13.3 241.7 59.1 105.1 164.2 405.9

계 1,865.4 3,184.3 308.9 5,358.6 1,459.1 2,458.3 3,917.3 9,275.9

자료: Yoo et al.(2011).

식량작물의 물발자국을 살펴보면 품목류별로 단위 생산량당 물 소모량

의 차이를 보인다. 두류의 경우 녹두 4085.6㎥/t, 대두 3,346.7㎥/t, 팥 

3,166.9㎥/t 등으로 나타났다. 맥류의 경우 메밀 2,683.1㎥/t, 호밀 1,741.5㎥

/t, 밀 1,060.2㎥/t 등으로 나타났다. 또, 서류의 경우 고구마 370.0㎥/t, 감자 

135.8㎥/t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류, 맥류, 서류 등의 순서로 단위 생

산량당 물을 많이 소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류의 경우 고추의 물발자국이 1,133.4㎥/t으로 타 작물들과 비교하여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물발자국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

과 2005년도의 물 사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 연평균 물 

사용량은 전남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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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식량작물의 물발자국 산정 결과

단위: ㎥/t

작 물
물발자국

녹색 청색 합계

식량작물

맥류

보리 795.9 - 795.9

밀 1,060.2 - 1,060.2

호밀 1,741.5 - 1,741.5

메밀 2,683.1 - 2,683.1

두류

대두 3,346.7 - 3,346.7

팥 3,166.9 - 3,166.9

녹두 4,085.6 - 4,085.6

기타두류 2,553.0 - 2,553.0

기타곡류

수수 2,627.1 - 2,627.1

옥수수 1,039.7 - 1,039.7

기타잡곡 2,010.0 - 2,010.0

서류
고구마 370.0 - 370.0

감자 135.8 - 135.8

표 3-13. 채소류의 물발자국 산정 결과

단위: ㎥/t

작 물
물발자국

녹색 청색 합계

채소

과채류

수박 18.0 93.7 111.7

참외 3.9 92.2 96.1

딸기 3.9 97.7 101.6

오이 8.0 42.8 50.8

호박 68.8 60.6 129.4

토마토 0.8 27.5 28.3

근채류
무 60.5 8.9 69.4

당근 106.9 - 106.9

엽채류

배추 39.5 2.9 42.4

양배추 65.1 - 65.1

시금치 24.1 19.8 43.9

상추 19.7 93.1 112.8

조미채소

고추 1,133.4 - 1,133.4

마늘 432.6 - 432.6

파 229.8 28.5 258.3

양파 90.5 - 90.5

생강 494.9 - 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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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농업수리시설의 실태

우리나라의 농업수리시설 설치는 주로 논 농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는

데, 2011년 기준 수리시설에 의해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수리답은 77만 

2,108ha로 전체 논 면적 95만 9,914ha의 80.4%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 밭(田)에 물 공급이 이루어진 농지(畓)를 논으로 이해하

듯이 논에 대한 관개는 기본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여전히 논의 

약 20%는 수리불안전 상태에 있으며, 10년 빈도로 발생하는 가뭄 시 용

수 공급이 가능한 논은 수리답 면적의 69.6%, 전체 논면적의 56.0%에 

불과하다.

표 3-14. 논 관개용수 공급기관별 수혜면적(2011)

단위: 천ha, (%)

구분
전체
논면적

수리
불안전답

수리답

소계 농어촌공사 시군관할

면적
960

(100.0)

188

(19.6)

772

(80.4)

517

(53.8)

255

(26.6)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2012).

2011년 기준 전체 수리답의 58.2%가 저수지를 통해 농업용수가 공급되

고 있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농업용수 공급 체계는 저수

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천에서 취수하는 양수장(양·배수장 포함)

이 25.0%, 취입보가 9.3%를 차지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관정이 5.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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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수리시설 유형별 수원공 수와 수리답 면적(2011)

단위: 개소, ha, (%)

구 분
수원공 수(개소)

수리답 면적
보조수원공

수혜 면적계 주 보조 부속

저수지 17,505 14,245 3,241 19 449,104.6 (58.2) 48,621.0 ( 9.0)

양수장 6,608 2,605 3,502 501 163,707.9 (21.2) 241,778.1 (44.9)

양배수장 123 62 54 7 29,279.2 ( 3.8) 10,633.9 ( 2.0)

배수장 883 - 481 402 - 71,077.4 (13.2)

보 18,114 9,241 7,728 1,145 72,019.7 ( 9.3) 122,677.9 (22.8)

집수암거 2,713 1,310 1,185 218 10,606.2 ( 1.4) 10,172.6 ( 1.9)

관정 23,622 13,279 10,189 154 39,850.9 ( 5.2) 30,606.4 ( 5.7)

기타시설 - - - - 7,539.3 ( 1.0) 2,623.8 ( 0.5)

합계 68,688 42,792 22,555 3,341 772,107.8(100.0) 538,191.1(100.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2012).

2011년 기준으로 전체 논 면적의 80.4%가 수리답으로 되어 있지만, 실

제 10년 빈도 가뭄에 용수 공급이 가능한 논은 수리답 면적의 69.6%, 전체 

논 면적의 56.0%에 불과할 정도로 최근의 기후변화 등에 대한 대응 능력

이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최근 국지적으로 100년 빈도의 가뭄과 홍수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농업 수리시설의 재해 대응 능력은 거의 

100%의 논이 수리안전답의 형태로 관리되는 일본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2011년까지 약 9만 4,000ha의 밭 기반정비사업이 추

진되는 등 최근 정부의 밭관개 확대 노력이 있지만, 여전히 밭 관개는 전

체 밭 면적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의 기후변화, 재해 증대 등에 대

응하기 위해서는 수리시설의 현대화 및 재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

한편 10년 빈도 가뭄에 용수 공급이 가능한 수리안전답 비율을 관리구

역별로 구분해서 보면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서는 91%인데 비해 지자체

관리구역에서는 26%에 불과하여, 특히 지자체 관리구역의 재해대비 능력 

수준이 심각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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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한발빈도별 관개 면적(2011)

단위: ha, (%)

구 분 계 평년 3년 5년 7년 10년 이상

저수지
449,104.6

(100.0)

70,152.8

(15.6)

28,366.9

(6.3)

9,953.7

(2.2)

4,873.5

(1.1)

335,757.7

(74.8)

양수장
163,707.9

(100.0)

21,597.2

(13.2)

4,792.4

(2.9)

2,000.6

(1.2)

3,519.1

(2.1)

131,798.6

(80.5)

양배수장
29,279.2

(100.0)

1,756.9

(6.0)
-

89.6

(0.3)

813.5

(2.8)

26,619.2

(90.9)

배수장 - - - - - -

보
72,019.7

(100.0)

24,215.9

(33.6)

12,207.7

(17.0)

5,264.2

(7.3)

3,428.9

(4.7)

26,903.0

(37.4)

집수암거
10,606.2

(100.0)

3,818.9

(36.0)

2,624.7

(24.8)

954.9

(9.0)

251.6

(2.4)

2,956.1

(27.9)

관정
39,850.9

(100.0)

11,278.5

(28.3)

5,991.5

(15.0)

8,802.5

(22.1)

219.4

(0.6)

13,559.0

(34.0)

기타시설
7,539.3

(100.0)

7,431.0

(98.6)
- -

84.0

(1.1)

24.3

(0.3)

합계
772,107.8

(100.0)

140,251.2

(18.2)

53,983.2

(7.0)

27,065.5

(3.5)

13,190.0

(1.7)

537,617.9

(69.6)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201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연보 2011.

수리시설의 가뭄 대응 능력이 매우 미흡하다는 문제와 더불어 시설의 노

후화 문제도 심각하다. 현존하는 농업수리시설 중 25.9%가 50년 이상 경과

된 것이고, 우리나라 주요 농업수리시설인 저수지의 경우 67%가 5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의 문제가 심각하다. 수리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시점인 수

리시설 설치 경과 기간 30년을 기준으로 볼 경우 이 기간을 넘긴 수리시설

은 전체 농업수리시설의 56.4%, 주요 농업수리시설인 저수지만을 대상을 

할 경우 무려 94.8%나 된다. 따라서 시설 안전을 위해 저수지의 경우 거의 

모든 시설의 안전을 점검하고 개보수해야 할 상황이다. 수리시설 노후화와 

관련하여 50년 이상 경과된 시설 비율을 관리구역별로 구분해서 보면 농어

촌공사 관리구역에서는 21%이며, 지자체 관리구역에서는 26%로, 관리구역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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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수리시설 유형별·경과연수별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30년 미만
(’82 이후)

30-50년
(’62∼’81)

50년 이상
(’61 이전) 수혜면적

(ha)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계 69,568 100.0 30,323 43.6 21,197 30.5 18,048 25.9 772,107.8

저 수 지 17,505 100.0 904 5.2 4,865 27.8 11,736 67.0 449,104.6

양 수 장 6,608 100.0 3,993 60.4 2,343 35.5 272 4.1 163,707.9

양배수장 123 100.0 79 64.2 31 25.2 13 10.6 29,219.5

배 수 장 883 100.0 811 91.8 60 6.8 12 1.4 -

보 18,114 100.0 3,344 18.5 8,907 49.2 5,863 32.4 72,019.7

집수암거 2,713 100.0 368 13.6 2,212 81.5 133 4.9 10,606.2

관 정 23,622 100.0 20,824 88.2 2,779 11.8 19 0.0 39,850.9

기타시설 - - - - - - - - 7,539.3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201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연보 2011.

농업수리시설의 노후화 문제와 더불어 수리시설의 영세성 문제도 심각

하다. 수리시설의 영세성 문제는 수리시설의 재해 대응 능력 미흡 문제와

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저수지가 영세한 경우 저수 능력 부족 

등으로 가뭄 대응 능력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주수원공 기준 농업수리시

설의 72%(무관개 포함 시 77%)가 물 공급 면적이 10ha 미만밖에 안 될 정

도로 영세한 실정이다. 한편 용 배수로의 총 길이는 185,452km로 조사되

었다. 이 중 용수로 길이는 116,904km(50.5%), 배수로의 길이는 68,548km

(28.1%)로 나타났으며, 전체 용수로 116,904km 중 토공으로 된 길이가 

57,838km(49.5%), 구조물로 된 길이가 59,066km(50.5%)로 조사되었고, 배

수로 68,548km 중 토공의 길이는 49,321km(71.9%), 구조물의 길이는 

19,228km(28.1%)로 나타났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절감, 용수 손실 방지 

등을 위해 용배수로의 구조물화, 관수로화 사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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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수로조직의 수준

단위: km, %

구분 계 토공 구조물 구조물비율(%)

계 185,452 107,159 78,294 42.2

용수로 116,904 57,838 59,066 50.5

간선 30,675 11,767 18,909 61.6

지선 36,911 17,428 19,483 52.8

지거 49,318 28,643 20,675 41.9

배수로 68,548 49,321 19,228 28.1

간선 11,609 7,836 3,773 32.5

지선 20,457 13,816 6,641 32.5

지거 36,482 27,668 8,814 24.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201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연보 (2011).

1.3. 농경지의 양분수지  

1.3.1. 농경지의 양분수지 분석

농경지의 양분수지는 농경지 내에 투입되는 양분량에서 농작물 생산을 

위해 작물생육 과정에서 흡수된 양분을 제외하고 토양에 남아 있거나 공기 

중에 날아가거나 외부로 유출된 양분을 의미한다. 일정 면적의 양분수지를 

투입과 산출과의 관계에서 보면 작물요구량 수준 이상으로 투입되는 잉여

양분지표를 나타내므로 양분수지가 높을 경우 환경부하도가 증가됨을 의

미한다. 양분수지 접근방식은 관리대상 물질의 적용범위에 따라 개별농장

을 기초로 양분수지가 이루어지는 농장수지(farm-gate balance), 지역단위

를 기초로 한 지역수지(regional balance), 지역단위를 합산한 국가수지

(national balance)로 나누어 산출될 수 있으며, 농업계의 작물 및 가축생산 

활동을 위한 투입물(화학비료, 농약, 퇴비, 사료)과 산출물(농축산물)의 순

환구조를 <그림 3-4>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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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농업부문의 물질균형 투입-산출 양분수지의 개념도

농업생태계의 물질수지 분석은 작물 축종별 투입재 소요량, 양분 이용

량, 분뇨 발생량 등 발생 원단위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양분수지지표로 

나타낼 수 있다.

RNB k= ∑
i
∑
j
[CFERT ijk+ OFERT ijk]×ALNAD ij

- ∑
i
∑
j

[CREQ ijk×ALAND ij] -∑
i
ABSL ik

··················· (6)

여기서 RNBk : 지역단위 물질균형 양분별(k) 수지지표

CFERTijk : 농가별(i) 작물재배(j) 시 성분별 화학비료 투입량

OFERTijk : 농가별 작물재배 시 성분별 유기질비료 투입량

ALANDijk : 농가별 작물재배 면적

CREQijk : 작물별 환경친화적 재배 시 양분 요구량

ABSLik : 농가별 경작지의 자정작용 조정능력 

지역별 환경여건을 반영하여 정확한 양분수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경

[토양] [물]
무기물 유출, 토양 유실, 침식,

용탈, 탈질, 수질오염,
농업생태계 파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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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및 축산 부문별로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경종부문의 경우 작물

별 양분 요구량, 토양 특성별 유출량과 오염 부하량과의 관계식, 농법별 환

경부하계수의 산출이 필요하다. 축산부문의 경우 축종별 성장단계별 분뇨발

생원단위, 축종별 분뇨 발생량의 양분환산계수, 가축분뇨 처리방법별 자원화

율, 정화처리율, 해양투기율, 타지역이동률 등의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2012년 기준 농경지의 양분수지 분석 결과, 농경지 173만 ha에 투입되는 

양분량(질소성분량 기준)은 화학비료 35만 톤, 가축분뇨 19만 톤이다. 이 

중 작물재배를 통해 흡수되는 양은 31만 톤이고, 나머지 23만 톤은 과잉양

분으로 지하수나 지표수를 오염시키는 엔트로피로 볼 수 있다. 농업생태계

의 물질수지 측면에서 보면 축산부문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3,579만 톤 

가운데 퇴비화와 액비화를 통한 자원화량 3,063만 톤이 농경지에 살포되

나, 분뇨 발생량의 대부분이 수입사료에 의존하는 농후사료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축분뇨의 배출량을 국외로 수출(또는 북한의 농경지로 이

동)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3-19. 우리나라 농경지의 양분수지 구조(2012)

구 분 질소 인산 평균합계

양분 투입량(A) 화학비료 투입량(톤) 264,148 85,880 350,028

가축분뇨 양분실제이용량(톤) 118,900 66,883 185,783

소 계 383,048 152,763 535,811

양분 반출량(B), 톤 208,870 101,179 310,049

양분 초과량(A-B), 톤 174,178 51,584 225,763

단위면적당 양분 반출량(C), kg/ha 120.7 58.5 179.2

단위면적당 화학비료 투입량, kg/ha 152.7 49.6 202.3

총양분 투입량(D), kg/ha 221.4 88.3 309.7

단위면적당 양분 초과량(D-C), kg/ha 100.7 29.8 130.5

단위면적당 양분 초과율(D-C)/C, % 83.4 51.0 72.8

주: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분석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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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농경지의 양분수지 구조(2012년 기준)

축 산
한육우: 306만 두
젖 소: 42만 두
돼 지: 992만 두
닭: 14,684만 수

작물재배면적(173만 ha)
비료 투입성분 총량: 54만 톤
(N: 38만 톤, P: 15만 톤)

무기물 유출 및 축적
지표수 지하수

(비료 성분: 23만 톤)

작물

정화처리
(516만 톤)

가축 분뇨

(3,579만 톤)

화학비료
(35만 톤)
N: 26만 톤
P: 9만 톤

축산물
육류
우유
계란

퇴비 액비
(3,063만 톤)

양분흡수량
(31만 톤)
N: 21만 톤
P: 10만 톤

양분 초과량을 이용해 양분수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ha당 양분 초

과량(양분수지)은 1990년에 질소 130kg, 인산 52kg에서 2001년에 각각 

98.7kg, 34.4kg 수준까지 감소했다가, 이후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와 화학비

료 사용량 증가로 인해 다시 증가하여 2004년에 질소 128.5kg, 인산 

46.7kg였다. 이후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로 인해 2009년에는 질소 79.4kg,

인산 27.8kg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ha당 양분초과율은 2004년에 질

소, 인산이 각각 105.8.1%, 78.6%(평균 87.6%)로 증가하였다가 2009년에

는 각각 66.0%, 46.4.%로 최저값을 보였다.

최근 다시 사육두수의 증가로 인해 화학비료 사용량의 감소에도 불구하

고 양분초과율은 2012년에는 인산이 각각 83.4%, 51.0%로, 2009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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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우리나라 농경지의 양분수지 변화 추이

단위: kg/ha, %

양분요구량
(A)

총양분 공급량 [양분수지]
양분초과량
(A-B)

양분초과율
(%)

(A-B)/A(B)
화학비료
공급량

가축분뇨
성분공급량

연도 질소 인산 질소 인산 질소 인산 질소 인산 질소 인산 질소 인산

1990 112.1 56.4 242.3 108.8 211.9 90.5 30.4 18.2 130.2 52.4 116.2 92.9

1995 118.5 58.6 237.1 111.7 190.5 83.2 46.5 28.5 118.6 53.2 100.1 90.8

2000 120.5 59.7 240.4 102.8 189.4 73.8 51.0 29.0 119.9 43.1 99.5 72.2

2001 120.2 59.5 218.9 93.9 166.7 64.7 52.2 29.2 98.7 34.4 82.1 57.8

2002 118.3 59.1 223.0 95.6 168.3 65.0 54.7 30.6 104.7 36.5 88.5 61.8

2003 120.0 58.9 232.3 99.9 174.8 67.7 57.5 32.2 112.3 41.0 93.6 69.7

2004 121.5 59.4 249.9 106.1 191.8 73.1 58.1 33.0 128.5 46.7 105.8 78.6

2009 120.3 59.9 199.7 87.7 140.2 54.6 59.5 33.1 79.4 27.8 66.0 46.4

2011 119.7 57.7 213.8 87.7 150.2 51.5 63.6 38.7 94.1 30.0 78.6 51.9

2012 120.7 58.5 221.4 88.3 152.7 49.6 68.7 38.7 100.7 29.8 83.4 51.0

자료: 통계청. 각 연도.; 농협중앙회.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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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측면의 분석

2.1. 경제성과 환경성의 관계 분석

2.1.1. 분석모형 개요

친환경 농업 등의 지속가능 농업의 주요 이슈중 하나는 경제성과 환경성

간의 상호 상쇄(trade-off)관계에 대한 것이다. 즉, 경제성의 저해 없이 환경

성을 개선할 수 있다면 지속가능한 농업의 대안으로 지향할 수 있을 것이

다. 일반적으로 관행농업의 경우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화학비료, 농약, 에

너지 등의 투입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환경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여겨지

고 있다. 여기서의 분석은 이러한 경제성과 환경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주요 농작물인 벼농사에서 환경을 저해

하는 투입요소들의 감소가 경제성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환

경성과 경제성의 양립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경제학적으로 생산요소의 적정 투입량은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물가치

(Value of Marginal Product: VMP)가 해당 생산요소의 가격과 동일한 수

준에서 결정된다. 즉, 한계생산물가치가 요소가격에 비해 작을 경우 생산

요소의 투입량을 줄여 해당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물(Marginal Product: MP)

을 높인다. 이때 요소의 저투입에 따른 비용절감에 비해 매출액 감소가 작

아져 이윤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을 나타내는 아

래의 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 (7)

단, 위의 식에서 Y는 생산량, P Y는 생산물 단위당 가격을 나타낸다.

X는 생산요소를 나타내는 벡터로, 농업의 경우 노동( L), 자본( K), 토지

( N), 및 중간투입물( M)을 생각할 수 있으며 γ는 생산요소 단위당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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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생산요소의 적정 투입 문제



π



 생산량극대화

이윤함수

M
 이윤극대화

← 과소투입 과대투입 →

나타내는 벡터를 의미한다. 생산함수를 Y=F(L,K,N,M)로 나타낼 경우 

위의 이윤을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π=P yF(L,K,N,M)-(wL+rK+nN+mM)

위의 식에서 w, r , n , m은 각각 노동, 자본, 토지 및 중간재의 단위당 

가격을 의미하다. 이상의 이윤함수 극대화를 위한 1계 조건(first order

conditions)은 P yF M=m으로 표현되며 생산함수의 볼록성(Convexity)을 

가정할 경우 1계 조건은 이윤극대화를 위한 생산요소의 적정 투입량을 나

타낸다. 즉 위의 1계 조건은 한계생산물가치( P yF M)가 해당 생산요소의 

가격( m)과 같은 수준에서 이윤극대화가 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7>은 이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여타 투입물이 주

어진 상태에서 특정 투입물( M) 증가에 따른 이윤 및 한계생산물가치의 경

로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해당 투입요소의 적정 투입량( M *)은 한계생산물

가치와 요소가격( P M)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좌측

은 과소투입, 그리고 우측은 과대투입을 나타낸다. 더하여 생산량 극대화 

점( )은 한계생산성이 0이 되는 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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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한계생산물가치를 계산할 수 있을 경우 이윤극

대화를 위한 생산요소의 적정 투입량을 계산할 수 있음을 의미하나, 이를 

위해서는 생산함수의 식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업부문에서 생산함수를 추정한 국내외 연구는 다수 존재하나 친환경 

농업에 대해 생산함수를 추정하거나 추정된 생산함수를 관행농업의 생산

함수와 비교분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우선, 농업부문에서 생산함수

를 추정한 국내 연구로는 김호탁(1979), 윤석원(1998), 이병기(2000), 서진

교(2000), 하두종(2004) 등의 연구가 존재하며, 친환경 농업에 대해 생산함

수를 추정한 연구는 김윤성, 이정전(2008), 오세익 등(2005)의 연구가 존재

하다.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농업부문의 투입요소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로는 

오호성(1993)과 서범석(2008)의 연구가 있다. 오호성의 연구는 1992년 자

료를 이용하여 벼농사의 생산함수를 2차함수, 제곱근함수 및 초월함수의 

형태로 추정하여 화학비료 및 농약의 과다투입 여부를 검증하였다. 서범석

(2008)의 연구는 2003년에서 2007년까지의 통계청 농산물생산비조사 자료

를 사용하였으며, 위험을 고려하기 위하여 Just and Pope(1978; 1979) 형태

의 함수를 사용하여 벼농사의 과다시비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상의 두 연

구 모두에서 과다시비 문제가 발생함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연구와 본 분석은 패널자료를 통해 생산함수 추정에서의 내생성 

문제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하였으며, 더 나아가 요소 투입량의 적정

성을 명시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우선, 내생성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패널자료를 사용하며 고정효과 모형, LP(Levinsohn and

Petrin 2003) 방법론을 적용하여 추정치의 편의를 줄이고 효율성을 증대시

켰다. 본 연구는 또한 최근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농업의 상

황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벼를 대상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의 통계청 생산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개별농가 단위의 패널데이터를 구축한 후, 이를 이용하

여 Cobb-Douglas 형태의 생산함수를 추정하였다. 화학비료, 유기질비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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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등의 환경에 부하를 줄 수 있는 생산요소에 대한 과대 및 과소 투입

문제를 검증함으로써 경제성과 환경성에 대한 양립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즉, 본 분석은 지속가능 농업을 유기농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관행

농업에서의 저투입 농법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생산함수 추정을 

통해 화학비료, 유기질비료 및 농약(입분제, 유액수화제)의 한계생산물가치 

및 한계생산성을 추정하여 해당 요소의 가격과 비교함으로써 투입요소의 

적정 사용의 문제를 검토하며, 더 나아가 이들 생산요소 저투입에 따른 비

용(생산 감소)을 추정하고자 한다.

2.1.2. 분석모형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노동, 자본, 토지 및 중간투입재로 구성된 생산과

정에 대한 생산함수를 아래의 식과 같이 Cobb-Douglas 생산함수로 가정하

였다16.

Y i, t=A iL
β l

i,tK
β k

i,tN
β n

i,tM
β m

i,t ····························································· (8)

위 식에서 Y, L, K, M, 및 N은 각각 총생산량, 노동, 자본, 중간투입재 

및 토지를 의미하며 아래첨자 i는 개별 농가, t는 연도를 의미한다. 힉스의 

기술 중립적인 생산성(Hicksian neutral productivity)을 나타내는 A i는 노동,

자본 등 투입요소의 비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측정된 농가 i의 생산

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생산함수에 포함된 투입요소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을 의미한다.

위의 식의 양변에 log를 취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추정 가능한 회귀

식을 도출할 수 있다.

16 생산함수는 2차함수, 제곱근함수 및 초월함수 등으로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으

나 이 경우 설명변수의 수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50 지속가능 농업의 실증 분석

y i, t= α i+β ll i, t+β kk i, t+β nn i, t+β mm i, t+e i, t ···················· (9)

단, α i= log(A i)를 의미하며 소문자 알파벳은 각각 log 형태의 생산량, 노

동, 자본, 토지 및 중간재를 의미한다. 또한 e i, t는 독립동일분포(Independently

and Identically Distributed: IID)를 따르는 잔차항을 나타낸다.

생산함수 추정에서의 내생성 문제는 생산 의사결정 주체인 농가는 자신

의 생산성을 알고 있으나 분석자는 이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

는 것이다.

즉, 농가는 자신의 생산성의 정도를 사전적으로 인지하고 이러한 자신의 

생산성에 따라 투입 요소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포함한 회귀식의 

잔차항은 설명 변수와 상관관계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추정치의 불편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노동 및 중간투입재와 같이 생산과정에서 투입

이 용이한 요소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그러나 패널 자료

의 사용을 통해 시간불변의 개별농가의 생산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내생성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다17. 즉 생산성이 개별농가마다 다르나,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을 경우 고정효과모형 등의 패널 데이터 분석방법을 이용하

여 불편추정량을 도출할 수 있다. 즉, 위의 추정식에서 시간불변의 개별 농

가의 생산성은 α i에 포함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잔차항( e i, t)과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정효과 

모형은 생산성의 시간 추이에 따른 변화가능성을 제약하여 비현실적인 측면

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Olley and Pakes(1996)과 Levinsohn

and Petrin(2003)의 연구는 투자액과 원료, 전기, 연료 등의 중간투입재를 

생산성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18.

위에 설정된 이상의 회귀식에서 중간투입요소의 한계생산성 및 한계생

17 생산함수 추정에서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패널 모형을 이용하

는 것 이외에 도구변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제약의 

비현실정과 적절한 자료의 획득에 관한 문제가 존재한다.
18 LP 방법은 Olley and Pakes(1996), Levinsohn and Petrin(2003), Ackerberg et

al.(2007) 등의 연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지속가능 농업의 실증 분석  51

산물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한계생산물: MP M=
∂Y
∂M

=β m
Y
M
··············································· (10)

한계생산물가치: VMP M=P YMP M=β m

P YY

M
························ (11)

이윤극대화 수준의 중간투입물의 투입량은 VMP M=P M에서 결정되므

로 이윤극대화를 위한 적정 투입량은 M *=β m

P YY

P M
으로 계산된다.

또한 이윤극대화를 위한 투입요소의 적정 투입 문제의 검증은 다음과 같

이 수행될 수 있다.

VMP M>P M ⇔ β m̂ >
P MM

P YY
: 과소 투자 ································· (12)

VMP M=P M ⇔ β m̂=
P MM

P YY
: 적정 투자 ····························· (13)

VMP M<P M ⇔ β m̂ <
P MM

P YY
: 과대 투자 ································· (14)

즉, 본 분석에서는 생산함수 추정을 통해 추정된 투입요소의 요소산출 

탄력성( β m̂)과 자료에서 계산된 평균 총매출액 대비 평균요소 투입액

( P MM/ P YY)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해당 투입요소의 과대·

과소 투입 문제를 검증하고자 한다.

2.1.3. 자료 및 기초 통계치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 생산비조사 원자료로 대상기간은 2008

년부터 2012년까지이다. 통계청 생산비조사는 2008년부터 조사대상 농가

를 조정하여 이전과 이후의 자료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할 수 없다. 따라서 

2008년 이후 자료만을 사용하여 분석자료를 구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구체적인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각 가격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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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의 상하위 약 1%는 오기입 등으로 여겨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19. 우

선, 벼의 생산량은 주산물인 정곡기준(kg)으로 하였다. 노동은 벼 생산에 

따른 노동의 투입시간으로 자가노동과 고용노동 합계치를 사용하였다. 자

본은 대농구와 영농시설비의 감가상각액에 대해 내용연수를 각각 40년과 

7년을 적용하여 자본액을 계산하였다. 실제 통계청에서 적용한 내용연수는 

대상 시설 및 농기계에 따라 다양하나 세부 내용연수에 대한 감가상각액이 

제공되지 않아 평균적인 내용연수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자본의 측정오차

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토지는 생산에 사용된 평단위로 나타

난 경지(논)면적을 사용하였으며, 투입요소인 비료는 화학비료와 유기질비

료의 사용량을 각각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의 

kg당 단가가 서로 상이하여 총 비료 사용량으로 사용할 경우의 단위당 가

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화학비료의 사용을 과소평가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화학비료는 질소질, 인산질, 칼리질 및 복합비료의 수량의 합계

를 사용였다. 즉 화학비료량은 무기질비료량에 토양 개량제와 기타 무기질

비료를 제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농약의 경우 입분제와 유액수화제의 단위

당 가격이 상이하여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며, 유류는 생산에 사용된 

경유, 등유, 휘발유를 합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위탁영농비는 화폐단위의 

위탁영농비를 사용하였으며 기타 중간재비는 종묘비, 수리비 및 소농구비

의 합이다. 또한 각 생산요소의 요소가격은 세부항목의 사용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으로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19 통계청 자료는 투입액과 투입량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투입액을 투입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요소가격의 경우 오기입 등으로 보이는 특이치들(outlier)이 자

주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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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주요 변수의 기초 통계치

구분 단위
관측
치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주산물
수량 kg 5,881 7,161.6 9,243.1 450.0 141,000.0

가격 원/kg 5,881 1,316.3 164.4 496.6 2,610.0

노동 수량 시간 5,881 551.9 683.4 10.9 15,384.9

자본 수량 천원 5,881 3,884.1 7,890.3 5.0 107,351.9

토지 수량 평 5,881 10,949.4 13,350.9 1,556.0 193,360.0

비

료

화학비료
수량 kg 5,881 1,858.3 2,598.0 0 50,115.7

가격 원/kg 5,821 675.3 158.2 300.1 1,300.0

유기질비료
수량 kg 5,881 7,368.6 14,298.8 0 331,074.3

가격 원/kg 3,748 54.0 55.2 10.0 880.0

농

약

입분제
수량 kg 5,881 149.7 212.3 0 4,958.5

가격 원/kg 5,324 3,217.6 2,052.7 917.8 17,826.1

유액수화제
수량 ㎖ 5,881 34,580.3 60,195.3 0 1,370,561

가격 원/㎖ 5,627 20.0 12.9 7.3 108.0

기

타

유류
수량 ℓ 5,881 204.6 496.9 0 12,843.0

가격 원/ℓ 5,556 1,002.7 183.3 530.0 1,954.4

위탁영농비 투입액 천원 5,881 1,222.7 1,201.8 0 15,999.7

기타중간재비 투입액 천원 5,881 166.1 256.6 0 7,707.5

<표 3-21>은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관측치의 수와 변수들의 기초 통

계치를 정리한 것이다. 가격자료는 해당 농가의 사용액이 없는 경우 결측

치로 처리하여 수량변수에 비해 계산에 사용된 관측치의 수가 적다.

<표 3-22>은 주요 변수들의 연도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연도별 편차

가 존재하나 벼농사에 사용된 토지의 수량이 일정 수준 유지되는 가운데 

비료와 농약 사용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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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주요 변수의 연도별 추이(농가 평균)

구분 단위 2008 2009 2010 2011 2012

관측치수 개 734 1,307 1,349 1,288 1,203

주산물
수량 kg 7,002 7,962 6,813 6,991 6,963

가격 원/kg 1,367 1,251 1,183 1,356 1,464

노동 수량 시간 532 603 589 517 504

자본 수량 천원 3,743 4,114 3,874 3,750 3,875

토지 수량 평 10,044 11,204 11,032 10,917 11,168

비

료

화학비료
수량 kg 1,828 1,975 1,937 1,760 1,767

가격 원/kg 628 788 688 595 653

유기질비료
수량 kg 8,065 8,420 7,348 7,303 5,895

가격 원/kg 39 52 52 60 66

농

약

입분제
수량 kg 169 159 150 151 126

가격 원/kg 2,584 3,037 3,280 3,371 3,589

유액수화제
수량 ㎖ 36,140 38,026 36,248 33,299 29,387

가격 원/㎖ 16 19 20 21 23

기

타

유류
수량 ℓ 164 214 206 214 207

가격 원/ℓ 1,094 790 898 1,112 1,175

위탁영농비 투입액 천원 1,097 1,201 1,217 1,256 1,294

기타중간재비 투입액 천원 134 153 163 176 192

2.1.4. 분석결과

<표 3-23>은 위에서 설명한 자료와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추정치의 부호 및 유의성을 볼 때 LP 방법론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가 여타 방법에 비해 신뢰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하의 

분석은 LP 방법론에 따른 결과를 이용하여 요소의 적정 투입 문제를 검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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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벼 생산함수 추정 결과

설명변수
종속변수: log(주산물생산량)

OLS Fixed Effect LP

log(L)
0.0112* 0.0433*** 0.0160**

(0.006) (0.009) (0.008)

log(K)
0.0041 0.0117*** 0.0059**

(0.003) (0.004) (0.003)

log(N)
0.9867*** 0.9440*** 0.9621***

(0.007) (0.015) (0.041)

log(화학비료)
0.0135*** 0.0062** 0.0133***

(0.002) (0.003) (0.004)

log(유기질비료)
0.0011** 0.0023*** 0.0012**

(0.000) (0.001) (0.001)

log(입분제)
0.0023** 0.0031*** 0.0024*

(0.001) (0.001) (0.001)

log(유액수화제)
0.0061*** -0.0006 0.0059***

(0.001) (0.001) (0.001)

log(유류)
-0.0068*** 0.0018 0.0055

(0.002) (0.003) (0.012)

log(기타중간재비)
-0.0004 0.0024 -0.0008

(0.001) (0.002) (0.002)

log(위탁영농비)
0.0022*** -0.0004 0.0021***

(0.001) (0.001) (0.001)

상수항
-0.6199*** -0.4686*** -

(0.036) (0.109) 　

관측치수 5,881 5,881 5,881

R 2 0.953 0.952 　

주: 1)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괄호는 추정치의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2) LP방법으로 추정에서 사용된 생산성의 대리변수는 유류 사용량이다. 규모의 경

제 검증을 위해 Wald Test를 사용하였는데 검증통계치가 =0.14 (p-값= 0.7111)

로 CRS 생산함수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벼농사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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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벼농사의 요소투입의 적정성 검증

　변수  


검정:  




추정치(
 ) 판단

노동 0.0160 0.4495 -.4335*** (0.0086) 과대

자본 0.0059 0.4120 -.4061*** (0.0028) 과대

토지 0.9621 0.8376 .1245** (0.0494) 과소

비

료

화학 0.0133 0.1331 -.1198*** (0.0029) 과대

유기질 0.0012 0.0422 -.0410*** (0.0005) 과대

농

약

입분제 0.0024 0.0511 -.0487*** (0.0013) 과대

유액수화제 0.0059 0.0732 -.0673*** (0.0011) 과대

위탁영농비 0.0021 0.0176 -.0155*** (0.0007) 과대

주: *** 및 **는 각각 1%, 5% 유의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하며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추정결과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토지에 대한 추정치가 0.96으로 

매우 크게 추정되었다. 이는 토지 1%를 증대시킬 경우 정곡 생산량이 

0.96%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토지의 요소탄력성이 크게 추정된 것은 

오세익 등(2005)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토지의 생산성이 매

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여 토지가 과소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토지가격(임대료)과 토지의 한계생산

물가치의 비교가 필요하다.

본 분석의 관심변수인 비료 및 농약의 추정치는 양으로 모두 유의미하게 

추정되었다. 다만 LP방법론을 이용한 추정에서 농약인 입분제의 추정치는 

10% 유의수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 다른 관심변수인 유류 

사용량의 추정치는 양의 값을 보이나 유의미하지 않는 값으로 추정되었다.

아래 표는 LP방법론에 따른 추정치와 투입요소 및 주산물의 수량 및 가

격자료를 이용하여 벼농사에서의 요소의 투입의 적정성을 검증한 결과이

다. 그러나 표의 결과는 자료의 측정 등의 문제에 더하여 요소의 산출탄력

성이 일정하게 설정되는 Cobb-Douglas 생산함수에서 오는 문제점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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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한계가 존재하므로 해석상에 주의를 요한다. 유의하게 추정된 변수들

에 대해서만 투입요소의 적정 투입분석을 수행하였다.

계산 결과는 토지를 제외한 모든 요소의 과대투입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

난다. 토지의 경우 현재 평균 투입량이 농가당 10,949평이나 이윤극대화수

준인 적정 투입량은 12,577평인 것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비료와 농약의 

경우 상당량을 줄여야 이윤극대화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며 

이는 생산함수의 설정 및 여타 모형에 고려되지 않은 요인에 의한 것일 가

능성이 존재하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우리나라 농업에서 비료 사용량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표준 시비

량보다 많다고 하는 과투입 문제는 실제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위의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 우

선, 분석에 사용한 Cobb-Douglas 생산함수는 요소의 투입량에 관계없이 

생산탄력성이 일정하게 고정된다. 따라서 산출탄력성이 0보다 큰 경우 한

계생산량은 항상 0보다 크게 계산되며 이로 인해 생산량 극대화 요소투입 

수준은 무한대가 된다. 이러한 문제는 초월함수 등의 보다 유연한 생산함

수의 설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LP 방법론에 따른 생산함수 

추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등 계산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이상

의 분석은 생산에서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병충해가 발생

할 경우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수 있으며 농가는 이러한 위험을 낮추기 

위해 농약을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이윤극대화 수준보다 더 많이 사용하

게 된다. 그러나 이는 농가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

다. 이러한 생산에서의 위험요인을 고려하는 방안으로는 Just and

Pope(1978; 1979) 등의 모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

라 농업에서 과투입 문제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농가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왔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호성(1993)은 이를 쌀값이 정부수매가격에 의해 결정되

는 가운데 비료 및 농약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 

이러한 투입요소를 줄이는 것보다는 생산을 늘리는 관행적 기술답습을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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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분석의 시사점

농업 활동의 생산성과 환경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벼 패널자료를 기

초로 벼 생산함수를 추정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벼농사에서 

토지를 제외한 투입요소의 과대투입 현상이 심각하여 환경을 저해하는 농

약, 화학비료 등의 생산요소 투입을 감축하는 것이 경제성을 높일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즉, 우리나라 벼농사에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투입요소

를 줄임으로써 경제성의 저해 없이 환경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

으로 지속가능 농업에서 환경성과 경제성이 항상 상충하지는 않음을 의미

한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한정된 토지자원이라는 한계 하에서 생산량 증대를 

위해 노동과 자본 및 중간재의 투입을 늘려왔다. 이로 인해 토지 단위당 

생산성은 여타 농업 선진국에 비해 높은 반면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형태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투입의 불

균형은 토지 이외 자원의 과투입, 즉 자원의 부적절한 배분으로 인한 농가

의 수익성 저하에 더하여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비료, 농약 등의 과용 문

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리고 여러 농업 관련 연구를 살펴볼 때 이러한 문

제는 본 분석의 대상인 벼농사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닐 것으로 추측된다.

종국적으로 지속가능 농업을 지향하는 유기농업의 핵심적인 내용 중

의 하나는 적절한 경제성을 담보하면서 환경성을 개선하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법의 활성화가 환경개선이라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런 측면에서 기존 관행농업에서

의 과투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비교적 단기간에 수행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관행농업이 여전히 우리나라 농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경우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관행농업의 과

투입문제 해결은 관행농업에서 본격적인 지속가능 농업으로 이행하는 중

간단계로서의 의미도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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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환경성·경제성의 통합 분석20

경제적 부문과 환경적 부문을 나타내는 지표를 변수로 설정하여 비모수 

방법론의 일종인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적용

하여 통합 분석함으로써 지속가능 농업(여기에서는 유기농업)의 환경적 부

문과 경제적 부문의 양립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포락분석은 다수의 투입요소로 다수의 산출물을 생산하는 유사한 목

적을 가진 경영체들을 비교하여 각 경영체의 효율성 값을 제공하고 만약 그

들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면 효율적인 경영체로 방향을 제시해주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유기농업 실천농가의 투입과잉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기 위해 투입측면(Input Orientation)의 기술효율성을 추정하였다.

2.2.1. 분석 모형 및 자료

투입측면의 기술효율성 추정X는 산출물 수준이 사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간주한다. 투입물 벡터와 산출물 벡터 Y로 주어졌을 때 생산가능 

집합은 아래 <식 15>과 같으며,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CRS)과 투입물의 강처분성(Strong Disposability of Inputs: SDI)

을 가정하였다.

L(y|C, S)=x:y≤λY,λX≤x, λ∈R J
+ ··········································· (15)

x:농가의투입물, y:농가의산출물
X:비교대상그룹의 투입물, Y:비교대상그룹의 산출물
λ:잠재가격, C:CRS, S:SDI

20 환경성·경제성 통합분석은 김창길 등(2011)의 내용을 인용하였으며, 분석  자

료는 충남 홍성군의 유기농업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한 생산비 및 소득에 대한 

설문조사(2013. 8. 26 ~ 9. 25)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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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물 측면의 기술효율성 측정을 위한 선형계획모형은 벡터 형식으로 

<식 16>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Min θ j = TE I(y
j, x j|C, S) ························································ (16)

s.t. y j≤λY

λX≤θ jx
j, λ∈R J

+

홍성군 지역 유기농쌀 생산농가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비모수적 

방법을 변형하여 산출변수로 유기농쌀 생산농가의 조수입, 10a당 수량을, 투

입변수로 유기질비료비, 광열동력비, 노력비를 이용하였으며, 홍성군 지역의 

33개 유기농쌀 생산농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때 홍성군 지역 j번째 

농가의 기술효율성 계산을 위한 선형계획모형은 <식 17>과 같다. 여기에서 

λ j는 j번째 농가에 부여되는 가중치로써 j번째 농가가 생산한 산출물 또

는 투입한 투입물을 변화시켜서 선형근사(piecewise linear)시키게 된다.

Min θ j ····························································································· (17)

s.t. y jm≤ ∑
I

j= 1
λ jy jm, m= 1,2,...,M

∑
I

j= 1
λ jx jn≤θ jx jn, n = 1, 2, ...,N

λ j≥0, j= 1,2,..., J

2.2.2. 분석 결과

홍성군의 33개 유기농쌀 생산농가의 기술효율성 분석 결과, 기술효율적

인 농가는 6개 농가로 나타났다. 이들 6개 농가가 효율성 프런티어를 형성

하고 나머지 27개 농가는 상대적인 효율성이 결정된다. 전제적으로 기술효

율성 평균은 0.544로 나타나 45.6%의 경영개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

가되었다<표 3-25>.



지속가능 농업의 실증 분석  61

표 3-25. 유기농가의 기술효율성 산출 및 투입 수준

단위: 만 원, kg/10a, 평 

기술
효율
분포

농가
번호

기술
효율

산출요소 투입요소　
재배
면적조수입 생산량

유기질
비료비

광열
동력비

노력비

A그룹
(1.0)

F1 1.000 1060.8 578.1 127.5 0.5 139.2 6,000

F2 1.000 1227.0 639.7 172.2 0.6 134.0 8,000

F3 1.000 1122.8 538.7 42.8 1.1 101.5 9,400

F5 1.000 1303.9 714.5 21.0 2.4 175.2 3,150

F8 1.000 1200.0 600.0 20.0 1.4 48.0 15,000

F14 1.000 1120.2 597.4 46.0 1.1 85.4 4,700

평균 1.000　 1172.4 611.4 71.6 1.2 113.9 7,708

B그룹
(0.5
∼
1.0
미만)

F24 0.881 973.3 533.3 220.0 2.8 48.4 9,000

F28 0.865 1287.5 614.0 24.5 4.3 108.9 6,000

F15 0.806 1375.7 753.8 175.4 3.9 74.8 6,500

F25 0.685 885.7 485.3 150.0 0.9 123.2 3,400

F7 0.681 1271.2 629.5 146.0 1.4 244.8 3,000

F12 0.666 961.9 506.3 78.8 1.3 154.0 3,200

F20 0.62 710.3 389.2 125.7 5.5 50.2 3,700

F27 0.617 1028.6 514.3 158.6 2.2 66.7 14,000

F17 0.599 912.5 500.0 120.0 1.7 84.8 3,000

F26 0.587 851.7 466.7 109.3 1.1 381.7 900

F13 0.554 1380.7 750.0 149.7 4.6 108.3 4,400

평균 0.687 1058.1 558.4 132.5 2.7 131.4 5,191

C그룹
(0.5
미만)

F23 0.439 1170.0 600.0 204.0 6.5 109.4 10,000

F4 0.378 1308.4 655.3 135.0 4.3 138.5 6,000

F16 0.367 985.5 540.0 108.0 3.8 117.8 4,000

F31 0.343 592.4 303.8 44.4 2.8 70.9 2,700

F19 0.331 975.0 534.3 53.0 13.4 158.7 6,000

F10 0.324 1066.0 546.7 101.3 3.4 248.4 900

F30 0.307 924.0 480.0 49.4 6.0 241.7 1,700

F6 0.301 1200.5 615.7 87.5 4.4 314.0 4,600

F11 0.289 1158.3 594.0 102.0 6.1 164.6 5,000

F22 0.287 1125.0 420.0 120.0 4.0 376.1 2,000

F33 0.213 609.4 325.0 56.0 3.4 295.2 600

F21 0.201 727.5 398.6 105.6 7.7 158.6 4,000

F29 0.193 819.0 420.0 72.0 5.1 250.9 500

F32 0.179 633.8 325.0 60.0 4.3 383.8 600

F9 0.169 1054.7 562.5 225.0 6.4 438.8 1,600

F18 0.074 450.0 240.0 120.0 7.3 353.6 3,000

평균 0.323 944.4 488.3 106.4 5.1 231.3 3,237

전체평균 0.544 1014.3 526.4 107.0 3.8 180.3 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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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효율성 수준이 높을수록 산출수준은 높고 투입수준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그룹의 경우 총소득과 생산량이 전체와 비교할 때 각각 1.156

배, 1.161배로 나타난 반면, 유기질 비료비, 광열동력비, 노력비 모두 전체 

평균 수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B그룹의 경우 총소득과 생산량이 전

체와 비교할 때 약간씩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기질 비료비는 전체 평균 

수준보다 많은 것으로, 광열동력비와 노력비는 전체 평균 수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C그룹의 경우를 보면 총소득과 생산량이 전체와 비교할 

때 각각 0.931배, 0.928배로 나타난 반면, 유기질 비료비, 광열동력비, 노력

비 모두 전체 평균 수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술 수준이 높은 

그룹일수록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익은 많고 환경적 부담은 적은 생산 활동

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재배면적의 경우 A그룹의 경우 그 

평균이 7,708평, B그룹의 경우 5,191평, C그룹의 경우 3,237평으로 각각 

나타나 재배면적 규모가 클수록 기술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기농

업도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3. 분석의 시사점

홍성군의 33개 유기농쌀 생산농가의 기술효율성 분석 결과, 전제적으로 

기술효율성 평균은 0.544로 나타나 45.6%의 경영개선 가능성이 있는 것으

로 평가되었다. 또 유기농업의 기술효율성이 높은 농가일수록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익은 많고, 환경적 부담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유기농

업에 대한 적절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유기농업에서 경제성과 환경

성이 상충되지 않음을 나타내며,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유기농업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개발된 유기농업 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개발된 유기농업 기술의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선도 농가들을 명예지도사로 위촉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함으

로써 유기농업 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유기농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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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측면의 분석21

3.1.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성 개념 

사회성(Sociality)이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흔히 사

회성이 좋다고 말할 때는 개인이나 집단의 유대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지속가능한 농업은 일반 농업과 달리 사회적 유대가 매우 중요하다. 무

엇보다 대안농에 대한 의지가 강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경

제적 요인 못지않게 네트워크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곧 지속가능한 농

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조직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수용할 만한 여

력이 있어야 하는 동시에 그 여건을 형성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성을 구성하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집중 면접 

자료를 근거로 피면접자들의 의견을 범주별로 구분하는 방식을 선택하였

다. 이를 테면 인터뷰 도중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대분류로 조직을 선

정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는 식이다.

또한 이들 내용을 요소(component)와 조건(condition)으로 나누어 살펴보

았다. 구체적으로 요소는 어떤 사물을 구성하거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

여 없어서는 안 될 근본적인 조건이나 성분을 의미하며, 조건은 어떠한 일

이 진행되거나 성립되는 데 갖추어야만 할 상태를 뜻한다. 곧 요소는 지속

가능한 농업이 지속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농업 내부적 요인을, 조건은 

농업이 지속되기 위한 제반 사회적 여건이다.

21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측면의 분석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연구책임자:

윤순진 교수)에 의뢰하여 수행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성 평가」의 보고서

의 내용을 기초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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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성 평가 

3.2.1. 사례조사를 통한 사회성 평가

가. 평가 대상의 선정과 조사 방법

인터넷 포털 검색엔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관련 기사를 검색하여 

선별하고, 영농후계인(젊은 농업인), 농업경영, 귀농귀촌,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농촌관광, 로컬푸드, 6차산업, 농정전략, 농촌지도자, 교육

을 주제어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 주제어들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경제

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으로 분류하여 재정리하였다.

표 3-26. 지속가능한 농업 주요 개념과 주요 하위 구성 요소

주요 개념 주제어

환경적 지속가능성

•자연자원보존

•에너지 저투입

•저투입 농업

•친환경 농법(미생물, 유기농 등)

•로컬푸드

경제적 지속가능성

•농업경영

•농촌관광

•농정전략

•일자리 창출

사회적 지속가능성

•영농후계인(젊은 영농인)

•귀농귀촌

•농촌지도자(리더 양성)

•협동조합

•농민운동

•교육

재정리한 주제어들을 이용하여 검색어로 다시 한 단계 검색을 거쳐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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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조사지역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 양주시 두물머리, 제주도 한

립읍 조천읍 한울공동체, 충남 홍성군 홍동마을, 전라북도 완주를 최종 선

정하였다. 사례조사지역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3-27>과 같다.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조사지역 모두 친환경농법을 이행하고 

있었으며, 양주시 두물머리의 경우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다. 경제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양주시 두

물머리는 농정 전략과 농촌관광에서, 제주도 한울공동체는 농업경영과 일

자리 창출에서, 홍성군은 협동조합과 농촌관광화, 일자리 창출에서, 완주군

은 농정전략에서 우수하다고 분석된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살

펴보면, 양주시 두물머리는 농민운동과 교육, 제주도 한울공동체는 농촌지

도자와 교육, 홍성군은 귀농귀촌과 농촌지도자, 완주군은 로컬푸드와 커뮤

니티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표 3-27. 지속가능한 농업 주요 개념과 주요 하위 구성 요소

조사 지역 환경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기도 양주시

두물머리

친환경 농법

자연자원 보존

농정전략

농촌관광

농민운동

교육

제주도 한림읍

조천읍 한울공동체
친환경 농법

농업경영

일자리 창출

농촌지도자

교육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장곡면
친환경 농법

협동조합

농촌관광화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농촌지도자

전라북도 완주군 친환경 농법 농정전략
로컬푸드

커뮤니티

각 지역별 조사 대상자는 지역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과 실제 농사를 짓는 이들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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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지속가능 농업 사회성 평가를 위한 지역별 피면접 대상자

조사 지역 인터뷰 대상자

경기도 양주시 

두물머리

•A(한국BM협회)

•B(팔당생명살림 생활협동조합)

제주도 한림읍

조천읍 한울공동체

•C1(유기농 농민, 男), C2(유기농 농민, 女)

•D1(유기농 2세대), D2(귀농인)

•E(한울공동체)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마을

•F(홍성유기농영농조합)

•G(마을활력소)

•H(귀농인)

•I(여성농업인센터)

•J(풀무학교 전공부 졸업)

•K(젊은협업농장)

전라북도 완주군
•L(인덕마을 두레농장)

•M(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조사방식은 직접심층면접을 선택하였으며, 공통 질문을 바탕으로 지역

의 특징에 맞도록 상황에 따라 달리 질문하였다. 인터뷰는 질문자가 질문

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공통 질문은 농업 현황(규

모, 작물, 특징 등), 유기농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각성, 계기, 경험 등), 유

기농업과 일반 농업(관행농업)의 차이점, 지역 내 조직/단체의 역할, 리더

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농협의 역할, 현지 농민이 생각하는 지속가

능한 농업, 지속가능한 농업의 조건(사회적 배경)/여건(요인), 인력 재생산

(영농후계자, 풀무학교, 교육) 문제, 판로 문제, 지속가능한 농업과 에너지

의 관계 등으로 구성되었다.

분석은 심층면접 내용을 녹음하여 전사한 후 주요 개념어들을 도출하고,

이를 유사 개념들로 분류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귀납적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 농법, 농민충원, 조직(내부 네트워크, 외부 네트워크와 연

결 포함), 교육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

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으로 소비자의 가치/인식/태도, 정책/제도, 지도자,

교육, 판로 확보, 지속가능한 농촌 등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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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속가능 농업의 사회적 요소

이 연구에서는 지속가능 농업의 사회적 측면을 지속가능 농업의 사회적 

요소로 파악하였다. 관행농업을 넘어 대안적인 농업을 지향하는 농업을 포

괄적 의미에서 지속가능 농업을 지향하는 과정으로 보고 이러한 활동을 하

고 있는 농부들과 농업전문가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지속가능 농업을 구

성하는 사회적 요소를 파악하였다.

지속가능 농업의 사회적 요소들은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 조직(내부 

네크워크/외부와의 네트워크 포함), 교육, 농민 충원, 농법, 판로 등으로 분

석된다. 지속가능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활동의 주체인 

농민들이 농업의 사회적 환경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사에 대한 자긍심과 

보람, 의지를 가지면서 생명과 안전을 주요 가치로 삼아 농업활동에 임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생산자들의 이익을 수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지속가능 

농업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농민들 간에 내부 네트워크

가 단단하게 구축되고 외부와의 네트워크 또한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조직의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고 조직의 수준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농민

들은 개인 차원이 아니라 집단으로 행동함으로써 자신들의 가치를 보다 적

극적으로 구현해갈 수 있으며 공동 작업을 수행하고 취미생활 또한 함께 

함으로써 보다 결속을 높여갈 수 있다.

지속가능 농업의 주요한 사회적 요소 중의 하나는 ‘교육’이다. 앞서 기술

한 생명을 중심에 둔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를 배양하기 위해, 아울러 지

속가능 농업을 실현해 갈 수 있는 농법의 전수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

이 필요하다.

지속가능 농업은 물론 우선 농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사

를 짓는 농민이 지속적으로 충원되어야 한다. 지속가능 농업의 사회적 요소

로서의 농민 충원은 두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는 기존 관행농을 대

안적인 농업을 실천하는 농민으로 꾸준히 확대해가는 것, 다른 하나는 농업

이외 영역에 존재했던 사회 구성원을 농업인으로 바꾸어 수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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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지속가능 농업의 사회적 요소

요 소 내 용

생산자의

가치/

인식/

태도

•농업의 사회적 환경적 중요성 인식
•농사에 대한 자긍심과 보람, 의지
•경제적 관점을 넘어 생명의 가치 지향
•경제적 풍요보다는 만족감과 행복 추구
•안전한 먹을거리, 생명을 살리는 먹을거리 생산 추구
•농민들 간 신뢰와 협력 지향
•농민과 소비자 간에 신뢰에 기초한 사회적 관계 추구
•새로운 귀농자 포용

조직

•생산자의 이익을 수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조직
•판로를 개척 유지 확대할 수 있는 조직
•일정량 이상의 생산물 공급이 가능할 수 있는 공동 출하체제
•친환경농법 준수, 상호 감시
•상호 격려와 정보 교환, 소통
•소비자 조직과의 집단적 연계

내부

네트워크

•함께 하는 농업: 유기농의 경우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
므로 내부 구성원들 간 네트워크 구축

•농업공동체 구성원들 간 소통과 생산물(가공품 포함)의 생산과
판매를 위한 네트워크

•공동작업을 위한 네트워크, 지역 내 조직 간 소통
•함께 하는 취미생활

외부와의

네트워크

•판로 보장을 위한 외부와의 네트워크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농업 외 조직과의 네트워크

교육
•농업에 대한 공동의 가치/인식/태도를 공유할 수 있는 교육
•생명의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는 교육
•유기농업, 무농약농업, 저투입농업 등에 필요한 농법의 전수

농민충원

•농업인구의 확대재생산, 영농후계자 확대
•관행농으로부터 대안농으로의 전환
•농가의 기본 생계 유지 가능
•귀농인에 대한 기존 농민의 배려

농법

(농업기술)

•생태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농법
•땅을 훼손하지 않는 농법
•지력을 살리는 농법
•에너지 투입이 적은 농법

판로
•안정적 판매 가능
•안정적 수입 보장
•소비자와의 신뢰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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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다면 지속가능 농업이 실현될 수 없다. 판로

는 지속가능 농업의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중첩되는 부분으로 지속

가능 농업을 구성하는 요소이자 지속가능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

건이기도 하다. 지속가능 농업의 구성요소로서 판로는 단순히 경제적 관계

가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를 기초로 안정적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관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 지속가능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

지속가능 농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가치/인식/태도가 바뀌어

야 한다. 농업의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과 농민의 역할에 대

한 존중이 요구된다. 지속가능 농업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이를 

추동해 나가는 지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안농업에 대한 가치와 농

법을 앞서서 실천하고 주변 농민과 지역에 확산시킬 수 있는 의식있는 뛰

어나 지역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농업에 대한 건강한 소비자들의 가치/인식/태도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교

육이 중요하며, 농업과 농민을 존중하고 착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지속가능 농업이 실현되기 위해서 무

엇보다 중요한 사회적 조건들 중의 하나는 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제도와 

정책이다. 관련제도 및 정책으로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이나 조례를 통한 안

정적 기반 조성, 제도적 인증, 학교 급식과의 연계, 마을체험사업과의 연계 

등이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판로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판로는 지

속가능한 농업의 구성 요소이자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이며, 소비자 조직과의 연계되는 것이며, 대안농가의 안정적 판매와 

안정적 수익을 보장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먹을거리(local food) 체계를 구

축한다. 지속가능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으로 농촌공동체를 회

복시키는 지속가능한 농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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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0. 지속가능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

조 건 내 용

소비자의

가치/

인식/

태도

•농업의 사회적 환경적 가치 인정

•농업과 농민에 대한 사회적 존중

•제철음식에 만족하는 소비자

•소비자의 유기농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소비자의 꾸준한 관심과 소비

지도자

•의식있는 뛰어난 지도자: 대안농업에 대한 가치와 농법을 앞

서서 실천하고 주변 농민과 지역에 확산시킬 수 있는 지역의

지도자 필요

•지역 외부에서 대안농업을 주창하는 분들에게 영향

•지역 외 지도자들과의 연계

교육
•농업과 농민을 존중하고 착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

식 제고를 위한 교육

제도/정책

•친환경농업육성법이나 조례를 통한 안정적 기반 조성

•제도적 인증

•학교 급식과의 연계

•마을체험사업과의 연계

판로

•판로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성 요소이자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

•소비자 조직과의 연계

•대안농가의 안정적 판매와 안정적 수익 보장

•지역 먹을거리(local food) 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농촌

•농촌공동체 회복

•농가와 비농가가 함께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구성

•농촌에서도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 여건

•의료 서비스와 문화적 혜택이 공유되는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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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요소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을 그

림으로 나타내보면 <그림 3-8>과 같다.

그림 3-8.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요소와 사회적 조건

3.2.2. 전문가 좌담회/인터뷰를 통한 사회성 평가

가. 개요

농업 전문가 4인(임경수 완주 커뮤니티비즈니즈센터 대표, 윤형근 성남

용인 한살림 상무, 허남혁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철규 고려대 사회

학과 교수)과의 전문가 좌담회에서 이 연구를 통해 귀납적으로 도출한 지

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요소와 지속가능한 농업

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에 관해 토론하고 전문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72 지속가능 농업의 실증 분석

가. 분석 결과

전문가들은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소와 조건은 농업 내

부의 특정 주체(농민이나 조직)가 통제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구분될 수 있

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농업 내부 주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요소

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면 조건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

한 요소는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와 ‘사회적 관계’란 사실을 확인하였

다. 전문가들은 현재 연구팀에서 도출한 사회적 요소들이 병렬적으로 나열

되어 있는데 이 요소들 사이에 위계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생

산자들의 가치/인식/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회성이란 결국 사회적 관

계임을 강조하였다. 가치를 매개로 조직이 만들어지고 가치를 재생산하고 

공유하며 확산하기 위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가치에 기반을 두어 어

떤 농법을 사용할 것인지가 결정되며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을 

양성하여 지역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따라서 가치가 다른 모든 요

소보다 좀 더 폭넓은 개념이자 보다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관계는 조직으로 더욱 정형화되기도 하지만 내부 네트워크나 외부와의 

네트워크라는 방식으로 보다 유연하게 맺어질 수 있다. 농민과 농민, 농민

과 지역 내 비농민, 더 넓게는 농민과 소비자들의 네트워크로 구성할 수 

있다. 가치가 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일정한 관계를 통해 가치가 공

유되고 확산하기도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가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어가는 데 있

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사회적 관계를 압도하고 있는 경제적 관

계를 사회적 관계에 의해 지배받는 것으로 전환해 가는 것이다. 사회적 관

계란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농민과 농민, 농민과 (지역 내)

비농민, 농민인 생산자와 소비자 간 관계가 신뢰에 기반을 두어 유지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고 강화될 때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 경제적 관계만을 기반으로 한 조직은 지속가능하기 어렵

다. 더욱 든든한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가치를 공유한 조직이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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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조직의 다양성이 중요하다.

내부 네트워크는 조직 내 농민과 농민의 네트워크만이 아니라 농민과 농

민 이외 지역주민이나 조직 외 농민과의 네트워크까지 포괄해야 한다. 외

부와의 네트워크는 비단 소비자단체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 또한 포함한다.

지도자란 말보다는 지도력(leadership)이란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

다. 개인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조직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이며 관계 속에서 지도력이 발휘될 때 사회적 힘을 가지고 변화를 견

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도력은 농촌 내부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적 조건이라고 보기보다는 농업 내부의 사회적 요소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판로란 표현은 상당히 경제적인 용어로, 현재 연구 결과에서 요소와 조

건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

쪽에 포함되는 게 문제되지 않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사회적 

요소로서의 판로는 ‘소비자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면 사회적 

조건으로서의 판로는 유통구조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사회적 요소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지역공동체란 요소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지역공동체가 건강하고 튼튼해야 지속가능한 농업이 유지될 수 있다.

사회적 조건에 제시된 지속가능한 농촌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농촌사회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농촌도 하나의 사회로서 의료, 교육, 문화 

서비스가 일정 수준을 갖추고 있어야 농민의 지속적인 충원도 가능하고 지

역 자체가 건강하게 유지됨으로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의 지속가능

성도 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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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요소와 사회적 조건

구 분 내 용

사회적 요소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

•조직의 다양성

•내부 네트워크

•외부와의 네트워크

•지도력

•교육

•농민 충원

•농법

•판로(소비자와의 관계)

•지역공동체

사회적 조건

•소비자의 가치/인식/태도

•교육

•정책/제도

•유통구조

•농촌사회서비스

이러한 논의를 정리하면 <그림 3-9>와 같이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생

산자의 가치/인식/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런 가치/태도/인식에 기반을 

두어 관계가 만들어지고 역으로 이런 관계가 가치/인식/태도를 만들거나 강

화한다. 지도력은 바로 이런 과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지속가능한 농

업의 사회적 요소라 할 수 있는 교육, 농민충원, 농법, 판로, 지역공동체는 바

로 이런 가치/인식/태도와 관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고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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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수정된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요소와 사회적 조건

이러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요소들과 사회적 조건들은 관련 주체

들 간의 ‘관계’를 중요한 매개로 하며 사회 주체들의 관계는 일정한 가치

를 기초로 한다.

그림 3-10. 관련 주체들의 관계와 가치

전문가 좌담회를 통해 정리된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요소들과 사회

적 조건들에 대해 각 지역별 심층면담  내용을 정리해보면 <표 3-32>와 같

다. <표 3-32>의 수치들은 지역별 면접자들이 해당 사회적 요소와 사회적 

농민 충원

지역공동체



76 지속가능 농업의 실증 분석

조건에 대하여 언급한 빈도이며, 해당 사회적 요소와 사회적 조건의 중요

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32. 지속가능 농업의 사회적 요소와 사회적 조건

구분 내 용 두물머리 제주 홍농 완주 총계

사
회
적

요
소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 3 7 11 1 22

조직(조직의 다양성) 2 3 18 2 25

내부 네트워크 1 3 7 　 11

외부와의 네트워크 　 4 8 　 12

지도력 3 1 8 2 14

교육 2 1 10 　 13

농민충원 4 4 9 2 19

농법 5 14 14 3 36

판로(소비자와의 관계) 　 3 3 2 8

지역공동체 2 　 4 　 6

소 계 22 40 92 12 166

사
회
적

조
건

소비자의 가치/인식/태도 7 　 4 2 13

교육 1 　 2 　 3

정책/제도 3 3 7 5 18

판로(유통구조) 1 　 12 　 13

농촌사회서비스 　 　 3 1 4

소 계 12 3 28 8 51

총 계 34 43 120 20 217

또한 <표 3-32>를 기초로 지속가능 농업의 사회적 요소와 사회적 조건

의 중요도를 <그림 3-1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농법의 언급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제주에서 과도하게 많이 언급된 것이 전체 평균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제도의 경우 전체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완주에서 언급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완주는 사례지역 선정시 로

컬푸드의 정책지원에 대하여 묻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언급 비중

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두물머리나 완주보다 제주와 홍성에서 정책/제도

의 언급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이들 지역이 정책보다는 지역공동체의 유

대관계, 생활협동조합 등 소비자단체 및 외부와의 관계에 더 많이 의지하



지속가능 농업의 실증 분석  77

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응답 비중과 전체 응답 비중을 비교했

을 때 공통으로 중요하게 나타난 부분은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 조직의 

다양성, 교육, 농민충원, 농법, 지도력으로 분석된다.

그림 3-11. 지속가능 농업의 사회적 요소와 사회적 조건

인터뷰 지역별 응답 비중

요소‧내부 네트워크

요소‧농민 충원

요소‧내부 네트워크

요소‧농민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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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회성 평가의 시사점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사례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전문가 좌담회/인터뷰를 통해 사회성을 평가한 결과, 지속가능 농업의 사

회적 요소들은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 조직(조직의 다양성), 내부 네트워

크, 외부와의 네트워크, 지도력, 교육, 농민 충원, 농법, 판로(소비자와의 관

계), 지역공동체 등으로 분석되었다.

또,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으로는 소비자의 가치

/인식/태도, 교육, 정책/제도, 판로(유통구조), 농촌사회서비스 등으로 나타

났다.

위의 사회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주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해보면, 첫째,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치/인식/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다양한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의 이익을 수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조직(생

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 간에 자발적으로 연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

어, 소비자단체는 생산지원금을 모금하여 생산자단체를 지원하고, 생산자

단체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단체에 지원

함으로써 상호 윈윈할 수 있다.

셋째, 정책담당자와 농민·소비자 간 신뢰관계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 정

부는 친환경농업 관련 정책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공청회 등을 통해 의

견을 수렴하고, 피드백을 반영해 가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농민(생산자)과 소비자 간 관계가 신뢰에 기반하여 유지되어야 하

는데, 이를 위해 연결고리가 되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시스템이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올바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친환경농업 생산자와 일반농업 생산자 간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

정하기 위해 농촌 지도자의 리더십을 지금보다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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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증분석의 종합

지속가능 농업의 실태를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환경성 경제성 사회성 

측면에서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환경성은 토양, 물, 양분 등의 환경

요소를 중심, 경제성은 환경성과 경제성의 양립과 통합적 측면에서, 사회

성은 사회적 요소와 조건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그림 3-12. 지속가능 농업의 실증분석 종합 체계도

논 토양 : 유효인산 1.3배 초과
밭 토양 : 유효인산 1.4배 초과

지속가능 농업에 대한 기술 개발‧보급 필요

지도력, 소비자 인식, 교육, 갈등 해결,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 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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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에 대한 정

확한 실태진단이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농업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정책의 투입 

예산 비중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 농업 육성을 위한 자금투자의 

농업부가가치 제고 기여도를 동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 방법

을 검토하였으며, 거시계량경제 구조모형을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선택하

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1. 지속가능한 농업정책 추진 현황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은 주로 친환경농업정책이라고 할 수 있

다. 1994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친환경농업과가 신설되었고, 1996년 7

월 「21세기를 향한 농림환경정책」이 수립되었으며, 1997년에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정되었고, 1999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도입 등을 추진하였다.

또 자원순환농업 추진 관련 정책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2004년에 농림부

22 지속가능 농업정책의 정책효과 분석에 관한 부문의 모형개발과 분석은 넥스텔

리전스에 의뢰하여 수행한 「친환경농업정책의 효과 평가를 위한 계량모형개

발」(연구책임자: 오상훈)의 연구 결과의 핵심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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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환경부 공동의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 추진 기획단’을 설립함으로써 

축산분뇨 종합관리대책이 발표되었고, 2006년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

환농업 추진대책’이 있었으며, 2007년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그동안 추진된 친환경농업정책 프로그램으로는 환경오염부하 경감대책,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및 유통활성화 사업,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가축

분뇨 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 등과 친환경농업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친

환경농업육성법 개정 등이 있다. 또한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그동안 「제1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2001~2005)」,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06~2010)」등이 추

진되었으며, 현재는「제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11~2015)」이 

추진 중에 있다. 제3차 계획은 농업환경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을 명시하였

다. 농업환경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5대 주요 과제로 농업환경지표

의 개발 및 관리, 농업환경자원별 관리 및 이용 개선, 농업환경 시스템 전

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국내외 협력기반 구축 및 교육·홍보, 지역단위 양

분총량제 시범사업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2013년 기준 직접지불제 예산은 1조 6,245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

운데 지속가능한 농업과 관련된 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478억 원

(2.9%),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395억 원(2.4%), 경관보전 직접지불 141억 

원(0.9%) 등 총 1,014억 원(6.2%)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유도하였다. 친

환경농업직불금 예산 추이를 보면 실지급 기준으로 2008년 287억 원,

2009년 345억 원, 2010년 376억 원, 2011년 305억 원, 2012년 294억 원이

었다. 토양개량제, 녹비작물종자 공급 지원으로 토양 지력 증진 및 비료사

용량 절감을 추진하였다. 토양개량제 사업은 2008년 404억 원, 2009년 651

억 원, 2010년 864억 원, 2011년 756억 원, 2012년 672억 원을 지원하였

다. 녹비작물종자 공급 지원 사업은 2008년 79억 원, 2009년 135억 원,

2010년 150억 원, 2011년 122억 원, 2012년 104억 원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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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0ha 규모의 마을단위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였다. 지구조성단지 

내 무농약 이상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실적은 전국 평균보다 7.6배 높은 

51.2%를 차지하여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지구는 2008년에 69개소, 2009년에 43개소, 2010년에 29개소, 2011년에 

28개소, 2012년에 28개소를 지원하였다. 600ha 규모의 경종(耕種)과 축산

을 연계한 시 군단위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였다. 광역단지 내 무농

약 이상 친환경 농산물 인증실적은 22%로 전국 평균(6.7%)보다 3.3배 높

아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은 

2009년도에 11개소, 2010년도에 7개소, 2011년도에 7개소, 2012년도에 8

개소를 지원하였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보급 및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을 지원하였다. 2008

년 1개소, 2009년 1개소, 2010년 1개소, 2012년 2개소를 지원하였다.

지속가능 농업 육성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은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농

업지구 조성, 토양개량, 친환경 농산물 유통지원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토양개량 부문의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보이며 2011년 기준 전체 

친환경농업 지원의 47%를 점유하였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2009년을 제

외하면 16~17%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과 친환경 농

산물유통지원 규모는 소폭 감소하였다.

표 4-1. 지속가능 농업부문 지원정책
단위: 10억 원, (%)

구분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토양개량

친환경 농산물
유통지원

2007 208 (17.3) 283 (23.6) 458 (38.2) 250 (20.9)

2008 287 (17.9) 374 (23.3) 483 (30.1) 460 (28.7)

2009 345 (19.5) 187 (10.6) 786 (44.5) 448 (25.4)

2010 376 (17.2) 363 (16.6) 1,014 (46.3) 438 (20.0)

2011 302 (16.1) 365 (19.4) 878 (46.8) 332 (17.7)

자료: 농식품부 친환경정책과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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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정책은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광역 친환경 농

업단지 조성,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사업 등으로 세분화된다. 광역 친환

경 농업단지 조성의 규모가 가장 크며, 2009년 감소 후 지원 규모가 증가

하여 2011년에는 341억 원 규모였다.

표 4-3.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사업 현황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개소

(누계)

59

(879)

69

(948)

43

(991)

29

(1,020)

28

(1,048)

억 원 80 120 88 24 24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개소 6 - 11 7 7

억 원 165 210 55 295 341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사업

㏊ 1,107 2,500 3,500 3,500 -

억 원 38 44 44 44 -

자료: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내부 자료.

친환경 농업 지원정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양개량 지원사업은 

토양개량제 국고지원과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2010년 

기준으로 토양개량제 국고지원 규모는 864억 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규

모는 150억 원이며 2011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표 4-4. 토양개량 지원사업 현황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토양개량제 국고지원 억 원 401 404 651 864 756

규산 억 원 227 238 381 669 482

석회 억 원 174 166 270 195 274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억 원 57 79 135 150 122

천 ha 134 120 138 108 97

자료: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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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과 친환경 농

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으로 구분된다. 2008~2010년까지 3년간 400억 원 중

반 수준에서 지원이 이루어 졌으나 2011년에 다소 감소하였다.

표 4-5. 친환경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 현황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 억 원 200 400 400 400 310

친환경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억 원 50 60 48 38 22

자료: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내부자료.

2. 주요 변수 및 추정자료의 구축

본 연구의 모형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주요 변수는 농업부문 GDP(경상,

실질), 농가 경제활동인구, 농가 취업자, 농업 노동임금, 농가 호수, 농업생

산량, 친환경 농업부문 정부 지원, 국민소득 등이다.

본 연구의 특성상 주요 변수들에 대해 일반 농업부문과 친환경농업부문

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부문 고정자본 형성, 고정자본 소모의 경우 축산부문을 제외한 재배

업부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본의 규모는 농가 호수를 기준으로 일반 

농업부문과 친환경 농업부문으로 구분하였다. 생산함수에서 자본 투입으로 

이용되는 재배업부문 자본스톡의 경우 기초자본과 고정자본형성의 합에서 

고정자본소모를 차감하여 추정하였다. 농업부문 취업자의 경우 농가 호수

를 고려하여 농가당 평균 취업자 수를 도출하고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은 

농가 수를 이용하여 분할하였다. 가격 변수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

사의 가격정보(aT KAMIS)를 이용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일반 농산물 대비 

가격 프리미엄을 계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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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모형 내 주요 변수

농가 호수

자료: aT KA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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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모형 내 주요 변수

구분 부문
내역

농업
GDP

농업
GDP

농가경제
활동인구

농가
취업자

농업
노동
임금

농가
수

농업
생산

친환경
농업
지원

국민처분
가능소득

성격 명목 실질 　 　 　 　 　 　 명목
단위

10억 원 10억 원 천 명 천 명 2005=100 천 호 천 톤 10억원 10억 원연도

1983 6,994 15,688 4,531 4,494 15 2,000 19,833 - 59,739

1984 7,641 15,010 4,007 3,975 16 1,974 19,934 - 68,048

1985 8,558 16,204 3,847 3,806 17 1,926 19,387 - 75,781

1986 8,655 16,987 3,771 3,738 18 1,906 19,771 - 89,258

1987 9,148 15,811 3,749 3,724 18 1,872 18,973 - 105,778

1988 11,191 17,401 3,673 3,653 21 1,826 20,128 - 126,343

1989 11,687 17,375 3,664 3,641 26 1,772 21,370 - 142,380

1990 12,811 16,307 3,476 3,456 32 1,767 20,177 - 171,557

1991 13,736 16,994 3,046 3,015 42 1,702 19,267 - 207,936

1992 15,386 18,807 2,993 2,964 49 1,641 20,282 - 237,255

1993 15,378 18,385 2,834 2,806 52 1,593 20,469 - 267,552

1994 17,316 18,126 2,749 2,726 54 1,558 19,146 - 314,024

1995 19,636 20,098 2,702 2,685 58 1,501 20,910 - 360,495

1996 20,539 21,066 2,629 2,616 63 1,480 21,155 - 402,630

1997 20,202 21,834 2,589 2,570 67 1,440 20,901 - 438,250

1998 18,670 20,190 2,656 2,607 64 1,413 20,192 - 422,995

1999 21,072 20,944 2,569 2,526 72 1,382 21,217 180 465,086

2000 21,242 21,671 2,535 2,505 81 1,353 22,144 63 517,626

2001 21,606 21,840 2,477 2,448 86 1,354 22,684 71 561,200

2002 21,882 21,598 2,420 2,398 89 1,280 20,518 62 625,949

2003 21,549 20,220 2,292 2,272 96 1,264 19,516 71 664,597

2004 24,012 22,217 2,150 2,130 97 1,240 21,101 72 719,550

2005 22,259 22,259 2,125 2,105 100 1,273 20,171 87 748,041

2006 22,174 22,349 2,095 2,073 101 1,245 19,486 114 785,885

2007 21,422 23,071 2,012 1,997 103 1,231 18,439 120 844,616

2008 20,660 24,576 1,961 1,949 113 1,212 19,009 160 898,071

2009 21,367 25,285 1,980 1,965 119 1,195 19,175 177 927,063

2010 22,444 24,491 1,946 1,925 125 1,177 16,539 219 1,020,302

2011 24,656 23,967 1,950 1,931 134 1,163 18,560 188 1,076,610

자료: aT KA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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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방정식 추정 변수

변수내역 추정변수명 자료출처 및 설명

농업부문 디플레이터 GDPDEF_AG 한국은행

농업부문 디플레이터 변화율 GDPDEF_AG_CH 계산

GDP디플레이터 GDPDEF 한국은행

일반농업 정부 투융자 G_AG_GE 농식품부

친환경 정부 투융자 G_AG_EN 농식품부(친환경 농산물 통계)

친환경 농업직불 G_EN_D 농식품부(친환경 농산물 통계)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G_EN_L 농식품부(친환경 농산물 통계)

토양개량 G_EN_S 농식품부(친환경 농산물 통계)

친환경 유통지원 G_EN_DS 농식품부(친환경 농산물 통계)

일반재배업 고정자본형성 IDR_GE 한국은행, 계산, 실질

친환경 고정자본 형성 IDR_EN 한국은행, 계산, 실질

일반재배업 고정자본형성 IDN_GE 한국은행, 계산, 명목

친환경 고정자본 형성 IDN_EN 한국은행, 계산, 명목

농림업 정책자금 금리 R_AG 농식품부

시장금리 r 한국은행

일반농업 생산 Q_AG_GE FAO, 계산

친환경생산 Q_AG_EN FAO, 계산

일반농업 취업자 EM_GE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친환경 취업자 EM_EN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친환경 농산물 통계, 계산

일반농업 감가상각비 한국은행, 계산

친환경 감가상각비 한국은행, 계산

일반농업 자본스톡 CPS_GE 한국은행, 계산

친환경 자본스톡 CPS_EN 한국은행, 계산

일반농산물 가격 P_GE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계산

친환경 가격 P_EN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계산

농업임금 wage_ag_unit 농가경제조사

농산물 수입량 im_ag 무역협회

일반 농가 호수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계산

친환경 농가 호수
농림업 주요 통계,
친환경 농산물 통계, 계산

전체 농가 호수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국민처분가능소득 NDINC 한국은행, 명목

일반재배업 농업 수입 INCOME_GE 계산(생산량*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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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모형 및 추정 결과

3.1. 분석모형

모형의 구조는 농업을 크게 친환경 농업부문과 일반 농업부문으로 구분하

고, 정부의 지원정책(재정투융자)이 친환경 농업부문의 투자, 생산, 취업, 임

금, 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농업부문 

재정지출은 외생변수로 처리되어 농업투자를 결정하고 농업투자액은 농업

부문 자본스톡을 결정하며, 농업부문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농업투자는 정

부투융자, 농업수입 등의 변수에 의해 설명된다. 농업부문 자본스톡은 초기 

자본과 고정자본형성, 고정자본 소모를 통해 항등식으로 추정된다.

농업부문 생산은 농업부문 자본스톡, 농업부문 취업자 등의 생산요소 변

수에 의해 설명된다. 다음으로 가격은 소득과 공급량 변수에 의해 설명되며,

취업자는 노동력의 가격인 임금에 의해 설명된다. 그리고 농업임금은 노동

생산성에 의해 설명된다. 여기에서 결정된 가격은 농업부문 재배업의 농업

소득을 결정한다. 그리고 농업소득의 경우 모형에서 결정된 생산량과 가격

에 의해 도출된다.

    (18)

여기에서 IDR는 투자, G는 정부 투융자, INCOME은 농업수입임

    (19)

여기에서 Q는 생산량, EM은 취업자, CPS는 자본스톡임.

    (20)

여기에서 P는 가격, NDINC는 국민처분가능소득, Q는 생산량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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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EM은 취업자, WAGE는 임금임.

   (22)

여기에서 WAGE는 임금, Q/EM은 노동생산성임.

그림 4-3. 모형의 구조도

3.2. 추정 결과 

3.2.1. 투자

일반재배업부문 투자(IDR_GE)는 일반농업부문 정부투융자(G_AG_GE)와 

일반농업부문 농업수입(INCOME_GE)의 재투자 가능성을 변수로 고려하였

으며, 시차변수를 포함하여 방정식을 구성하였다. 이자율 변수 구성을 위해 

농업 정책자금 금리에 농업부문 GDP 디플레이터의 변화율을 차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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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재배업부문 투자(IDR_EN)는 친환경 농업부문 정부 투융자 변수 중 

소득 측면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G_EN_D)과 자본 및 투자 측면의 친환

경농업지구 조성사업(G_EN_L), 친환경유통 지원사업(G_EN_DS) 등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소득의 재투자 가능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변수

는 기타 친환경 농업부문 정부 투융자 사업과 별도의 변수로 구성하였다.

표 4-8. 투자 추정 결과

일반재배업부문 친환경재배업부문

-.20

-.15

-.10

-.05

.00

.05

.10
7.2

7.6

8.0

8.4

8.8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Residual Actual Fitted

-.15

-.10

-.05

.00

.05

.10

3

4

5

6

7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Residual Actual Fitted

LOG(IDR_GE)

= 1.399

+0.022*LOG((G_AG_GE+(INCOME_GE/100

0))/GDPDEF_AG*100)

- 0.00512*(100+R_AG-GDPDEF_AG_CH)

+ 0.871177*LOG(IDR_GE(-1))

- 0.20237*DUM_ID

여기에서 IDR_GE는 일반재배업부문 투자,

G_AG_GE는 정부투융자, INCOME_GE는 
일반농업부문수입, R_AG는 농림업 정책자
금 금리, GDPDEF_AG_CH는 농업부문 디
플레이터 변화율임.

LOG(IDR_EN)

= -2.01869

+0.533033*LOG((G_EN_L+G_EN_DS)/GDPD

EF_AG*100)

+0.801147*LOG(G_EN_D/GDPDEF_AG*100)

- 0.00206*(100+R_AG-GDPDEF_AG_CH)

- 0.30414*DUM_ID_EN

여기에서 IDR_EN은 친환경재배업부문 투자,

G_EN_L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G_EN_DS

는 친환경유통지원사업, G_EN_D는 친환경농
업직접지불사업임.

R Sq = 0.961159

D.W. = 3.017497

R Sq = 0.996401

D.W. = 3.231478

3.2.2. 생산

일반 농산물 생산(Q_AG_GE) 함수는 일반 농업부문 취업자와 일반 농

업부문 자본스톡을 생산요소로 하여 추정하였다. 생산요소와 산출량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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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1차 동차함수로 가정하였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Q_AG_EN)함수는 친환경 농업부문 취업자(EM_EN)

와 자본스톡(CPS_EN)을 각각 생산요소로 하여 함수를 구성하였다. 친환

경 농업부문 정부 투융자 중 토양개량사업을 친환경 농산물 생산 측면 지

원 변수로 고려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토양개량 효과가 단기에 나

타나지 않음을 감안하여 3년 이동평균(@MOVAV(G_EN_S,3))하여 변수

를 구성하였다.

표 4-9. 생산 추정 결과

일반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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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Q_AG_GE)

= 2.658993

+0.706253*LOG(EM_GE)

+(1-0.706253)*LOG(CPS_GE/GDPEDF_A

G*100)

- 0.13534*LOG(Q_AG_GE(-1))

- 0.05669*DUM_A_GE

여기에서 Q_AG_GE는 일반농산물생산,EM_GE

는 일반농업취업자, CPS_GE는 일반농업자

본스톡을 나타냄.

LOG(Q_AG_EN)

= 2.043837

+0.722514*LOG(EM_EN)

+0.251377*LOG(CPS_EN/GDPDEF_AG*100)

+0.018291*LOG((@MOVAV(G_EN_S,3))/

GDPDEF_AG*100)

- 0.33639*DUM_Q_EN

여기에서 Q_AG_EN은 친환경 농산물생산,

EM_EN은 친환경농업취업자, CPS_EN은 친

환경농업자본스톡, G_EN_S는 토양개량사업

을 나타냄.

R Sq = 0.863336

D.W. = 1.419074

R Sq = 0.997616

D.W. = 1.79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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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가격

일반 농산물 가격(P_GE) 함수는 소득과 일반 농산물 공급량을 변수로 추

정하였다. 소득은 세금을 제외한 국민처분가능소득(NDINC)을 이용하였으

며, 농산물 공급량은 농산물 생산량과 농산물 수입량(Q_AG_GE+IM_AG)

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친환경 농산물 가격(P_EN) 함수는 국민처분가능소득(NDINC)을 소득변

수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Q_AG_EN)을 공급량변수로 설정하여 추정하

였다.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수입을 통한 공급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4-10. 가격 추정 결과

일반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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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P_GE/GDPDEF_AG*100)

= 5.581798

- 0.34399*LOG(Q_AG_GE+IM_AG)

+ 0.322635*LOG(NDINC/GDPDEF*1000)

- 0.02066*DUM_P_GE

여기에서 P_GE는 일반농산물가격, Q_AG_GE

는 일반농산물생산량, IM_AG는 일반농산물

수입량, NDINC는 국민처분가능소득임.

LOG(P_EN/GDPDEF_AG*100)

= -3.16458

- 0.01996*LOG(Q_AG_EN)

+ 0.791723*LOG(NDINC/GDPDEF*100)

+ 0.118239*DUM_P_EN

여기에서 P_EN은 친환경 농산물가격, Q_AG_EN

은 친환경 농산물생산량, NDINC는 국민처

분가능소득임.

R Sq = 0.793593

D.W. = 1.208031

R Sq = 0.933789

D.W. = 1.30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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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취업자

일반 농업부문 취업자(EM_GE) 함수는 시차변수와 생산요소로서 노동

력의 가격인 임금(WAGE_AG_UNIT)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친환경 

농업부문 취업자 함수도 시차변수와 농업임금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농업임금의 경우 친환경과 일반 농업부문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4-11. 취업자 추정 결과

일반재배업 친환경재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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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Actual Fitted

LOG(EM_GE)

= 2.979495

+ 0.744464*LOG(EM_GE(-1))

-0.17926*LOG(WAGE_AG_UNIT/GDPDE

F_AG*100)

여기에서 EM_GE는 일반농업부문취업자,

WAGE_AG_UNIT는 노동력이 가격인 임금임.

LOG(EM_EN)

= 3.126094

+ 1.092645*LOG(EM_EN(-1))

-0.50264*LOG(WAGE_AG_UNIT/GDPDE

F_AG*100) - 0.61982*DUM_EM_EN

여기에서 EM_EN은 친환경농업부문취업자,

WAGE_AG_UNIT는 노동력이 가격인 임금임.

R Sq = 0.98983

D.W. = 1.334788

R Sq = 0.994314

D.W. = 1.682493

3.2.5. 농업임금

농업임금(WAGE_AG_UNIT) 함수는 친환경 농업부문과 일반 농업부문

의 노동생산성과 시차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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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노동임금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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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Actual Fitted

LOG(WAGE_AG_UNIT/GDPDEF_AG*100)

= 0.551272

+0.087773*LOG(Q_AG_EN/EM_EN)

+0.775303*LOG(Q_AG_GE/EM_GE)

+0.578327*LOG(WAGE_AG_UNIT(-1)/G

DPDEF_AG(-1)*100)

여기에서 WAGE_AG_UNIT는 노동력의 단위

인 임금, Q_AG_GE/EM_GE는 일반농업부문

노동생산성, Q_AG_EN/EM_EN는 친환경농

업부문노동생산성임.

R Sq = 0.900837

D.W. = 1.966962

3.3. 모형의 적합성 검토

시뮬레이션 모형은 9개의 행위방정식과 5개의 항등식으로 구성하였으며 

임금을 제외한 모든 항목은 일반 농업부문과 친환경 농업부문으로 구분하

였다.

앞서 추정된 행위방정식과 항등식을 연립방정식체계로 연결하여 시뮬레

이션 모형을 구성하였다. 자본스톡은 초기 자본과 고정자본형성, 고정자본

소모를 통해 항등식으로 추정되며, 농업소득의 경우 모형에서 결정된 생산

량과 가격에 의해 도출된다.

표 4-13. 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성

모형 구성 규모 항목

방정식 9 고정자본형성, 생산, 가격, 취업자, 임금

항등식 5 자본스톡, 농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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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서 2011년까지 10년간의 시뮬레에션 모형 전체에 대한 예측오

차를 통해 적합성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RMSPE23 기준으로 9%를 하회하

며, Theil’U24 값은 0.1이하수준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전체적인 적합성 검

토 결과에 따르면 모형은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친환경 농산물 가격, 친환경재배업 취업자의 RMSPE

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Theil’U 값은 0.1 이하로 안정적이었다. 일반재

배업부문 투자, 친환경재배업부문 투자, 일반 농산물 생산, 일반 재배업 취

업자 등의 예측오차는 RMSPE와 Theil’U 기준으로 모두 안정적 수준이었

다.

23 평균자승근백분율오차(root mean square percent error: RMSPE) 모형에 의해서 

구해지는 추정치와 실제치의 편차를 실제치로 나눈 다음 그의 평균에 대한 자

승근을 구하는 것이다.

SPE  


T
 t

T
Y t

Y tY t 


 는 모형에 의한 추정치,  는 실제치, T는 검정 기간이며, 상기의 값이 작을
수록 모형의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한다.

24 Theil의 불평등계수(inequality coefficient)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데, 0≤U≤1

로 만약 U=0이면 검정 기간 동안 모형의 추정치가 실제치와 완전히 같아 모형

이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U=1이면 모형이 실제치를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U가 0에 가깝게 접근할수록 모형의 적합성이 좋은 것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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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모형의 적합성 검정 결과(행위방정식 관련 변수)

U RMSPE

일반재배업부문 투자 0.03 5.84

친환경재배업부문 투자 0.02 5.85

일반 농산물 생산 0.02 3.06

친환경농산물 생산 0.06 11.15

일반 농산물 가격 0.04 8.84

친환경농산물 가격 0.05 11.50

일반 재배업 취업자 0.01 2.87

친환경재배업 취업자 0.08 19.90

농업임금 0.05 9.79

3.4. 정책적 시뮬레이션

본 연구는 친환경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투융자가 농업(재배업)부문의 

투자, 자본스톡, 고용, 임금, 생산, 가격, 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정부 투융자가 확대된 경우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였다.

표 4-15. 시나리오 설정

구분 시나리오별 세부 내용

시나리오 1
모든 친환경 농업 지원사업 규모

10% 확대
친환경 농업 지원정책

시나리오 2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친환경유통지원

사업규모 10% 확대
자본 및 투자 지원

시나리오 3 친환경 농업직불 사업 규모 10% 확대 소득측면 지원

시나리오 4 토양개량 사업 규모 10% 확대 생산기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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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부문 지원 사업을 투자부분으로 구성한 시나리오 1~3의 경

우 고정자본형성 및 친환경 농업부문의 생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

다. 시나리오별 차이는 존재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는 유사한 형태로 고정

자본형성의 증가는 투자를 확대하고 이로 인해 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

측하였다. 가격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공급

물량보다는 소득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가격하락은 생산량 

증가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추산된다.

친환경 농업부문 지원 사업 중 토양개량 사업을 생산요소로 모형에 도입

한 시나리오 4의 경우 시나리오 1~3보다 비교적 작은 수준의 변화를 보이

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도의 사업 규모를 10% 증가시킨 

시나리오 3의 경우 고정자본 형성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 증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4. 정책효과 분석의 시사점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친환경농업 직불제도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소득 측면의 지원이 친환경 농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친환경 농업 관련 시설이나 생산 유통

단지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보다 친환경 농가의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정

책의 성과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친환경 농산물 가격의 특성상 공급물량보다는 소득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량 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계측되었다. 적정 수준의 친환경농업 생산량 증가는 미미한 수준의 가격하

락으로 인해 농업소득 증대로 직결된다.

친환경 농업부문의 농업소득 향상은 친환경농업 직불제도와 같이 소득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친환경 농업부문의 추가적인 생산 

증대와 농업소득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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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시나리오별 결과 비교

단위: 증감율(%)

변수
시나
리오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6차년 7차년

친환경농업

고정자본

형성

1 12.6 13.9 13.0 14.2 13.9 12.6 13.9
2 4.9 5.3 5.0 5.4 5.4 4.9 5.3
3 7.4 8.1 7.6 8.3 8.2 7.4 8.1
4 0.0 0.0 0.0 0.0 0.0 0.0 0.0

일반농업

고정자본

형성

1 0.00 0.00 0.00 -0.01 -0.01 -0.02 -0.03
2 0.00 0.00 0.00 0.00 -0.01 -0.01 -0.01
3 0.00 0.00 0.00 0.00 -0.01 -0.01 -0.02
4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0.001

친환경농업

생산

1 2.4 4.3 4.9 5.3 6.0 3.6 2.3
2 0.9 1.7 1.9 2.1 2.4 1.5 1.0

3 1.4 2.5 2.9 3.1 3.6 2.2 1.4
4 0.1 0.1 0.2 0.2 0.2 0.1 0.1

일반농업

생산

1 0.0 -0.1 -0.2 -0.3 -0.4 -0.5 -0.6
2 0.0 0.0 -0.1 -0.1 -0.2 -0.2 -0.2
3 0.0 -0.1 -0.1 -0.2 -0.2 -0.3 -0.4
4 0.00 0.00 0.00 -0.01 -0.01 -0.01 -0.02

친환경

농산물

가격

1 0.0 -0.1 -0.1 -0.1 -0.1 -0.1 -0.1
2 -0.02 -0.03 -0.04 -0.04 -0.05 -0.04 -0.02
3 -0.02 -0.05 -0.06 -0.06 -0.08 -0.05 -0.03
4 -0.001 -0.002 -0.003 -0.003 -0.003 -0.002 -0.001

일반

농산물

가격

1 0.00 0.01 0.01 0.03 0.04 0.04 0.05
2 0.00 0.00 0.01 0.01 0.02 0.02 0.02

3 0.00 0.00 0.01 0.02 0.03 0.03 0.03
4 0.000 0.000 0.000 0.001 0.001 0.001 0.001

친환경

농업부문

취업자

1 -0.1 -0.5 -0.9 -1.9 -2.4 -3.7 -5.9
2 0.0 -0.2 -0.3 -0.7 -1.0 -1.5 -2.4
3 -0.1 -0.3 -0.5 -1.1 -1.4 -2.2 -3.5
4 0.00 -0.01 -0.02 -0.05 -0.07 -0.10 -0.17

농업 임금

1 0.2 0.6 0.7 1.1 1.8 1.8 2.3
2 0.1 0.2 0.3 0.5 0.7 0.7 0.9
3 0.1 0.3 0.4 0.7 1.1 1.1 1.4
4 0.01 0.01 0.02 0.03 0.05 0.05 0.06

친환경

농업부문

농업소득

1 2.4 4.2 4.8 5.2 5.9 3.5 2.3
2 0.9 1.6 1.9 2.1 2.4 1.4 0.9

3 1.4 2.5 2.8 3.1 3.5 2.1 1.4
4 0.05 0.11 0.15 0.15 0.15 0.09 0.06

일반농업

농업소득

1 0.0 -0.1 -0.1 -0.2 -0.4 -0.5 -0.6
2 0.0 0.0 -0.1 -0.1 -0.1 -0.2 -0.2
3 0.0 0.0 -0.1 -0.1 -0.2 -0.3 -0.3
4 0.00 0.00 0.00 -0.01 -0.01 -0.01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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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논의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해외의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에 대한 검토는 실제적인 지속가능한 농업시스

템 구축을 위한 벤치마킹을 위해 요구된다. 제5장에서는 미국, 일본 등 주

요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OECD,

UNSDSN, UNEP, UNESCAP, FAO 등을 중심으로 국제기구에서의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논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주요국의 논의 동향  

1.1. 미국

미국 국립연구회(National Research Council: NRC)에서 발간한 보고서25

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을 논의하였다.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의 

구축은 농업부문에서의 기본적인 사회적 요구에 부흥하는 것으로 바라보

았다. 미국 국립연구회는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의 과정이 농업의 미래 특

징에 대한 집단적인 비전을 요구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점에서 다음의 

25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the National Academies(2010). Toward Sustainable

Agriculture Systems in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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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정의하였다. 우선, 지속가능한 농업은 인간

의 식량, 사료, 섬유의 필요성을 만족시키고, 바이오연료 요구에 기여해야 

한다. 둘째, 환경적 질과 자원기반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농업의 

경제적 생존력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농민과 농장 근로자, 사

회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야 한다.

표 5-1. 농업부문 지속가능성 개선 방법

구 분 지속가능성 개선 방법

생산방법

•보전경운

•작물피복

•작물 다양성(윤작, 간작, 여러 가지 유전적 다양성) 이용

•전통적인 식물육종, 현대 유전공학

•효율적인 물 이용, 물 재사용, 최적관리기법

•토양 및 식물모직시험(tissue test), 양분관리계획, 정밀농업기술

•부산물, 퇴비, 녹비 이용

•통합적 병해관리

•가축 유전자 개선

사업 및
마케팅
전략

•농장 경영의 다양화

•틈새시장, 직거래 활용

지역사회
웰빙촉진
방법

•농장 시스템의 다각화, 경관의 다양화

•수질개선 농법의 이용

•지역사회 지원 농업

•농장-학교 연계 프로그램

•농촌관광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자료: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the National Academies(2010).

미국 국립연구회는 생산 방법, 사업 및 마케팅 전략, 지역사회 웰빙 촉진

방법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농업부문의 지속가능성 개선 방법을 제시하였

다. 생산 방법 측면에서는 보전경운, 작물피복, 작물다양성 이용, 전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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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육종과 현대의 유전공학을 이용하고, 효율적인 물 관리, 토양 양분관리,

정밀농업기술, 통합적 병해관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업 및 마케팅 전

략 측면에서는 농장 경영을 다양화하여 위험을 줄이고, 틈새시장이나 직거

래를 활용하여 시장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역사회의 웰빙 촉

진을 위해서는 농장시스템의 다각화, 경관의 다양화, 수질개선 농법의 이용,

농장과 학교의 연계 프로그램 마련, 농촌관광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미국 국립연구회는 농업의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하여 증분적 접근법과 

변혁적 접근법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증분적 접근법은 주류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며 학문

적 연구와 정책연구 등을 포괄한다. 증분적 접근법에 따라 자연자원과 환

경성을 개선하면서 생산성을 유지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표 5-2. 증분적 접근법을 이용한 지속가능성 향상 연구 예시

구 분 지속가능성 개선 방법

생산성

및

환경

연구

•피복작물의 생태계서비스(병해충 관리, 잡초억제, 양분 물 보

유)에 미치는 영향 평가

•물 재사용시스템, 관개시스템, 축산 부산물관리시스템이 습지

의 효과 개선, 수밀개전, 물 보전,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

향 평가

•농장관리 방법에 따른 온실가스와 양분수지 비교 연구

•병해충, 질병 관리를 위한 비화학적 농자재 연구 개발

•농법 변화에 따른 생태계 이익 분석 연구

사회 경제

연구

•식품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방법 평가

•다양한 정책과 시장조건 하에서 생산방법에 따른 비용 평가

및 비교

•직접 마케팅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분석 연구

•농업부문의 노동 이익, 방법 분석과 농장 수익성에 미치는 영

향 연구

정책연구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농법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농장, 식품,

환경정책에 대한 연구

자료: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the National Academies(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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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변혁적 접근법은 지속가능성 성과의 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시스템의 관점으로 접근한다.

이 접근법은 복잡한 생태계와 사회 경제 생물물리적 시스템과 관련하여 

생산방식의 개발을 도모하고, 시너지와 효율성, 복원력의 특성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며, 농업시스템의 생산성, 환경성, 사회적 측면에 대한 정보의 

통합을 중시한다. 미국 국립연구회는 변혁적 접근법으로 농업의 지속가능

성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5-3. 변혁적 접근법을 이용한 지속가능성 향상 방안

지속가능성 개선 방법

•공통적이고 통합된 비전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계전문가와 시민사회의 협력

적 노력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의 공동 비전을 구현하고 추구하기 위해 새로운 시

장과 법적 체계의 개발을 장려하고 촉진

•농업부문 지속가능성의 네 가지 목표와 관련하여 학제 간 통합 연구를 수행

하고 확대

•잠재적인 새로운 생산시스템의 형태를 연구하여 대안을 제시

•조건 변화에 대응하여 복원력과 적응력을 높이는 시스템 특성을 연구

•영농유형의 조합을 조정하여 물의 과잉사용과 환경오염물질 같은 주요 지역

문제 해결

자료: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the National Academies(2010).

1.2. 일본

일본에서도 다양한 환경문제가 표면화되어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

다. 일본은 고도경제성장기 이후 ha당 농약 및 화학비료의 투입량이 큰 폭

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동식물의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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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할 뿐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안전성에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불안이 

증폭되었다. 일본 농업은 아시아 몬순지대에 위치하며, 촌락구조를 기준으

로 한 소규모이고 영세적인 자원관리를 실시하여 왔기 때문에 문제가 겉으

로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대규모 농업을 중심으로 한 관행농업의 경우,

구미와 같이 농약 및 화학비료의 대량 사용은 지하수 토양을 오염시키고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은 1992년 ‘새로운 식료 농업 농촌

정책의 방향’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일본은 기존의 경제효율성 중심의 농

정에서 국토 환경보전을 위한 지속가능 농업의 육성으로 정책 방향을 전

환하고자 하였다. 1994년에는 환경보전형 농업의 정책을 유형화하여 각각

의 영농 현장에서 다양한 조건에 적합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일환으로 

1994년 재계 유통업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의 대표자들을 포함한 새로운 

조직으로 ‘환경보전형농업 전국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구체적인 추진방

안을 협의하는 협의체가 구성되었고, 상향식 지속가능 농업을 추진하였다.

일본은 지속가능 농업의 정착을 위하여 1999년 농업부문의 ‘환경 3법’

이라 칭하는 ‘지속성이 높은 농업생산방식 도입의 촉진에 관한 법률’, ‘가

축배설물 관리의 적정화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비료 단속법 개정

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기초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정

책수단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1999년 7월에는 ‘지속성이 높은 생산방식 도입의 촉진에 관한 법률’(지

속농업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제시한 취지에 부합하여 인정을 받은 

농민들을 에코파머(Eco-farmer)라고 부르는데, 이들에게는 지속가능 농업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수혜, 부여하고 있다. 지속농업법에서는 지방자치

단체(도도부현)의 지속성 높은 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제

시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이 환경친화적 생산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고 도도부현 지사의 인정을 받은 경우 이들 농민을 에코파머로 칭하

고, 10a당 32만 엔의 무이자 자금(농업개량자금으로 상환기간 12년)을 지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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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

2.1.  OECD 

OECD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과학적 분석과 진단을 위한 농업환경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농업환경지표(Agri-Environmental Indicators)는 농업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대표적

인 값을 말한다. OECD는 1993년부터 농업환경정책위원회에 합동작업반을 

설치하여 정책담당자들이 농업활동과 농업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인과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농업환경지표 개발을 추진하여 왔

다. 농업환경지표는 1994년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환경전문가 회의에

서 20개 지표개발의 필요성이 제시된 이래 상당한 논의 과정을 거쳐 1996

년 JWP회의에서 13개 지표로 확정되어 지표개발을 추진해 왔다. 2007년 7

월 제24차 JWP회의에서 회원국의 농업환경 실태를 수질, 용수 사용, 양분,

농약 사용, 토양, 생물다양성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분석한 농업환경지표

개발에 관한 종합보고서 발간을 승인하여 2008년 12월 농업환경지표 종합

보고서 제4권이 발간되었다. 종합보고서에 제시된 농업환경지표는 토양,

물, 대기, 생물다양성 및 농장관리와 농업투입물 등 분야별 세부지표로 구

성되어 총 34개의 지표를 담고 있다.

OECD는 지속가능 농업정책을 집행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농업환경

지표를 기초로 사전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사전평가를 통해 타

당성이 확인되면, 정책 프로그램 시행이 가능하므로 정책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농업환경지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 농업 정책의 정책 목표

를 설정하게 되며, 이를 기초로 정책 이행을 통해 나타난 성과평가(사후평

가)가 가능하며, 정책 조정 및 보완의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농업환경 조건은 국가별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OECD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표준적 농장관리지표 개발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가적으

로 특수한 환경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농장관리 매트릭스의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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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검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매트릭스에는 양분, 토양, 농약,

물 등의 환경적 요인과 국가적 지역적 특수성과 관련하여 실제 적용되고 

있는 환경친화적 농장관리기법을 통합하여 종합적 지표로 나타내는 이행

지수(implementation index)의 개발이 제시되고 있다(김창길 등 4인, 2011).

또한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에서는 최근 농업환경지표를 이용한 정책

평가모델로 농업환경정책평가모형(SAPIM) 개발에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5-4. OECD 농업환경지표의 구성 체계

구분 대분류 기준 해당 지표 세부지표

핵심

지표

농업에의해

영향을받는

자연자원

스톡

토지 물보유능력, 농업시설에의한물보유능력, 토지사태관리지수

토양 토양침식(물, 바람), 토양유기탄소, 토양 생물 다양성

물이용및수질
물 이용량, 관개용수 화폐가치, 물의 질산염, 인산염,

살충제, 염류, 병원균

생물다양성(작물과

축종의 유전성, 서

식지야생종)

작물종의 유전자 다양성, 축종의 유전자 다양성,

멸종 위기에 처한 작물 품종 및 축종,

현지내/외 보전유용한종서식처양(스톡, 플로우, 구조),

농경지의 야생종, 서식지 행렬, 자연자본지수

농업으로부터

환경오염

양분수지
질소수지(국가 및 지역단위 지수),

인산수지(국가 및 지역단위 지수)

농약이용및위험 농약 사용, 농약 위해성

대기및기후변화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수지

농업에너지

사용

및농장관리

농업에너지사용
농업투입물에 포함된 에너지 총량, 농업에너지 효율성,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 및 이용

농장관리

양분관리, 농약관리, 토양관리, 물 관리, 생물다양성 및

경관관리, 환경친화적 농장관리, 농장관리 능력,

농장경영기법행렬

지역

지표

토지보전및

농업경관

토지보전 담수 능력, 토양지탱 능력

농업경관 문화적 요인, 농업경관의 수요, 농업경관의 가치

정황

지표

농업생산및

경지이용

농업생산, 경지이용
농업GDP, 농업생산량, 농업고용, 농민연령, 농민교육,

농장수, 농가경영수지, 농업예산, 토지 이용,

농경지피복 농경지 피복일 수

자료: 김창길 등 4인(20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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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UNEP 

UNEP는 농업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6. 이와 관련하여 UNEP는 대표적으로 농업이 농장 내

(on-farm) 생물다양성과 생계 및 개발 목적과의 상쇄(trade off)를 요구한다

는 점을 지적하였다. 생산성 확대와 작물 균일성은 농업시스템에서 농업생

물다양성을 감소시키고, 감소한 생물다양성이 농업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농업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증가하는 세계 인구에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농업생물 다양성

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농업은 환경, 지역, 규모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를 내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쉽지 않다.

UNEP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원 이용의 효율성 개선을 촉진해야 한다. 농업생물다양성에 피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농업의 외부효과를 수정해야 한다. 농업활동이 환경 등 다른 부문

에 영향을 미쳐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하여 농업의 외부효과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셋째,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에게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환경에 이로운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등 환경서비스를 가져오는 농업인에

게 보상함으로써 사회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농업부문 투자 및 연구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농업부문의 지속가

능성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농민을 지원해야 한다. 개도국의 기아와 

빈곤 해결을 위하여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개도국 원조를 권장하였다.

26 UNEP(2010). Sustainable Agriculture and The Sustainable Use of Agricultural

Biodiversity: Concepts, Trends and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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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농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향점

구분 지속가능성 향상 방법

자원 이용 •자원 이용의 효율성 개선 촉진

외부성
•농업의 외부효과 수정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에게 보상

연구개발 •농업부문 투자 및 연구 활성화

해외농업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농민 지원

자료: UNEP(2010)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함.

2.3. UNESCAP 

UNESCAP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를 연계하여 논의하였다.27 아

시아 태평양 지역의 식량불안과 식량가격 상승의 원인, 지속가능한 농업의 

위협 요인 등을 살펴보았다. 또 이를 극복하고 식량안보를 구축하기 위하

여 방안을 단기, 중기, 장기적인 측면에서 방향을 제시하였다.

단기적 방안으로는 식량에 대한 접근성 향상, 중기적으로는 지속가능

한 농업의 구축,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였다. UNESCAP

은 특히 중기적인 측면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축을 위하여 소

규모 농가 지원, 천수농업, 농업용수관리, 마을 지식 기술센터 등을 제시

하였다.

먼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농산물 상당수는 소규모 농장에서 생산되

기 때문에 먼저 소규모 농가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이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탄소 순환을 유지 촉진하며,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도

록 유인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관개시스템을 개발하는 

27 UNESCAP(2009). Sustainable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in Asia and The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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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천수농업의 장점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건조한 토양에서 농업을 

하는 농민들에게는 시장창출의 기회가 되며, 가뭄 및 해충에 강한 종자 개

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강과 하천의 개발 및 관리를 통해 농업용

수관리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수자원의 최적 이용, 평등한 이용을 위

해 공공재산권을 설정하고, 소규모 농가의 연못 및 지하수 이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추가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의 강화를 위해 정부가 

ICT 네트워크 지식센터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았다. 네트워크 지식센

터를 통해 종자, 품종, 토양보존, 기술 향상, 위험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공

유할 수 있다.

2.4. UNSDSN

UN의 직접적인 산하기구는 아니지만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하여 

UN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UNSDSN)가 있다. UNSDSN은 2015년 이후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체계에 대한 기술보고서28를 발간하였는데,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구증가와 소득증가에 따른 식습관의 변화는 식량 및 농산물 수요를 증

대시켜온 반면, 글로벌 식량시스템은 토질 저하와 기후변화, 다른 압박 등

으로 인하여 위협을 받았다. 이러한 추세는 단기적인 식량공급의 변동성 

때문에 식량체계의 위험이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

농업은 증가하는 수요를 맞추고, 더욱 효과적으로 빈곤과 영양실조를 완

화시키며, 생태적으로 더욱 지속가능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변

화는 2015년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

소이다.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Sustainable Agricultural Intensification: SAI)

28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2013). Solutions for Sustainable

Agriculture and Food Systems.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지속가능 농업 동향  111

는 농업의 환경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빈곤과 영양실조를 근절시키기 위하

여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에 없었던 생산자부터 소비자까

지 전체 식품체인을  동시에 조정하는 것을 요구하며, 농업과 식량체계의 

지속가능 발전 경로의 주요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5-6. 농업과 식량체계의 지속가능성 향상 방법

•건강한 식습관

•농지 유지 및 복원력 향상으로 농업생산성을 높여 안전하고 영양있는 식량 공급

•자원효율성을 높이고,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시스템 관리 원리에 따른 환경 보전

•식량 손실 및 음식물쓰레기 저감

•소규모 농업 및 농촌 개발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비즈니스 모델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우먼파워 향상

•식량 생산과 소비의 주요 지역에 대한 목적, 목표, 지표 명확화

•농업 및 식량체계 모니터링

•능력제고 및 연구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투자

자료: UNSDSN(2013)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함.

2.5. FAO29 

FAO는 그동안 지속가능한 개발이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며,

1992년 정상회의에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원리에 대한 전 세계적인 합

29 FAO의 논의 내용은 FAO의 Sustainability pathways (http://www.fao.org/nr/ sus-

tainability/home/en/)와 Sustainability Assessment of Food and Agriculutre system

(http://www.fao.org/nr/sustainability/sustainability-assessments-safa/en)의 주요 내

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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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도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다양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정의들은 

자연, 인간, 경제의 상호의존성과 세대 간의 형평성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의 모든 차원을 분석하는 통합적 접근법의 개발과 이행

은 부족했다고 평가하였다.

FAO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위하여 환경적 측면, 사

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이외에 거버넌스 시스템 측면에서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접근법으로는 농식품

의 전체 공급사슬을 고려한 가운데 다양한 측면의 지속가능성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FAO는 식량농업식스템의 지속가

능성 평가를 위한 FAO 지침서(FAO Guidelines for Sustainability Assessment

of Food and Agriculture systems: SAFA)를 발간하였다.

그림 5-1. FAO의 지속가능성 평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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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 지침서는 모든 수준의 식량농업부문 공급사슬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모니터링, 보고를 위한 국제적인 참조기준을 제시한다. SAFA는 지

속가능한 식량농업시스템을 정의하였다. 지속가능한 식량농업시스템의 정의는 

환경적 청결성(environmental integrity), 경제적 복원력(economic resilience),

사회적 웰빙(social well-being),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측면을 

포함한다. SAFA는 또한 지속가능성 성과의 적절한 지표와 점수 선정을 포

함하여 지속가능성의 모든 차원에 대한 통합적 분석 절차를 제시한다. 이 

밖에 지속가능성 주제와, 하위 주제, 목적과 지표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FAO는 식량농업시스템의 주체들이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제시하였다. 생산자, 소비자, 식품산업, 정책입안자를 대상

으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생산자들에게는 자연자원의 이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

원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성 성과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고객들과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하고, SAFA

평가 및 다른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에 참가할 것을 권고하였다.

둘째, 소비자들에게는 구매하려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환경 및 

사회경제적으로 기여하는 제품을 선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환경 및 사회경

제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생산자들에게 요구하라고 하였다.

셋째, 식품산업들은 향상된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개적

으로 노력하고 지속가능성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공급업자들에게 인센티

브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지속가능성 성과의 개선을 위해 

협력관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넷째, 정책입안자들은 환경 및 사회경제적 외부성으로 인한 총 비용을 

산출해보아야 하며, 지속가능한 식량농업을 위한 국가 수준의 발전전략  

개발 및 능력제고를 위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식품

업체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

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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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SAFA의 식량농업시스템 지속가능성 향상 방법

생산자

•자연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공유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한 고객과의 교류

•SAFA 평가 등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참가

소비자

•구매 제품에 대한 정보 탐색

•환경 및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제품 선택

•식품업체들에게 환경 및 사회경제적 성과 관련 자료 제공 요구

식품업체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을 위한 공개적 노력

•지속가능성 성과 개선을 위해 생산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

•지속가능성 성과 향상을 위한 파트너십 개발

정책입안자

•환경 및 사회경제적 외부성의 총비용 산출

•국가 지속가능성 개발 전략 수립 및 예산 확보

•정기적인 식품업체들의 지속가능성 관련 자료 수집

자료: FAO(2013)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함.

3. 시사점

미국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넓은 의미에서의 지속가능한 농업은 식량

생산뿐 아니라 사료, 섬유, 바이오연료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농민, 농장 근로자, 사회 전체의 삶의 질 개선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은 지속농업법을 제정하여 에코파머를 지원하고 있는

데, 우리나라도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농민들이 환경친화적인 농업

활동을 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OECD는 농업환경지표를 이용한 정책평가모형인 농업환경정책평가모형

을 개발 중에 있다. OECD는 연구 결과를 회원국들이 활용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데 모형이 개발되면 우리 농업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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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UN 산하기구들의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논의 동향을 살펴보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식량공급체계, 식량안보와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농업이 농업생산의 지속가능함보다는 농업 본래의 역할에 충

실하면서 동시에 개선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국제기구의 특성으로 인하여 개도국을 주요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AO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전체 식량농업시스템의 공급사슬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

은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또한 생산자, 식품업체,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바

라보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거버넌스를 추가하여 고려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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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물, 에너지, 기후변화 이슈 등과 더불어 건실한 지속가능 농업

시스템 구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고투입·고산출 농

업 추진으로 농업용 토·수질의 악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불안전한 식품

섭취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 도시화로 농지와 농업용수의 

부족 현상이 보다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을 통한 농

업환경자원의 유지·보전과 효율적 이용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는 생산측면에서 친

환경농업과 저투입농업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왔다. 지속가능한 농업에 

관한 연구는 생산 측면의 저투입농업뿐만 아니라, 토양과 물 등 환경친화

적 농업환경자원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에 관한 종합적 

접근(holistic approach)이 필요하다.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농법,

토양, 농업용수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증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기초

로 부문별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을 효

과적으로 구축하는 데 유용하다.

이 보고서는 경제사회연구회의 협동과제로 2013~14년의 2년에 걸쳐 수

행될 예정인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 연구’의 1차연도 연구 결과이

다. 이 연구는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해 환경적, 경제적, 사회

적 측면에서 농법, 토양, 농업용수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증분석하

고 분석 결과를 기초로, 부문별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18 요약 및 결론

첫째,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변동조사 자료를 기초로 토양의 화학성을 분

석한 결과, 유효인산의 경우 논과 밭이 적정범위 평균을 1.3~1.4배, 과수원

과 시설재배지가 2.1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기물의 경우 시설재

배지가 적정범위 평균을 1.2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토양검정

자료를 기초로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토양 변동성 요인을 분석한 결과 지속

가능한 농업이 토양의 유기물 함량에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농업용수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하천수 및 지하수 수질은 농업용

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여 양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담수호와 저수지에 

대한 농업용수 수질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담수호와 

저수지의 수혜면적 기준 29.8%가 농업용 수질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수의 수요량은 2020년에 현재보다 감소할 것으

로 전망되지만, 전체 용수 이용량의 50%를 차지하므로 지속가능한 농업시

스템 구축을 위해 농업용수의 지속적인 확보 및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농업부문의 물질균형 투입-산출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양분

수지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2년을 기준으로 투입되는 양분량 54만 톤 가

운데 23만 톤이 과잉양분으로 지하수나 지표수를 오염시키는 엔트로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과잉양분을 줄이기 위해 화학

비료와 가축분뇨의 사용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생산성과 환경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벼 패널자료를 기초로 

벼 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학비료, 합

성농약 등의 요소가 과대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

에서 저투입과 같은 지속가능 농업을 할 경우 경제성의 저해 없이 환경성

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속가능 농업 추진이 저투입에 의한 비용 

절감으로 경제성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경제성과 환경성의 양립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유기농 쌀 생산비

조사자료를 기초로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적용

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효율성이 높은 농가일수록 환경성이 개선되면서 경

제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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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해 지속가능 농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여섯째,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 실

천 농가를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요소로

는 생산자의 가치, 조직, 내부 네트워크, 교육, 농법 등으로 나타났고, 사회

적 조건으로는 지도력, 소비자 인식, 교육, 갈등 해결,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 판로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가 가장 

중요하며, 사회적 관계란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농민과 농민, 농민과 비

농민, 농민(생산자)과 소비자 간 관계가 신뢰에 기반하여 유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고 강화될 때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곱째, 지속가능 농업 육성을 위한 자금투자의 농업부가가치 제고 기여

도를 동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거시계량경제 구조모형에 의한 분석을 적

용한 결과, 친환경농업 직불제도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친환경 

농업 관련 시설이나 생산 유통단지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보다 친환경 

농가의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친환경 농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여덟째, 주요국의 지속가능 농업 동향을 살펴본 결과, 미국은 생산 방법,

사업 및 마케팅 전략, 지역사회 웰빙 촉진 방법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농

업부문의 지속가능성 개선 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생산 방법으로 보전경

운, 작물피복, 작물 다양성 등의 지속가능성 개선 방법을 제시하였다. 일본

은 지속가능 농업 정착을 위해 ‘환경 3법’을 통과시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고,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 지속농업법을 제정

하여 이 법에서 제시한 취지에 부합하여 인정을 받은 농민들에게 지속가

능 농업 관련 정책의 우선 수혜권을 부여하고 있다.

아홉째, OECD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과학적 분석과 진단을 위한 농업환

경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UN은 산하기구를 통하여 미래의 원활

한 식량공급을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주도하고 있

다. FAO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전체 식량농업시스템의 공급사슬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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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농업은 농업생태계의 악화, 기후변화의 글로벌 환경 문제에 

대응 등을 위한 미래농업의 핵심 과제로 과학적 분석과 이를 기초로 한 실

효성 있는 정책수단 개발의 중요한 과제이다. 지속가능 농업 발전 방안 모

색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기초로 환경성 경제

성 사회성 측면의 종합적 분석은 유효한 맞춤형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핵

심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1년차에 수행한 실증분석과 정

책 효과 분석을 기초로 2년차 연구에서는 정책 인벤토리를 작성하고 정책

수단의 체계화, 농가별 특성과 정책변수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수용

수준 분석,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결합, 농업인과 전문가 조

사를 기초로 정책 우선순위 등을 제시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2년차 연구는 지속가능한 농업체제로 전환을 위한 기본 방향과 단계

별 실행프로그램과 실천전략 제시도 이루어질 것이다. 주요 실천전략으로 

경제적 인센티브 및 상호준수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환경

자원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및 개발, 기술보급 및 교육 확대, 지속가

능한 농업을 위한 DB 구축 등이 제시될 것이다.



부록 1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개념

부표 1.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개념 비교

구 분

필요
한
식량
및
섬유
충족

식량
안보

환경
보존

자연
자원
관리

복원력
증진

재생
불가능
자원의
효율적
이용

재생
불가능
자원에
대한
의존도
완화

생태
적
순환
촉진

공정
한
시장

경제
적
능력
개선

농업
인
삶의
질
향상

지역
사회
에
기여

빈곤
및
소득
격차
완화

1990 USDA
Farm Bill ◯ ◯ ◯ ◯ ◯ ◯ ◯ ◯

SARE
Program ◯ ◯ ◯ ◯ ◯ ◯

ATTRA ◯ ◯ ◯ ◯ ◯ ◯

Agroecology
Program ◯ ◯ ◯ ◯

Sustainable
Agriculture,
Agricultural
Ecology and
Cover Crops
Program

◯ ◯ ◯

National
Campaign
for

Sustainable
Agriculture

◯ ◯ ◯ ◯ ◯

Kerr Center
for

Sustainable
Agriculture

◯ ◯ ◯ ◯

American
Society of
Agronomy

◯ ◯ ◯ ◯ ◯

UN 1992
Earth
Summit

◯ ◯ ◯ ◯ ◯ ◯

Conway
(1985, 1987) ◯ ◯ ◯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2010)

◯ ◯ ◯ ◯ ◯ ◯ ◯

주: Kluson(2008). Sustainable Agriculture: Definitions and Concepts의 내용을 기초로 

다른 관련 연구문헌의 내용을 추가하여 종합 분류하였음.



부표 2. 지역별 화학성 현황(토양별)

구 분　
산도
(pH)

유기물
(g/kg)

유효인산
(mg/kg)

치환성양이온(cmolc/kg)

칼륨 칼슘 마그네슘

　
　
　
논
　
　
　
　

전국(’99) 5.7 22 136 0.32 4.0 1.4

전국(’11) 5.9 26 131 0.30 5.1 1.3

경기 5.7 24 84 0.30 4.7 1.3

강원 5.8 25 104 0.19 4.4 0.8

충북 5.9 24 96 0.18 4.2 1.1

충남 6.1 21 102 0.28 5.2 1.3

전북 5.7 23 122 0.24 5.2 1.5

전남 5.9 31 125 0.40 5.5 1.4

경북 6.1 26.2 160 0.40 5.4 1.3

경남 6.1 31 235 0.37 6.2 1.4

제주 5.9 90 64 0.62 13.4 4.9

적정범위 5.5∼6.5 25∼30 80∼120 0.25∼0.30 5.0∼6.0 1.5∼2.0

　
　
　
　
밭
　
　
　
　

전국(’01) 5.9 24 547 0.81 5.8 1.6

전국(’09) 6.2 24 679 0.79 5.9 1.8

경기 6.3 21 812 0.92 5.7 1.8

강원 6.3 20 699 0.6 4.4 1.1

충북 6.2 18 435 0.58 6.8 1.9

충남 6.2 21 755 0.65 6.0 1.7

전북 6.0 19 653 0.93 6.3 2.1

전남 6.2 29 475 0.92 5.5 2.0

경북 5.9 23.2 549 0.91 5.6 2.3

경남 6.3 25 666 0.86 8.5 1.7

제주 6.1 66 364 0.97 7.7 2.0

적정범위 6.0∼6.5 20∼30 300∼500 0.50∼0.60 5.0∼6.0 1.5∼2.0

주: 논 2011년, 밭 2009년, 과수원 2010년, 시설 2012년 기준임.

자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2012).

부록 2

토양별 화학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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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지역별 화학성 현황(토양별, 계속)

구 분　 산도
(pH)

유기물
(g/kg)

유효인산
(mg/kg)

치환성양이온(cmolc/kg)

칼륨 칼슘 마그네슘

　
　
과
수
원

전국(’02) 5.9 23 589 0.96 5.8 1.7

전국(’10) 6.3 29 636 1.00 6.5 1.9

경기 6.3 21 653 0.72 6.1 1.9

강원 5.9 28 791 0.97 4.9 1.3

충북 6.6 30 577 0.66 6.4 1.6

충남 6.4 23 716 0.78 7.3 1.9

전북 6.3 31 703 1.24 5.5 2.4

전남 6.2 37 573 1.1 7.65 2.0

경북 6.1 27.7 562 1.19 6.3 2.0

경남 6.0 24 682 0.99 6.5 1.8

제주 5.1 90 381 0.47 3.7 1.2

적정범위 6.0∼6.5 25∼35 200∼300 0.3∼0.6 5.0∼6.0 1.5∼2.0

시
설
　

전국(’00) 6.3 34 975 1.6 7.7 3.4

전국(’12) 6.5 38 1,039 1.6 10.6 3.3

경기 6.3 33 1,577 1.45 11.3 3.5

강원 6.2 36 1374 1.98 12.2 3.9

충북 6.5 26 1057 1.14 7.8 1.9

충남 6.4 32 1168 1.18 8.7 3.4

전북 6.4 39 968 1.75 11.4 4.4

전남 6.5 49 989 1.72 9.99 3.1

경북 7.0 34.1 766 1.58 11.8 3.3

경남 7.0 39 895 2.13 12.5 3.7

제주 6.0 55 556 1.63 9.3 2.9

적정범위 6.0∼7.0 25∼35 350∼500 0.7∼0.8 5.0∼7.0 1.5∼2.5

주: 논 2011년, 밭 2009년, 과수원 2010년, 시설 2012년 기준임.

자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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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 토양별 화학성 과부족 비율

<논 토양>

<논 토양>

<밭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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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토양>

<과수원 토양>

<과수원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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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재배지 토양>



부록 3

친환경쌀 인증 농가 생산비 조사표

1. 일반 현황

경영주명 ( 세) 전화번호 (집/사무실) (H.P)

인증유형 ① 유기재배    ② 무농약재배     인증연도 년( 년차)

작업면적 ( )평

※주의: 모든 응답은 위의 작업면적을 기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경운작업(논 밭갈이, 로터리 등)

작업
구분

작업
구분

농기계 
종류

농기계 
사용시간

자가/

위탁
노동시간

자가노동(총 시간) 고용노동(총 시간)

1 논갈이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2 로터리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3 물대기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4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5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 경운작업을 위탁한 경우 위탁비용: (단가: 원/평)

※ 평균 고용노동 단가(남 : 원/일, 여 : 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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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묘비

품종명 사용된 종자량(kg) 종자가격(원)

※ 농가가 수확한 농산물을 이용할 경우 자가종자라고 표기.

4. 육묘관리작업 

작업종류
소요

비용(원)

농기계 
종류

농기계 
사용시간

자가/

위탁

노동시간

자가노동(총 시간) 고용노동(총 시간)

소독 시간
남 : 명

여 : 명 

시간

시간

남 : 명

여 : 명 

시간

시간

침종

(싹틔우기)
시간

남 : 명

여 : 명 

시간

시간

남 : 명

여 : 명 

시간

시간

상토준비

(구입)
시간

남 : 명

여 : 명 

시간

시간

남 : 명

여 : 명 

시간

시간

치상

(상자 쌓기)
시간

남 : 명

여 : 명 

시간

시간

남 : 명

여 : 명 

시간

시간

못자리 준비 시간
남 : 명

여 : 명 

시간

시간

남 : 명

여 : 명 

시간

시간

묘판설치

(묘판이동포함)
시간

남 : 명

여 : 명 

시간

시간

남 : 명

여 : 명 

시간

시간

시간
남 : 명

여 : 명 

시간

시간

남 : 명

여 : 명 

시간

시간

※ 육묘관리 작업을 위탁한 경우 위탁비용: (단가: 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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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앙 작업

작업종류
농기계 
종류

농기계 
사용시간

자가/

위탁
노동시간

자가노동(총 시간) 고용노동(총 시간)

이앙작업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보식작업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 이앙작업을 위탁한 경우 위탁비용: (단가: 원/평)

6. 시비관리(화학비료) : 쌀의 주작기 기준

작업
구분

상품
(비료)명

자재비
(원)

작업면적
(평)

사용량
(kg)

작업
일수

노동시간

자가노동 고용노동

1 일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2 일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3 일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7. 시비관리(퇴비, 부산물비료, 영양제 등) : 쌀의 주작기 기준

작업
구분

퇴비
종류

사용량
(kg)

자재비
(원)

노동시간 자가/

구입자가노동(총 시간) 고용노동(총 시간)

1
축분

(우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2 유박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3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4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 시비관리는 밑거름, 웃거름 등을 모두 포함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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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양관리(규산질 비료, 맥반석 등)

구 분 사용여부/사용자재
사용량

(kg)

자재비
(원)

노동시간
(시간)

토양개량제
① 예( )

② 아니오

9. 잡초관리(논둑 베기, 잡초제거 등): 쌀의 주작기 기준

재료 및 작업방법
(인력,친환경자재,멀칭)

자재비
(원)

사용량
(kg)

노동시간

자가노동(총 시간) 고용노동(총 시간)

논둑베기(연간 4~5회)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논둑관리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잡초제거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 평균 고용노동 단가(남 : 원/일, 여 : 원/일)

10. 병해충관리 : 쌀의 주작기 기준

작업
구분

재료 및 
방제방법

사용량
(kg)

자재비
(원)

노동시간

자가노동(총 시간) 고용노동(총 시간)

1
남 : 명

여 : 명

시간

시간

남 : 명

여 : 명

시간

시간

2
남 : 명

여 : 명

시간

시간

남 : 명

여 : 명

시간

시간

3
남 : 명

여 : 명

시간

시간

남 : 명

여 : 명

시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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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친환경농자재 관리(우렁이, 오리 구입 및 관리, 미강, 당     

밀, 액체규산질, 친환경농자재 제조 등)

작업
구분

작업종류
자재비 및 
관리비용

노동시간

자가노동(총 시간) 고용노동(총 시간)

1 우렁이(구입 및 관리)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2

오리
(오리 구입, 망 구입,

사료 구입 및 관리)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3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12. 수확작업 및 수확 후 관리작업

작업
구분

농기계 종류
농기계 
사용시간

자가/

위탁

노동시간

자가노동(총 시간) 고용노동(총 시간)

1 수확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2 건조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3 탈곡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4 선별 및 포장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5 운반 및 저장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남: 명

여: 명 

시간

시간

※ 수확작업을 위탁한 경우 위탁비용: (단가: 원/평)

※ 수확 후 관리작업을 위탁한 경우 위탁비용: (단가: 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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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수료 및 임대료

종류 금액(원) 종류 금액(원)

농기계 수리비
(관리비 포함)

임차료
(토지, 대농기구, 영농시설)

광열동력비
원

차입금 이자
전기: kw, 유류: l

14. 제재료비 및 소농구비

종류 금액(원) 종류 금액(원)

제재료비(포대 등)
소농구비

(예초기, 호미, 괭이, 낫 등)

15. 경영성과(2012년산 기준)

- 수확 및 판매 : 쌀의 주작기 기준

총 생산량(kg) 판매방법 (자율/계약판매) 판매가격(수매가) (관행 대비) 수확량(%)

조곡기준: 조곡기준:



부록 4

정책적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시나리오1)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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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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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률)

(증감률)

(재배업 전체)(증감률)(재배업 전체)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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