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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와 수질오염, 대규모 질병발생으로 인한 지역경제

의 피해 등 축산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로 축산업은 지역사회에서 

큰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축산업의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농지 및 농촌경관 보전,

농촌경제 활성화 등의 다원적 기능을 하고 있다.

최근 안전한 식품과 쾌적한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축산업이 가지는 긍정적인 외부효과와 함께 부정적인 외부효과

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체험

목장의 활성화는 농업의 6차산업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축사 주변의 주민들은 악취 등 생활환경 악화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축산업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

어 축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축산업이 그 동안의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

해 축산업의 긍정적인 외부경제는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외부불경제는 최소

화하거나 내부화하는 등의 축산업 외부효과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가 우리나라 축산업 발전을 위해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 다원적 

기능을 확대하고, 분뇨와 질병으로 인한 축산업의 외부불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연구수행 과정에서 조사

와 자료협조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교수, 축산전문가, 소비자, 그리고 관련 공

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13.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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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 배경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와 수질오염은 인근지역의 삶의 질과 지가를 하락시

키며, 가축질병의 발생은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축산업으로 인한 

지역사회에서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축산업의 부정적인 영향

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은 안전한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농지 및 농촌경관 

보전, 농촌경제 활성화 등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축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축산업의 외부효과를 긍정적

인 외부효과와 부정적인 외부효과로 유형화하고, 외부효과의 경제적 가치를 

계측하며, 유형별로 외부효과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축산업의 외부효과를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로 나

누어 유형화하고 이론적 해결방법을 모색하였다. 축산업의 외부효과를 해결

한 우수한 국내외 사례를 문헌, 현장방문, 인터넷을 통해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축산업 외부효과의 경제적 가치를 계측하기 위해 가상가치평가

법(CVM)을 이용하여 계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계량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와 계량분석 시 전문가 자문 및 참여를 통해 조사와 분석에 대한 객관성과 

정밀성을 높였다. 그리고 축산전문가를 대상으로 축산업 외부효과와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 중요도와 성과 등을 평가하여, 외부효과 해결을 위한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우리나라 국민들의 65.4%는 축산업의 긍정적인 기능이 부정적인 기능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불의사 분석결과, 축산업이 가지

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확대하고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 가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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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495~10,314원의 특별부담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업 외부효과의 가치는 향후 5년 동안 매년 약 1,345~1,851억 원으로 분

석되었다. 이러한 축산업 외부효과의 경제적 가치 계측 결과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업 관련 지원사업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준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위해서는 축산업으로 인한 외부효과를 해결

(외부경제의 극대화와 외부불경제의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축산업의 외부효과 해결을 위한 원칙은 수혜자부담원칙과 오염자부담

원칙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축산업의 외부경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식량안보와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축산업의 정책

방향을 생산성 향상에 중심을 둔 양적 성장에서 가축질병을 줄이고 축산물

의 안전성과 환경을 고려하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축

산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체험목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험목장의 현황 

조사,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체험목장의 조직화 등 다양한 정책

적 지원이 필요하다.

축산업의 외부불경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축산업자의 교육 사업 강화와 인

식전환을 통해 스스로 환경비용을 지불하게 할 필요가 있다. 축산분뇨로 인

한 환경오염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으로 (가칭)가축분뇨오염관리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칭)가축분뇨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분

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축산농가에게 가축분뇨의 관리와 처리에 대한 

기장을 의무화하고 정부는 이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축산분뇨 관리와 처리를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축산

업에 대한 규제와 지원의 균형, 지원사업의 효율성 강화, 소비자의 감시와 

요구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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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ternalities and Policy Measures of the Livestock
Industry

Background of Research

  Foul smells and water pollution due to livestock excretions deteriorate 
the quality of life and bring down land prices in surrounding area. The out-
break of livestock diseases seriously damages the regional economy. In 
spite of these negative influences, the livestock industry has multi-function-
ality such as a safe and stable supply of livestock products, preservation 
of farmland and landscapes, and the activation of the rural economy. 
Therefore this research classifies the externalities of the livestock industry 
as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measures their economic value, and sug-
gests policy measures to solve them.

Method of Research

  The externalities of the livestock industry were classified and a theoret-
ical solution was sought through the review of preceding researches. 
Implications were derived based on the survey for excellent domestic and 
overseas cases through literatures, site visits and the internet. In order to 
measure the economic value of the externality of the livestock industry, 
CVM was conducted through consulting and participation of experts. The 
degree of importance and results of policies related to the externality are 
evaluated to find implications by livestock experts.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result of the survey revealed that 65.4% of the population think that 
a positive function of the livestock industry is more important than its neg-
ative function. They are willing to pay 7,495 ~ 10,314 won every year per 
household to expand positive externalities of the livestock industry and to 
reduce negative externalities. The value of the externalities of the live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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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is estimated at approximately 134.5 ~ 185.1 billion won for the 
next 5 years.
  The top priority task for the sustainable environment-friendly livestock 
industry is to solve the externality of the livestock industry. The benefi-
ciary pays principle and polluter pays principle should be applied to solve 
the externality of the industry. Specific method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n order to maximize the external economy of the livestock industry, the 
government has to take the initiative in reinforcing food security and in 
preserving the environment and rural landscapes. Second, the future direc-
tion of livestock industry policy needs to be changed from quantitative 
growth focused on productivity to qualitative growth that considers safety 
and the environment.
  To reduce the external diseconomy of the livestock industry, it is neces-
sary to make livestock raisers pay environmental cost by intensifying 
education. The Livestock Excretion Pollution Management Center and 
Livestock Excretion Management Committees need to be established to 
solve the problem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o reinforce monitoring 
the treatment of livestock excretions. An obligation to keep the records for 
livestock excretion management and disposal needs to be imposed on live-
stock farms. Additionally,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the technologies 
for livestock excretion management and disposal, a balance between regu-
lation and support for the livestock industry, intensification of the effi-
ciency of support programs, and consumers' monitoring are required.

Researchers: In Bae Ji, Woo Jin Song, Jin Nyoun Kim, Yong Geon Lee
Research Period: 2013. 1～2013. 12
E-mail address: jiinbae@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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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와 수질오염은 인근지역의 삶의 질과 지가를 하락시

키며, 가축질병의 발생은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축산업으로 인한 

지역사회에서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문제와 관련한 

민원건수는 2001년 2,700건에서 2010년 7,247건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26.5%씩 증가하였다(한국냄새환경학회 2011). 2010년 겨울에 발생한 FMD로 

발생지역의 통행이 제한되면서 지역축제가 취소되는 등 지역경제에 큰 해를 

끼치기도 하였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축산업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환경부는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강화한 권고안을 발표하였으며, 지자체들도 보다 강화된 조례안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축산업의 신규 진입 시 주민의 반대가 심화되고 있으

며, 행정기관에서는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축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

되고 있어 축산업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축산업의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은 안전한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농지 및 농촌경관 보전, 농촌경제 활성화 등 농업이 가지는 

다양한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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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광 기능, 교육 및 휴양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

바지하고 있다. 다원적 기능의 예로 낙농체험농장이나 대관령 삼양목장은 

축산업을 기반으로 관광자원으로 개발함으로써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선도하

고 있다. 실제로 이들 사례의 대부분은 농장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발전에

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수요는 소비자들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개선과 함께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 유럽과 일본 등에서

는 축산이 지닌 다원적 기능을 도시민의 정신적, 육체적 치유와 교육활동 등

에 활용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체험목장을 중심

으로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양립하는 현실에서,

축산업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축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효과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경제적 가치도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축산업의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줄일 수 있는 방안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외

부효과를 확대하거나 내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축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 축산업의 외부효과를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로 구분하여 

유형화하고, 유형별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둘째, 국민의 축산업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축산업 외부효과의 경제적 가치를 계측한다. 셋째, 국내외의 축

산업 외부효과와 관련한 해결사례를 조사하여, 축산업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외부효과를 극대화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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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의 검토

2.1. 축산업의 외부효과에 관한 연구

우선 축산업의 외부효과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재경

(2002)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의 축산폐수관리를 위한 

투자와 정책이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 구조와 원인을 정부실패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1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박두호(2005)는 공간헤

도닉 모형(Spatial Hedonic Model)을 이용하여 미국 콜로라도 주 Weld County

지역을 대상으로 주변의 축산농가로부터 발생되는 악취가 주택의 거래가격

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김정익(2004)은 공간계량분석을 통

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Craven County 지역을 대상으로 양돈시설이 인근

주택가격에 미치는 외부불경제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들 세 연구는 사

례를 중심으로 외부불경제를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계측하였다는 것이 특징

이다.

허덕 등(2009)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녹색축산이라는 개념에 대해 정의

하고, 축산업의 개념을 반려동물 등을 포함하는 동물자원이라는 광의의 축

산업으로 확대 해석하였다. 그리고 녹색 동물자원 산업이 향후 친환경축산

과 저탄소 축산을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녹색

동물자원산업의 경제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양병우 등(2011)은 축산업의 환경오염 실태와 문제점을 정리하고, 축산환

경과 관련한 규제를 살펴보았다. 또한 축산업의 외부효과를 비용 편익분석

을 이용하여 계측하고, 일본과 EU 등 선진국의 축산환경정책을 소개함으로

써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시스템 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축산업으

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축산업의 나아갈 방향

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축산업의 부의 외부효과에 초점

을 맞추고 있으며, 그 외부효과의 계측에 있어 편익을 축산업의 부가가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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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분뇨처리를 위한 기회비용(대체비용접근법)으로 계측함으로써 일반

적으로 언급되는 외부효과를 계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

2.2. 환경재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환경재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정수연 등(2003)은 혐오

시설(노원구의 쓰레기소각장)로 인한 주변의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종속변수로 토지가격을, 독립

변수로 토지이용상황, 고저, 형상, 향, 도로접면, 혐오시설 접근성을 이용하

여 단순회귀분석하였다. 유승훈 등(2003)은 서울시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

경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컨조인트 분석을 이용하였다. 대기오염 정도를 폐

암사망자 수, 호흡기질환자 수, 먼지로 인한 청소비, 시정거리, 가구당 교통

요금, 전기요금 인상, 환경세 신설 등의 속성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지불의사

금액을 추정하였다. 김철중(2011)은 기피시설이 인근 공동주택에 미치는 외

부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헤도닉가격 이론을 이용하여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지하화 계획의 발표와 계획 백지화 등의 상황변화에 따른 주택가격의 변화

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의 방법론을 참고하여 축산업 

외부효과의 경제적 가치를 계측하였다.

2.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대기오염과 같은 일반적인 환경문제와 관련한 

외부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많으나, 축산업과 관련한 외부효과를 분석한 연구

는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축산업을 둘러싼 갈등은 심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축산업의 외부효과를 분

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새로운 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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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의 환경오염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가축분뇨의 처리비용이나 

악취의 저감 비용과 같은 배출원단위에 기초한 산술적 비용계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이론에 기초하여 외부효과를 계측

함으로써 축산업의 환경문제를 다룬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외부효과에 대한 분

석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축산업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

였다. 특히, 축산업의 긍정적인 외부효과인 공익적 가치의 평가에 대한 연구

는 처음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적으로 축산업이 다원적 기능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지

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모범사례가 다수 있으며, 부의 외부효과를 해결하려는 

모범사례도 있다. 이러한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향후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

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3.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축산업에 의해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축산업의 외부효과는 외부경제(다원적 기능)와 외부불경제 모두를 포함하며,

시장에서 거래되는 축산물과 퇴·액비 등은 연구대상이 아니다.

본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우선 문헌과 자료를 조사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를 통해 축산업과 관련한 외부효과를 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축산업의 외

부효과를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로 나누어 유형화하였다. 축산업의 외부효

과를 유형화한 후 외부효과를 해결한 우수한 국내외 사례를 문헌, 현장방문,

인터넷을 통해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축산업의 외부경제 내부화 

사례로는 다원적 기능을 이용한 6차 산업화 사례와 이와 관련한 정부의 지

원사업 등을 조사하였다. 외부불경제의 완화 사례로는 자발적인 환경오염 

저감사례와 규제관련 법률, 지방조례, 민원(처리) 사례, 정부의 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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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일부 해외자료 수집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

용하였다.

축산업 외부효과의 경제적 가치를 계측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이용한 계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설계와 계량분석 시 전문가 자문 및 참여를 

통해 조사와 분석에 대한 객관성과 정밀성을 높였다. 또한 축산전문가를 대

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축산업 관련 정책 중 외부효과와 관련된 정책들

에 대해 중요도와 성과 등을 평가하여 외부효과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관련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 교수 등을 초청하여 

연구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축산업의 외부효과와 관련한 당면과제를 파악하

고, 외부효과를 완화하거나 내부화하기 위한 법, 제도, 정책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4. 연구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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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업 외부효과의 정의

1.1. 외부효과와 시장실패의 정의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실패라 한다.

시장실패의 원인은 외부효과, 불완전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나타난

다.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시장 균형에 비하여 사회 후생이 감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외부효과가 중요한 이유는 시장실패를 유발하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권오상 2007).

외부효과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외

부효과는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로 분류되며, 외부효과로 인하여 타인에게 

이득을 주면 외부경제라고 하며, 손해를 끼치면 외부불경제라 한다. 외부경

제가 있는 경우 과소생산이 이루어지며, 외부불경제는 과잉생산으로 귀결된

다. 이러한 과소생산과 과잉생산으로 인해 시장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에 실패하기 때문에 사회후생이 감소한다.

이를 <그림 2-1>에서 살펴보면, 외부경제는 외부효과로 인해 생산된 재화

가 사회의 수요와 공급곡선이 만나는 시장 균형점인 에서 수요되는 것이 

아니라 에서 수요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과소생산이 일어나게 되며, 결국 

외부효과로 인해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외부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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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재화의 생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보다 이를 생산하는 공급자의 비용

이 적게 되고, 공급자는 시장의 균형생산량인 보다 많은 에서 생산하게 

된다. 결국 시장균형점은 에서 으로 이동함으로써 전체 사회 후생은 감

소한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효과를 줄임으로써 시장은 보다 나은 균형점으

로 이동하게 되고, 결국 전체 사회후생은 증가하게 된다.

외부경제 외부불경제

그림 2-1.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

1.2. 축산업의 외부효과

1.2.1. 축산업의 외부경제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목장의 경관 개선으로 주변 지역의 관광객이 

증가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외부경제 사례이다. 목장주가 경관개선으로 인한 

이익을 독점하지 않기 때문에 목장주가 느끼는 목장 수요에는 관광산업의 

목장에 대한 수요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경우 목장주는 과소수요에 직면하고 목장의 과소공급으로 이어지며, 이 

경우에도 효율적 자원배분에 도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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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축산업의 외부불경제

축산업의 대표적인 외부불경제는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이다. 분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한

다. 하지만 축산농가의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축산농

가의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적어진다. 이런 이유로 과다생산이 일어나 효

율적 자원배분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2. 축산업 외부효과의 유형화

2.1. 축산업 외부경제의 유형화

2.1.1. 농업의 외부경제와 다원적 기능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농업의 결합생산물로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 중에서 

일부가 외부효과를 창출해 시장실패를 유발하는 경우를 말한다(OECD 2001;

오세익 등 2001). 외부효과나 공공재의 특성을 나타내는 환경보전, 국토균형

발전, 식량안보, 농촌고용증진, 전통문화 계승발전 등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으로 분류되고 있다. 즉, 긍정적인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재

화를 다원적 기능으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인 외부경제를 다원적 기능과 같은 개념으로 간주한다.

2.1.2. 다원적 기능의 분류

다원적 기능은 WTO 농산물 협상에서 식량수입국들이 자국의 농업보호를 

위한 중요한 논리로써 활용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연구들이 농업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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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 기능에 대한 정의와 함께 이러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

를 시도하였다(서동균 2001a).

우선 국제기구와 외국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분류를 살펴보면, WTO는 다

원적 기능을 환경보전, 식량안보, 농촌개발로 정의하고 있으며, FAO는 크게 

사회적 기능, 문화적 기능, 환경적 기능, 식량안보 기능, 경제적 기능으로 분

류하고 있다. OECD와 일본, 스위스도 경관보존, 토양 및 수자원 보호, 생물다

양성 유지, 전통문화 전승 등 다양한 시각에서 다원적 기능을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원적 기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다원적 기능의 분류는 크게 환경보전기능, 농촌경관 및 문화적 전

통의 유지기능, 농촌의 활력 유지기능, 식량안보기능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

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연구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표 2-1. 외국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 분류

구분 기능

WTO 환경보전, 식량안보, 농촌개발

OECD

경관보전, 종 생태계 다양성 유지, 토양의 질 보전, 수질보전, 대기의

질 보전, 수자원의 효과적 이용, 경지보전, 온실효과 예방, 농촌 활력

유지, 식량안보/식품안전, 문화유산 보호, 동물복지

FAO

사회적 기능 도시화 완화, 농촌공동체 활력, 피난처/휴양처 제공

문화적 기능 전통문화 계승, 경관제공

환경적 기능 홍수방지, 수자원 함양, 토양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식량안보 기능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가 전략적 요청

경제적 기능 국가/국토의 균형발전과 성장, 경제위기 완화

일본

홍수방지, 토사붕괴 방지, 토양 유출 방지, 지하수 만드는 기능, 강의

범람 안정화, 더위 완화, 동식물의 서식지, 정신적 치료와 안정, 농촌의

경관 보전, 전통문화 전승, 농작업 체험학습 등

스위스
농촌경관 유지, 국민의 분산 정착, 토양 및 수자원 보호, 생물 다양성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

자료: 서동균 등(2001a), 양승용 등(2011), 김용렬 등(201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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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국내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 분류

구분 환경보전기능
농촌경관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기능

농촌의 활력
유지기능

식량안보기능

공통

․수자원 함양

․대기정화

․토양유실방지

․홍수방지

․농업농촌 경관

제공

․전통문화 보존

․휴양처제공

․지역사회유지

․균형발전

․식량의 안전성

보장

권오상

(2000)
․생물종의보존

․교육기능

․전통문화 보존

․농촌지역의

고용촉진

․농촌경제유지

․도시문제의 완화

-

오세익 외

(2001)

․수질정화

․폐기물 처리

․전통및향토

문화 보전

․농촌과도시의

균형발전

․식품의 안전성

보장

서동균 외

(2003)

․수질정화

․폐기물 처리

․생물다양성

․문화적전통및

향토문화보전

․휴양처제공

․교육기능

․농촌과도시의

균형발전

․식품의 안전성

보장

황정임 외

(2009)
-

․정서함양

․녹지공간 제공

․전통문화 보전

․지역사회유지 -

양승용 외

(2011)

․기후순화

․가축분뇨소화

․수질정화

․생물다양성유지

․토사붕괴방지

․농촌과도시의

균형발전

․전통문화 및

향토문화보전

․농촌사회유지

․농촌과도시의

균형발전

-

자료: 김용렬 등. 2012. 「시대변화에 따른 농업 농촌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 재조명」. 한

국농촌경제연구원.

2.1.3. 축산업의 외부경제(다원적 기능) 유형화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바탕으로 이를

축산업에 적용하여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외부경제)을 정의한다. 축산업으로 

인한 외부경제는 크게 식량안보,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12 축산업 외부효과의 유형화와 해결방법

대분류 세부분류 사례

식량안보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축산물의 안전성 보장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축산물 HACCP 관리

농촌경관 및 환경

보전

․농지보존 기능

․농업 농촌경관 제공

․조사료 재배지

․퇴비 시비

․청보리 등 목초지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과 도시의 균형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

․고소득 품목

․고용창출

․관광목장, 지역축제

․체험농장(동물돌보기 등)

등으로 구분하였다.

표 2-3.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의 분류

가. 식량안보

축산업은 국민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식량공급이라는 공공적 역할뿐만 

아니라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제 식량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국제 축산물 시

장의 불안이나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공급위기에 대응할 수 있

게 한다. 이와 같이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는 축산업이 적정한 규모로 유지되어야만 하며, 이를 축산업의 식량안보 기

능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소득의 증가와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로 친환경 축산 및 유기 축산을 통한 안전한 육류의 제공 기능이 한층 강화

되고 있다.

나.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축산업은 축사 주변에 방목장이나 조사료 재배지, 목초지 등을 조성함으로

써 농지보존을 통한 환경보전의 기능과 함께 농업 농촌의 경관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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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담당한다. 방목장이나 조사료 재배지, 목초지는 생산과정에서 경관을 

제공하거나 꽃을 피워 아름다운 풍경을 제공하기도 하고,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시킨다. 또한, 농촌 및 축산업은 관광 등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깨끗한 자연환경에

서 아토피, 암 등 병을 치유하는 데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농촌경관의 개선은 관광목장과 지역축제 등으로 활용되면서, 지역경제 활성

화에 기여함으로써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스위스의 젖소 방목장과 

우리나라의 대관령 목장이 대표적인 농촌경관과 환경보전의 예이며, 이러한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다. 지역경제 활성화

축산은 농업의 여러 품목 중에서 고소득 품목으로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크며, 축산업과 관련한 고용창출 효과도 매우 크다. 축산업의 

2010년 생산규모는 17조 원이며, 가공부문까지 포함하면 38조 원 규모이다

(한국은행 2012). 전체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축산소득은 22%로 농촌지역

의 중요 소득원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3a). 또한 축산

업의 생산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도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높다.1 따라서 축

산업은 농촌지역의 중요한 소득원으로써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

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축산업이 가지는 경관 등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체험농장과 지역축제 등도 농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촌과 

도시가 균형 발전하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1 지인배 등(2012)에 의하면 축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가금 2.33, 양돈 2.36, 육우 

2.20, 낙농 1.98으로 음식점 및 숙박 2.10, 건설 2.06, 제조업 1.17 등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억 원의 생산증가에 따른 취업유발효과

도 낙농 22.4명, 육우 23.5명, 양돈 23.3명, 가금 21.9명, 기타축산 18.1명으로 

농림수산품(39.9명)과 음식점 및 숙박(30.9명)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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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세부분류 사례

환경오염

․분뇨의 악취오염

․분뇨의 수질오염

․농촌경관 훼손

․지구온난화

․소음공해

․토양, 지표수, 지하수 오염

․축사, 분뇨처리 시설, 비료살포의 악취

․불결한 축사 및 관련시설

․메탄가스 발생

․가축의 울음소리

가축질병

피해

․질병우려 증대

․사회적 혼란

․정부 재정지출

․소비자 잉여 감소

․지역사회의 경제적 피해

․인수공통전염병

․가축매몰 및 생산성 감소

․방역 및 보상비 지출 증가

․축산물 가격 상승

․이동제한(지역축제 취소 등)

2.2. 축산업 외부불경제의 유형화

2.2.1. 축산업 외부불경제의 분류

축산업의 외부불경제는 축산업으로 인해 주변 이웃이나 지역사회에 피해

를 주는 부정적인 외부효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에 따라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과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로 유형화하였다.

표 2-4. 축산업의 외부불경제 분류

가. 환경오염

가축분뇨는 악취를 비롯한 농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중요한 수질오염

원이 된다.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축산시설은 오히려 농촌경관을 훼손할 수 

있고, 소 사육으로 유출되는 메탄가스는 온실효과의 원인 물질이기도 하여 

축산업이 지구 온난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축분뇨로 

인하여 악취와 수질오염이 발생할 경우 생활환경이 악화되며, 주변의 지가

가 하락하는 등 농장 인근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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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축질병

가축은 질병에 취약하고 특히 구제역이나 조류독감과 같은 외부에서 들어

오는 질병의 매개체이며, 대규모 전염성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국가 전체

가 혼란을 겪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많은 재정지출이 소요되기도 한다. 또한 

질병발생 시 축산물 공급이 축소되면서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

생하고, 이동통행제한 등으로 지역축제가 취소되는 등 지역사회의 경제적 

활동이 위축됨으로써 피해를 확대시킨다.

2.3. 축산업 외부효과의 유형화

축산업 외부효과의 유형화를 요약하면 <그림 2-2>와 같다. 축산업 외부효

과를 크게 외부경제(다원적 기능)와 외부불경제로 유형화하였다. 긍정적인 

외부효과인 외부경제는 식량안보,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로 

분류하였으며, 부정적인 외부효과인 외부불경제는 환경오염과 가축질병으로 

분류하였다. 외부경제에 대해서는 극대화(또는 내부화) 방안을 도출하고, 외

부불경제에 대해서는 최소화(또는 내부화) 방안을 도출한다.

그림 2-2. 축산업 외부효과의 유형화

(소득감소, 재정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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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성 비경합성

배타성
(사유재)

노트, 아이스크림

(비순수공공재)

유선방송

비배타성
(비순수공공재)

공원, 도로

(순수공공재)

국방, 지구온난화

3. 축산업 외부효과의 특성

3.1. 공공재의 특성

축산업에서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축산업이 환경재나 식량안보 등과 

같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한

다. 따라서 축산업의 외부효과가 가지고 있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살펴봄으

로써 해결방법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공공재에 대해 살펴보면, 공공재의 경우 소유권이 불분명하며, 비배

타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으로 인해 시장에 그냥 맡겨둘 경우 사회적으로 바

람직한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공급이 된다. 공공재의 경우 경합성과 배타

성의 유무에 따라 사유재, 비순수공공재, 순수공공재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5. 공공재의 종류

자료: 권오상. 2007.「환경경제학」.

사유재나 배타성이 어느 정도 있는 비순수공공재의 경우 대가를 받고 공

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을 통한 거래가 가능하며, 공공재라는 이

유로 반드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는 없다. 순수공공재의 경우라도 ①

공공재 수요자 간 공공재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매우 큰 경우, ② 이타심을 

가지는 경우, ③ 유사이타심을 가지는 경우에는 무임승차 욕구가 완화될 수 

있어 시장실패를 상당히 치유할 수 있다(권오상 2007)2.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시장실패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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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성 비경합성

배타성
(사유재)

지역경제 활성화

(비순수공공재)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비배타성

(비순수공공재)

식량안보

지역경제 활성화

(순수공공재)

식량안보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오염, 가축질병 피해

에 정부가 직접 공공재를 공급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공공재의 성격에 따

라 시장거래의 활성화와 정부의 개입 등 다양한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3.2. 축산업 외부효과의 특성

축산업의 외부경제 중 ‘지역경제 활성화’의 경우 사유재와 비순수공공재

로 분류할 수 있으며,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은 비순수공공재와 순수공공재

로 분류할 수 있다. ‘식량안보’는 비순수공공재와 순수공공재의 특성을 모두 

가진다. 축산업의 외부불경제는 ‘환경오염’과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로 모

두 순수공공재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식량안보’와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은 공공재적인 특성의 시장실

패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과소공급을 방지하는 완화방안을 모색해야 하

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해주는 방안으로 접근할 필

요가 있다. 축산업의 외부불경제인 ‘환경오염’과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도 

순수공공재의 특성으로 인한 시장실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표 2-6. 축산업 외부효과의 특성에 따른 구분

2 보다 자세한 내용은 권오상. 2007.「환경경제학」p. 61-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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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오호성
(2002)

․정부의 직접규제: 금지, 허용기준, 용도지정(zonning)

․시장유인을 이용한 간접규제: 협상, 합병, 세금(부과금), 보조금

․정부의 직접생산: 공해방지시설의 건설과 운영, 공공재의 생산,

재개발과 원상복구, 연구와 교육

권오상
(2007)

․사적교섭을 통한 해결

․사법적 해결

․제도적, 행정적 규제

본 연구

․자발적 내부화: 외부효과 발생자가 자발적으로 외부효과 내부화

․사적교섭: 이해관계자가 적을 경우 사적교섭

․정부의 직접개입: 법과 제도를 이용한 축산업 장려, 허용기준,

사육제한, 허가제, 사육거리 제한 등

․정부의 간접개입: 보조금 등을 통한 생산지원, 오염 저감장치 설치

및 시설이전 지원

․정부의 직접생산: 종자보호, 연구와 교육, 오염방지시설 건설 등

4. 축산업 외부효과의 해결방법

4.1. 외부효과 해결의 이론적 방법

기존의 연구자들은 외부효과의 해결방법을 아래의 <표 2-7>과 같이 분류

하였다. 오호성(2002)은 외부효과의 해결방법을 정부의 직접규제, 시장유인

을 이용한 간접규제, 정부의 직접생산으로 분류하였으며, 권오상(2007)은 사

적교섭을 통한 해결, 사법적 해결, 제도적·행정적 규제로 구분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축산업 외부효과의 해결방법을 두 연구의 분류를 참고하여 외부효

과 해결의 주체(개인 민간, 정부)와 정부의 개입방법(법률과 제도, 지원, 직

접생산)에 따라 자발적 내부화, 사적교섭, 정부의 직접개입, 정부의 간접개

입, 정부의 직접생산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이 틀 속에서 외부효과 해결

사례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표 2-7. 외부효과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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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자발적 내부화

자발적 내부화는 축산업의 외부경제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이나 외부불

경제를 생산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외부효과를 자신의 수익과 비용으로 내

부화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시장을 만들어 가는 방안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

보았듯 순수공공재의 경우라도 경제참여자들이 수요자 간 선호차이가 있거

나 이타심, 유사이타심을 가지는 경우 무임승차욕구를 완화시킴으로써 시장

실패를 상당히 치유할 수 있다. 이러한 자발적 내부화는 사회적 편익이나 비

용을 시장을 통해 스스로 수취하거나 지불함으로써 시장균형을 찾아가는 방

안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4.1.2. 사적교섭

시장에서 외부효과로 인한 이해당사자들끼리 협상을 통해 외부효과 문제

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권오상 

2007). 사적교섭을 통한 해결은 시장실패 상황에서 교섭에 의한 후생 증가가 

가능하지만 누가 어떤 권리를 갖는지의 판단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오염 

발생자가 오염을 유발할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오염으로 인한 피

해를 입지 않을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러한 협상과정이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오염으로 인한 피해협

상이 이루어진다 해도 근본적으로 오염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반복

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4.1.3. 정부의 직접개입

정부는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 법과 각종 규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규제를 

가할 수 있다. 외부효과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우 협상을 위한 거래비용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 거래비용이 작거나 당사자 간 협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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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경우라도 권한의 소재로 인해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을 경우 정부가 

법을 통해 합의점을 찾거나 외부효과를 직접 제어할 수 있다.

즉, 축산업이 농업의 일부분으로써 국민의 식량공급을 책임지고 있고, 축

산업을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촌지역사회의 유지 등 다양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과 축산

업을 장려하는 법을 제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정부는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질병발생 등의 외부효

과를 줄이기 위해 각종 법과 제도를 이용하여 가축사육에 대한 허가권을 부

여해주거나, 지역적으로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농장의 사육규모와 거

주 지역으로부터의 거리제한, 방역의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축산업으로부터 발생되는 분뇨의 적절한 처리와 방류기준, 악취의 허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외부효과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직접규제는 정부의 계획에 의하여 균형점이 결정되기 때문

에 시장균형 달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당사자 간 교섭이 불가능

하거나 교섭에 따르는 비용이 과다할 경우에는 효율적인 방안이다.

4.1.4. 정부의 간접개입

정부는 축산업의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간접적인 개입방법

으로 적정수준의 축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보조금이나 가축수매 등 다양

한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가축사

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가축사육과 목초지 조성, 분뇨처리 및 분뇨처

리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한편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한 축사시설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시설을 이전할 수 있도록 중

재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간접규제는 시장에 직접 참여하기

보다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을 왜곡시키

지 않으면서 외부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세금으로 지원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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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정부의 직접생산

정부는 식량안보 등의 이유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육종 및 사육,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분뇨처리시설을 직접 건설하

여 운영할 수도 있다. 특히 오염방지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

며, 가축에 대한 질병 연구와 방역사업을 통해 질병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

을 할 수 있다. 이외에 축산농가의 교육사업을 통해 외부효과를 줄이는 노력

을 기울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직접생산은 해당 재화가 순수공공재의 

특성이 심하고 규모의 경제 등으로 인한 시장실패가 광범위할 경우 효율적

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4.2. 축산업 외부효과의 해결방법

4.2.1. 식량안보,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축산업의 외부경제(다원적 기능) 중 식량안보 기능과 농촌경관 및 환경보

전 기능은 비배타성과 비경합성 등 순수공공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내부화가 쉽지 않고, 축산업을 과소 생산수준에 머무르게 할 가능성이 높

다. 따라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 즉, 축산업이 어느 정도

의 적정 생산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직접개입과 간접개입(지원),

정부의 직접생산이 필요하다.

4.2.2.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는 축산업의 외부경제로 비순수공공재의 성격과 순수공공

재의 성격을 모두 가지기 때문에 정부의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사업을 정당

화시켜 주기도 하지만,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공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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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 방법

외부경제

식량안보
정부의 직접개입, 간접개입, 직접생산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자발적 내부화, 정부의 간접개입

외부불경제
환경오염 자발적 내부화, 사적교섭

정부의 직접개입, 간접개입, 직접생산가축질병 피해

즉, 자발적 내부화가 가능하지만 정부의 간접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축산업

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정부의 간접적인 개입형태인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외부경제에 대한 자발적 내부화는 축산업의 잘 보전된 농촌경관과 축산업

이 가지는 다양한 다원적 기능(조사료재배지, 목초지, 교육 및 의료기능 등)

을 활용하여 관광산업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이는 농업의 6차 산업화로 정의

될 수 있다. 즉, 현재 발생하는 축산업의 외부경제에 배타성과 경합성을 부

여해줌으로써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을 시장화 할 수 있다. 이는 축산업 본연

의 목적은 아니지만, 축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경제(다원적 기능)를 내

부화(시장화)시킴으로써 시장의 최적배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축

산업 외부경제의 중요한 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다.

표 2-8. 축산업 외부효과 해결방법

4.2.3. 환경오염 및 가축질병 피해 

축산업의 외부불경제는 환경오염과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가져다 주

며, 이러한 외부효과는 순수공공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도  

외부불경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개인이라는 측면과 그 피해는 개인, 지역사

회, 국가 모두가 본다는 측면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축산업의 외부불경제는 자발적 내부화, 사적교섭, 정부의 직접개입

과 간접개입, 정부의 직접생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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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축산업의 외부효과 중 외부경제를 극대화하거나 내부화한 국

내외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외부경제 극대화 사례는 축

산업의 식량안보,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사례를 살펴보고, 내부화 사례는 축

산업의 농촌경관 및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체험목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국내 외부경제 극대화 및 내부화 사례

1.1. 정부의 직접개입 및 직접생산

1.1.1. 축산법

축산업의 외부경제인 식량안보와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기능을 극대화한 

사례는 정부의 축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축산법」이다. 정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축산법을 제정

하여 축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축산법은 제1조(목적)에서 가

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

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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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축산법은 축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함으로써 

축산업이 가지는 식량안보 기능을 극대화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 등록, 검정, 보가축의 지정, 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인공수정 및 정액관리 등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국가가 직접 

개발, 생산, 관리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기반을 조성·발전

시키고 있다. 축산업 기반구축사업 외에도 축산발전기금 등을 통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육성, 자조금 지원, 축산업 허가자

의 교육, 축산물 등급화, 축산물의 수출입 등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규정을 통해 축산물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급에 기여함으로써 축산업의 식

량안보 기능을 극대화하고 있다.

1.1.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부는 축산법을 통한 식량안보 기능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

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

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외부경제 극대화보다는 외부불경제 최소화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환경보전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외부경제인 환경보전기능을 극대화하는 사례로도 정의할 수 있다.

1.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정부는 정부조직 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

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을 두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축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축산업의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생산하거나 이를 지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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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부의 간접개입(지원) 사례

1.2.1. 대관령삼양목장

삼양목장은 우리나라 축산물의 보급을 위한 식량안보 차원에서 추진된 목

장으로, 목초지를 조성하여 농촌경관을 보존하면서 이를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삼양식품은 1970년대 국가경제가 성장함에 따

라 국민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한다는 목표 아래 쇠고기와 우유를 생산하는 

대단위 목장건립을 추진하였다. 삼양목장은 1972년 대관령 일대 600만 평의 

초지를 개간하기 시작하여 1985년에 완성되었다.

관광목장으로서 삼양목장의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① 대자연과 하나 되는 

광활한 초원위의 체험, ② 드라마와 영화촬영지 관광, ③ 대관령 삼양목장 

엽서(바람우체국) 등이 있다.

그림 3-1. 대관령삼양목장 전경과 목장체험

자료: 대관령삼양목장 홈페이지(http://www.samyangranch.co.kr/).

1.2.2. 안성팜랜드

안성팜랜드는 정부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축산업 진흥을 위해 설립한 농장

으로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의 효과를 극대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안성팜랜

드는 1963년 우유의 공급을 위해 독일과의 경제협력 회담을 통해 한독낙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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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목장(안성목장)이라는 이름으로 낙농시범목장 건설과 젖소 200마리를 

구매할 수 있는 차관자금을 유치하여 건설하기 시작하여 1969년에 준공되었

으며, 1971년부터는 농협이 운영하고 있다. 안성팜랜드는 안성 공도읍의 39만

평 부지에 초지와 목장을 조성하여 축종별 사양기술 정립과 농가 전파, 우리

나라 고유 품종인 한우의 번식기반 확립, 유기축산물 생산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는 축산업과 관련한 연구 및 보급사업과 함께 문화체험시설, 교육

시설, 놀이시설을 갖추고, 목장의 그림 같은 경관과 가축들을 이용하여 체험

목장으로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사례로 그 역할을 확대

하고 있다.

그림 3-2. 안성팜랜드 전경

자료: 안성팜랜드 홈페이지(http://www.nhasfarmland.com/).

1.2.3. 정부의 축산업 외부경제 관련 지원사업

앞에서 살펴본 삼양목장이나 안성팜랜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계획하고 

지원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 이외에 정부는 외부경제의 

극대화나 내부화를 위해 많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하고 있는 외부경제의 극대화 또는 내부화 관련 지원사업으로는 가축개량지

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축산물이력제,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조사료생

산기반확충,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축사시설현대화, 낙농체험, 마필육성사업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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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외부경제 정책
2012계획
(A)

2013계획
(B)

증감(B-A)

금액 %

가축개량지원 32,717 41,080 8,363 25.6

축산물 HACCP 컨설팅 2,640 2,640 0 0.0

축산물이력제 16,509 18,151 162 9.9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1,050 1,500 450 42.9

조사료생산기반확충 123,964 153,984 30,020 24.2

자연순환농업활성화 24,234 22420 -1,814 -7.5

축사시설현대화 276,000 220,000 -56,000 -20.3

낙농체험 405 0 -405 -100.0

마필육성사업 6,745 9,776 3,031 44.9

본 절에서는 사업명과 예산만을 간단히 소개하고 5장에서 이러한 사업들의 

중요도와 성과 등에 대해 전문가 평가를 실시한다.

표 3-1. 축산업 외부경제를 위한 정책별 예산액

단위: 백만 원,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3b. 「2012년도 축산부문 예산 기금 운용계획」.

1.3. 자발적 내부화 사례

자발적 내부화 사례는 축산업이 가지는 외부경제 중 농촌경관 기능과 이

외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여 시장을 만듦으로써 외부효과를 내부화시키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자발적 내부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삼양목장과 안성팜랜드도 

기업이나 농협이 추진한 자발적 내부화의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는 개인이나 마을이 중심이 된 자발적 내부화의 대표적 사례로 연천의 포드

목장, 임실의 치즈마을, 원주의 돼지문화원, 춘천의 하이록한우 체험목장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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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포드목장(낙농체험목장)

포드목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낙농체험목장으로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자발적 내부화 사례이다. 포드 목장은 ‘포근한 자연과 같은 목장! 드

라마와 같은 사랑’이라는 말의 줄임말로 개인이 운영하는 낙농체험목장이다.

포드목장의 체험은 연령대별로 차별화를 둔 교육프로그램이 특징으로 유

치원·유아원생들과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포드목장에서는 치즈 만들기, 아이스크림 만들기, 소젖 짜기, 우유 먹이기,

건초주기, 슬로푸드 만들어 먹기 등을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 중이다.

목장 안에 캠핑을 할 수 있는 캠핑장과 수영장이 있어, 가족단위로 방문하

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원하지 않을 경우 다른 프로그램을 선택해 체험할 수

도 있다. 당일 프로그램 또는 1박2일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동물

들의 건강을 위해 1일 인원 수가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목장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기 때문에 질병의 발생과 전파 등 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어려운 점들이 있다.

그림 3-3. 포드목장 전경과 낙농체험

자료: 포드목장 홈페이지(http://fordfarm.co.kr/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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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임실치즈마을(낙농체험목장)

전북 임실치즈마을은 우리나라 대표적 낙농체험마을로서 한국치즈의 원조

로 일컬어지고 있다.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자발적 내부화 사례로 

개인이 아닌 마을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임실치즈마을은 1966년 지정환 신부가 산양 두 마리를 키우면서 치즈 만

들기를 시작하여 현재는 대부분의 농가가 체험목장에 참여하고 있다. 임실

치즈마을은 마을 사람들이 직접 치즈낙농체험과 농촌체험을 진행하고 있으

며, 마을단위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젖소, 산양 등의 축산업뿐만 아니라 수

도작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임실치즈마을의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경운기 타기, 치즈 만들기, 피자체험, 산양유비누체험, 소시

지 만들기, 방앗간 체험, 치즈쿠기체험과 계절별로 모내기체험, 친환경수확

체험 등이 있다. 이러한 체험들은 프로그램별로 강사나 담당자가 따로 정해

져 있어 체험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임실치즈마을의 또 다른 특징은 임실군의 주요 관광지가 임실읍을 가운데 

두고 둘러져 있어 외부관광객의 유입이 유리하고, 임실치즈마을에 들렸다 

근처 다른 마을의 주요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임실군의 관광사업

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그림 3-4. 임실치즈마을 낙농체험

자료: 임실치즈마을 홈페이지(http://cheese.invi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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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돼지문화원(돼지체험목장)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돼지문화원은 국내 최초로 돼지를 주제로 한 테

마파크로 외부경제 효과를 자발적으로 내부화한 사례이다. 양돈장과 연계하

여 레저·숙박·교육 등의 테마파크로 조성함으로써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였다.

돼지문화원은 1997년 금보농장을 시작으로 2008년 금돈 법인 설립과 동시

에 프리미엄 돼지고기 ‘금돈’이란 상표를 만들었으며, 2011년 금돈돼지문화

원을 오픈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돼지문화원은 축산업 환경을 고부가가

치 산업으로 만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돼지문화원에서는 돼지체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삼겹살의 날, 어린이날 

행사와 같은 이벤트와 함께 피그 사파리, 산책로, 꽃 축제, 찜질방 체험 등으

로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3-5. 돼지문화원 시설 조감도

자료: 돼지문화원 홈페이지(www.돼지문화원.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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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하이록한우 체험농장

하이록한우 체험농장은 강원도 청정 하이록한우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알

리기 위해 강원도와 5개 시군(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이 지

원하고 있는 개인목장으로 자발적 내부화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례이다.

하이록 농장은 “Happy 초원목장”으로도 불리며, 7만 평의 초지에 한우, 양,

토끼, 당나귀, 꿩 등을 방목하고 있어, 동물먹이주기, 당나귀타기, 한우버거 

만들기, 방목장 및 자연학습장 체험, 겨울농촌체험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다.

지자체의 지원으로 시설투자가 잘 되어 있으며, 목장주는 체험목장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지자체는 체험목장을 통해 강원도의 한우 브랜드인 하이록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는 효과를 거두고 있어 개인과 지자체 협력사업의 좋

은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림 3-6. 하이록한우 농장체험

자료: 하이록한우 체험목장 홈페이지(http://www.happyhil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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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 활용실태 조사3

최근 국민생활이 개선됨에 따라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수

요도 증가하고 있다. 유럽, 일본 등에서는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을 이용한 

체험교육과 치유목장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다

양한 교육체험 및 치유활동을 시작하는 목장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

리나라는 아직까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더욱이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분포된 목장들의 실태조차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국내 축산업이 지닌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체험목장

을 조사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 활용방안을 도출하

고자 한다. 조사를 위해 25개 낙농체험목장과 군 축산과에서 추천하는 시군

별 체험농장, 포털사이트(NAVER, DAUM)에 등록된 상위 체험목장, 348개 

승마체험목장 중 상위 25개 체험목장 등 총 60개의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2.1. 국내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 활용실태

2.1.1. 축종별 활용실태

국내 축산을 활용한 체험목장은 대부분 낙농과 승마를 활용한 체험농장이며,

경기도 권역에 분포하고 있다. 전체 조사농가의 43%인 26개 목장이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에 분포하고 있다. 축종별로 살펴보면 낙농체험농장과 승마체

험농장은 많지만, 한우, 양돈, 양계를 활용한 체험농장의 비율은 미미하다.

3 본 절은 한국농수산대학 신용광 교수의 위탁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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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한우 양돈 양계 승마 복합 계

강원도 2 1 1 0 1 0 5

경기도 11 0 2 0 13 0 26

경상도 6 0 0 1 1 0 8

전라도 5 1 0 0 1 2 9

충청도 0 0 0 0 3 1 4

제주도 1 0 0 0 6 1 8

계 25 2 3 1 25 4 60

낙농 한우 양돈 양계 승마 복합 계

법인(개인) 21 1 1 1 17 3 44

기업 1 0 1 0 5 0 7

지역공동 3 1 1 0 3 1 9

계 25 2 3 1 25 4 60

낙농 한우 양돈 양계 승마 복합 계

2005년 이전 0 0 0 0 1 1 2

2005년 이후 18 1 3 1 5 1 29

미확인 7 1 0 0 19 2 29

계 25 2 3 1 25 4 60

표 3-2. 사례조사 농가 지역별, 축종별 분포

주: 1) 경기도에는 인천이 포함, 경상도는 울산 포함.

2) 복합은 낙농+양계 1농가, 낙농+승마 3농가.

체험농장의 시작연도는 대부분이 2005년 이후이며, 특히 낙농체험목장은

우유과잉 문제가 발생한 2002년 이후 경영안정화 전략의 하나로 선택한

낙농체험목장이 증가하고 있다.

표 3-3. 축종별 체험목장 시작연도

체험목장의 운영주체는 법인(개인 포함)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지역공

동과 기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법인(개인포함)이 소규모 형태로 운영하는 

체험목장이 조사농가의 73%(44개)에 해당하며, 기업이나 지역공동으로 이용

하는 농장은 27%(16개)에 불과하였다.

표 3-4. 운영주체별 체험농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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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한우 양돈 양계 승마 복합 계

개인+단체 21 1 3 1 14 3 43

개인 1 0 0 0 1 0 2

미확인 3 1 0 0 10 1 15

계 25 2 3 1 25 4 60

낙농 한우 양돈 양계 승마 복합 계

연중 7 1 1 0 19 3 31

계절별 3 0 0 0 0 0 3

미공개 15 1 2 1 6 1 26

계 25 2 3 1 25 4 60

2.1.2. 목장별 운영프로그램

가. 단체 이용 가능 여부

목장체험은 대부분 개인과 단체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

지만, 일부 농장에서는 단체체험이 불가능한 목장도 있다.

표 3-5. 단체 체험프로그램 가능 여부

나. 지역 연계프로그램 설정 여부

조사대상 목장 중 31개(52%)만이 지역과 연계되어 있었으며, 3개는 일부 

계절에만 연계 가능한 체험농장이었다. 특히 26개 목장은 지역의 다른 체험

프로그램과의 연계가능성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았다. 목장체험시

간은 낙농체험목장이 2∼4시간으로 가장 많고, 승마체험이 30분∼1시간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6. 지역의 체험프로그램 연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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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한우 양돈 양계 승마 복합 계

가능 5 1 1 0 11 1 19

없음 20 1 2 1 14 3 41

계 25 2 3 1 25 4 60

낙농 한우 양돈 양계 승마 복합 계

제공 0 0 2 1 0 1 4

체험식사 7 0 0 0 0 1 8

장소제공 10 0 1 0 3 0 14

미확인 8 2 0 0 22 2 34

계 25 2 3 1 25 4 60

다. 숙박시설 활용 여부

체험목장 내에 펜션 등의 숙박시설은 갖춘 농장은 19개 농장(32%)에 불과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41개 농장은 당일 체험을 위주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숙박시설 완비 여부

라. 식당시설 이용 여부

체험목장 내에 식당을 갖추고 식사를 제공하는 농장은 4개에 불과하였으

며, 낙농체험농장에서는 체험한 유제품을 활용한 간단한 식사만을 제공하고 

있었다. 식사할 수 있는 장소만을 제공하는 농장은 14개였다.

표 3-8. 식당시설 완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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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외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 활용 사례

유럽의 목장들이 단순한 우유생산이나 치즈가공만으로는 경영수지가 맞지 

않게 되면서, 친환경목장에서 유기농법으로 사육한 가축을 이용하여 우유를 

생산하고 치즈나 요구르트를 제조하여, 유기농 유제품으로 방문객에게 판매

하고 있다. 또한 관리비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부과하여 농장을 관람

시키고 치즈제조를 체험하게 하거나 치즈를 이용한 요리를 판매하면서 1석 

3조의 효과를 올리는 관광형 치즈목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목장의 개념은 영국 등에서는 녹색관광

(Green Tourism)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농촌관광(Rural Tourism), 소프트 관

광(Soft Tourism),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 생태관광(Eco-Tourism), 지속

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 등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체험목장들은 농업농촌이 지닌 다원적 기능을 시장경제로 내부화한 형태라

고 할 수 있다.

2.2.1. 영국

영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 광우병과 구제역 사태로 농가소득이 40% 감소

하면서 1990년 말부터 농촌 살리기에 대한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1990년

대부터 농정이 농촌정책으로 이동하면서 농업생산부문 이외의 경제활동, 농

촌체험관광에 대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내 다른 

국가들의 농촌관광을 받아들여, 영국 농촌의 자연과 경관을 유지보전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려는 다차원적 성격으로 발전하였다.

영국의 농촌지원정책은 크게 농촌경영체지원사업(Rural Enterprise Scheme,

RES)과 리더(Leader)프로그램이 있다. 농촌경영체지원사업(Rural Enterprise

Scheme, RES)은 영국의 농촌개발프로그램(English Rural Development Programme,

ERDP)의 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종류의 

비즈니스들에 대해 RES를 통해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사회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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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다양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

은 농민들이 시장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새로운 사업기회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민들의 사업 외에 농촌 지역사회의 경제, 문화, 환경 등

의 측면에서 개발을 도모하는 분야에도 지원하고 있다.

리더(LEADER, 농촌경제 발전을 위한 행동연대)프로그램은 유럽연합(EU)

이 농촌개발을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1991년 도입한 프

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각종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

어를 제안하면 중앙정부는 자금만 지원하고, 운영은 주민자치단체에 맡기는 

제도이다. ‘EU 집행위원회 농업위원회-EU회원국 및 지자체-LAG(관광 환경

청소년 등 부문별로 주민들이 참여해 만든 조직)’의 3단계로 분리하여 자금

을 지원하고, 운영의 투명성도 확보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LAG에 제안하면 LAG(모니터링 겸임)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상위기관인 지자체나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EU집행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자금지원을 한다. 정보교환에서 공동상품개발이나 마케팅 등 국경을 넘어선 

지역 간 협력을 장려하고 있다.

영국의 농촌관광정책은 지역의 농촌발전계획의 규정에 의거하여 농촌관광

관련 협회가 정부지원을 받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의 농촌관광 활성화 프로

그램은 지역정부 및 민간단체가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원대상이나 분

야 및 자격조건도 다양하다.

농촌관광업의 창업 및 경영에 대한 특별 규정이 없어, 창업 및 상거래에 

관한 일반적 법규들이 적용된다. 대표적인 농촌관광협회는 영국 팜스테이 

협의회(Farm Stay in UK)이며, 약 1,100농가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영국 

팜스테이협의회 홈페이지).

2.2.2. 프랑스

프랑스는 교육농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교육농장이란 농가들이 정규

적인 농업활동의 일환으로 일반인 또는 학생들을 교육적 목적으로 운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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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과 식물 등 경작활동을 소개하고 체험하며 교육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

는 농장 또는 조직이나 기관 등을 의미한다.

교육농장의 종류에는 견학농장, 치유농장, 전문교육농장, 동물 전시관 등

이 있다. 교육농장의 기능은 교육적 기능(학교교육활동의 보조 역할로 전통

농사기술, 문화 및 환경유산의 보전 및 견학), 사회적 기능(문제아동, 청소년 

등의 정서활동), 치료적 기능(지체부자유자, 정신질환자 등의 정서활동), 교

류기능(도농 간의 교류)이 있다.

1970년에서 1980년대 초에 지자체와 협회 중심의 교육농장이 운영되었으

며, 1980년대 말 이후에는 농업활동 중심의 교육농장들이 성장, 발전하였다.

교육농장은 ① 도시민들의 자연과 접촉기회 상실로 인한 자연 및 환경에 대

한 교육 필요, ② 도시 삶의 질에 대한 반성과 이를 보완하는 방안 필요, ③

어린이, 지체부자유자, 문제아동, 정신질환자 등이 가축, 농산품, 자연 등과

의 접촉과 체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치료적 효과에 대한 기대의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었다.

전국적인 교육농장에는 2006년 기준으로 123개 지역네트워크 또는 협회 

조직 하에 약 1,400개 농장이 가입되어 있다. 교육농장을 형태별로 보면 농

업활동 중심농장이 62%, 교육활동 중심농장이 27%, 혼합형 교육농장이 11%

를 차지하고 있다. 등록주체별로 보면, 일반농업농장 68%, 협회 또는 연합회 

18%, 공공기관(교육전문기관 제외) 6%이다.

교육농장 방문객은 연간 3,300만 명으로 이중 50%가 어린이이며, 교육활

동 중심의 교육농장 방문객이 47%로 가장 많다. 농업 생산활동 중심의 교육

농장은 38%, 혼합형 교육농장은 15%이다.

교육활동중심 농장의 특징은 교육활동이 주요 목적으로 교육소재(가축, 식

물, 교육공간 및 시설)를 갖추고, 소규모이지만 수요층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시설로는 프랑스 

국립축산농장(Bergere Nationale), 가이옹농장(Ferme les Gaillons), 노베르농장

(Ferme de Novere), 프란실리안즈농장(Francilianes)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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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체험목장은 녹색치유농업에서 출발하였다. 민간농장과 농업적 

경관을 활용하여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농업활동이 녹색치유

농업(Green Care Farming)이며, 농업을 통한 녹색치유(Green Care in Agriculture),

건강을 위한 농업(Farming for Health),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이라는 용

어와 함께 사용된다. 녹색치유농업은 유럽 내에서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등

을 시작으로 현재 2,000여 개 이상의 농장이 운영 중이다.

치유농장은 농업(Farming)과 관련한 곡식, 원예, 가축사육 및 농기계 사용 

등을 포함하여 치유와 관련한 의료적, 사회적, 교육적 치료 등을 포함한다.

네덜란드에는 2010년 기준 1,100여 개의 녹색치유농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주 약 2만여 명의 방문객이 치유농장을 방문하고 있다.

녹색치유농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질환, 치매, 알콜 약물중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농장이 있다. 녹색치유농장 중에서도 주민농장을 개념으로 하

는 농장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양계, 곡물재배농가는 미미하고, 낙농가와 

염소, 양 사육농가의 수요가 증가 추세이다.

2.2.4. 일본4

일본에서 그린투어리즘이란 농정용어는 1992년에 발표된 ‘새로운 식료 농

업 농촌정책의 방향’에서 ‘농산어촌에서 즐기는 여유로운 체재형 여가활동’

으로 제안되었다. 1990년대에 등장하여 현재 20여 년이 경과하고 있으며, 이

들 활동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은 지역단위의 농업활동이 성행하고 있으며, 축산활

동과 연계된 그린투어리즘은 전국에 산재된 공공육성목장을 위주로 실시되

었다. 공공육성목장이란 지역의 축산진흥을 목적으로 유용우와 육용우의 육성

4 安武正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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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집단적으로 사육할 목적으로 조성된 초지 및 제반시설로서, 지방자치

단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이 목장의 관리운영방침에 따라 운영하는 목장을 

의미한다. 공공육성목장은 1980년대에는 전국에서 약 1,200개의 목장이 있었

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에는 816개 목장이 운영되고 있다.

2010년 조사에 의하면, 일본에서 공공육성목장의 연간 방문자 수는 419만 

명이며, 일본 전체인구의 4% 정도가 목장을 방문하고 있다. 목장별로 살펴보

면, 북해도 지역의 공공육성목장에는 목장당 약 2,300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도부현은 약 1만 3백 명으로 조사되었다.

방문내역은 관광이나 레크레이션을 즐기기 위한 방문자 수가 전체의 약 

87%에 해당하는 연간 약 365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이벤트참가,

학생소풍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방문자수의 약 96%인 400만 명이 

목장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방문으로 판단된다.

표 3-9. 일본의 공공육성목장 방문내역

단위: 목장 수, 천 명

목장
수

방문내역
목장
평균업무

시찰
학생
소풍

이벤트
행사참가

관광
레크레이션

기타 합계

전국 842 63.0 67.8 304.8 3,649.5 102.6 4,187.7 8.3

북해도 210 17.2 2.3 55.7 196.4 5.3 276.9 2.3

도부현 632 45.8 65.5 249.2 3,453.1 97.3 3,910.8 10.3

자료: 安武正秀. 2011. 공공육성목장의 역사 현상 금후의 과제. 북해도가축관리연구회보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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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외부경제 극대화 및 내부화 사례의 시사점

3.1. 식량안보와 농촌경관 보전에는 국가의 적극적 지원 필요

축산업 외부경제의 극대화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을 위해 국가가 축산법과 같은 법률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국립축산과학원 등의 정부조직을 이용하여 직접 생산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

법이다. 우리나라의 농촌경관을 활용한 체험목장의 경우,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특히 국가의 지원과 대기업이나 농협과 같이 자본력

이 있는 기관에서 추진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을 위한 축산업 외부경제(다원적 기능)의 극대화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

하고,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나 공기

업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3.2.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체험목장 증가 추세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도시민 특히 어린학생을 중심으로 농촌체험과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체험목장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

다. 특히 축산업을 이용한 교육적 기능과 치유적 기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체험목장은 2000년대 들어 시작

되어 삼양목장, 안성팜랜드, 포드목장, 돼지문화원 등 일부 선진적인 체험목

장들이 성공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사업성이 보장되는 수준

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최근의 체험목장의 수요

증가 트렌드와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의 6차산업화에 맞추어 축산업의 다원

적 기능을 활용한 농촌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체험목장의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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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체험목장들의 당면과제

우리나라 체험목장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지역적으

로나 축종별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체험목

장들은 대부분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낙농과 승마중심의 체험농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연구를 위해 조사한 농가의 43%인 26개 목장이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에 분포하고 있으며, 축종별로는 낙농과 승마를 중심으로 한 

체험농장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지역적 편중은 낙농가가 주로 수도권에 많

이 분포하고 있고, 소비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체험농장이 개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두 번째, 대부분의 체험목장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체험농장의 프

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법인(개인포함)이 

소규모 형태로 운영하는 체험목장이 조사농가의 73%에 해당하며, 기업이나 

지역공동으로 이용하는 농장은 27%에 불과하다. 체험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축종은 낙농으로 우유착유, 먹이급여, 유제품 만들기 등의 테마가 있지만, 승

마, 한우, 양돈, 양계 체험목장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 축종별로 체험프로

그램에 차이가 많았다. 외부경제의 자발적 내부화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체험목장의 특성별로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대부분의 체험목장이 개인이나 법인 중심으로 운영되어 지역 농

업이나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부족하고, 또한 숙박시설이나 식당시설 등 편

의시설도 부족하여 당일 체험관광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축종별로 체험

에 걸리는 시간은 낙농체험이 2〜4시간으로 가장 길지만, 승마체험은 30분

〜1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숙박시설이나 식당시설 등

의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체험농장도 부족하여 대부분이 당일 형태의 체험이

었다. 체험목장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류형 체험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거나 각종 편의시

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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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수요자에 맞는 다양한 체험농장 개발 및 적극적 지원 필요

유럽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경우 교육목적과 치

유목적 등 사회적인 수요에 맞추어 체험농장이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도 도시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과 치유목적의 체험목장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수요에 맞출 필요가 있다. 수요가 증가하는 교육

과 치유목적의 체험목장을 개발한다면 지역적 축종별 편중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요조사가 필요하다. 영국의 리더

(LEADER)프로그램은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

어 현장에서 원하는 것을 사업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처럼 지자

체나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공공육성목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농협에서는 안성팜랜드에 이어 서산의 한우개량

사업소에 지자체와 협력하여 체험목장을 개설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농협 등을 주축으로 하는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을 이용한 체험목장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프랑스 등 유럽의 국가들은 전국적인 지역네트워크나 협회와 같은 

조직화가 잘 발달되어 있다. 유럽 국가들은 체험농장들의 조직화를 통해 정

보공유와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과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다양성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 체험목장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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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축산업의 외부불경제를 해결한 국내외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외부불경제 해결사례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해결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국내 축산업의 외부불경제 해결 사례

1.1. 자발적 내부화 사례

1.1.1. 하이포크 봉동농장과 ㈜제일종축

㈜팜스코는 축산업으로 인한 외부불경제를 줄이기 위해 양돈장 신축 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비용을 내부화한 사례이다. ㈜팜스코의 

‘하이포크 봉동농장’은 5년 여의 준비를 통해, 2012년 악취와 폐수를 배출하

지 않는 내부시설과 운영 시스템을 갖춘 양돈장을 건설하였다. 무악취·무방

류·무오염의 3무를 실현하고 친환경농장을 표방하여, 지하수나 토양을 오염

시키지 않으며, 가축분뇨를 농장 외부로 내보내지 않도록 설계·시공되었다.

㈜팜스코의 봉동농장은 악취나 폐수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시설투자와 

시스템 구축으로 축산업의 외부불경제 효과를 극복한 사례로서, 축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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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과제인 환경과 생산성 문제를 해결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팜스코의 

친환경 농장정책은 같은 계열사인 ㈜제일종축에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증

축한 ㈜제일종축의 이천의 양돈농장에도 200억 원을 들여 ‘무냄새, 무항생

제, 동물복지’의 첨단시설을 갖추었다. 이와 같이, 축산업의 외부불경제 비용

을 자발적으로 내부화 한 사례는 외부효과를 해결하는 가장 바람직한 사례

라고 할 수 있다.

표 4-1. 하이포크 봉동농장의 특징

아름다운 농장 ․전체 농장의 계획적 조경, 부속건물들의 건축미 및 경관적 조화

친환경

농장

무악취 ․이중 밀폐기술 및 3단계 필터링 시스템으로 발생악취 완벽제거

무방류

․수처리 및 분뇨 자원화 시스템으로 발생 분뇨를 농장 내에서

완전 자원화(재활용수 활용 및 고체비료 생산)

․첨단 슬러리 전용배관의 설계시공 및 운용

․건축물 바닥구조의 철저한 시공으로 토양 지하수 오염차단

자료: Pig & Pork 한돈, 현장&농장. pp. 250-253.

1.2. 사적교섭 사례

1.2.1. 강한 지역주민의 반대

최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지가하락 등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강하

게 주장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새롭게 축산업을 시작하거나 기존의 축사를 

증 개축하는 경우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경기도 포천군

의 경우 한 영농조합법인이 일반양돈농장을 매수하여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

었으나, 주민의 반대로 사업을 포기하였다. 충청남도 태안군의 경우도 지난 

30년 동안 500평 규모의 돈사를 운영하다가 시설을 개축하기 위해 군으로부

터 증축신고를 마치고 착공신고도 마친 상태였으나, 역시 주민의 항의로 사

업진행이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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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지자체의 사업 불허

이와 같이 축산업의 신규진입뿐만 아니라 증 개축 시에도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화되자 지자체에서는 아예 축산업 허가를 내주지 않는 사례가 빈

번히 발생하고 있다. 전라북도 정읍시의 경우 2011년 축사신축 거리제한 규

정이 강화될 것에 대비하여 2010년을 전후하여 신규축사 건축신청이 많았으

나, 이 과정에서 주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외부인이나 대규모 축사에 대해

서는 많은 경우 불허하였다. 경상남도 산청군의 경우도 기존의 가축사육지

역에 추가로 돈사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군에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를 들어 추가적인 돈사건설이 기존의 악취 등 주민

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추가적인 돈사건설이 주민에 막대한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축사신축을 불허하였다. 주민들도 축사건립반대위원회를 결성하여 

축사건축에 집단적으로 반대하였다.

합법적인 축사의 신축이나 개축 시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내의 주민이 새롭게 축산업을 하거나 증 개축을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과의 면식을 통해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 종종 축산

업을 할 수 있지만, 외부인이 축산업을 새롭게 시작할 경우에는 대부분 주민

의 동의를 얻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

의 경우는 축사신축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축사의 신규건

축을 아예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1.2.3. 조건부 합의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주민과 사업자간에 합의를 통해 축산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다. 제주도 남원읍의 경우, 축사 신축허가 이후 축사가 거의 완공

된 상태에서 축사건축을 알게 된 주민들의 반대가 발생하였다. 축사가 거의 

완공된 상태에서 사업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사업자는 주민대표와 만나 사업

이행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의함으로써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사업이행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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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서의 주요 내용은 오 폐수로 인한 피해발생 시 이를 보상하며, 사업의 진

행 시 매각 및 양도 등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마을주민과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1.2.4. 기부 사례

이미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축산업자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많은 경우 축산업자들은 마

을이나 지역의 행사에 어느 정도의 찬조금을 냄으로써 지역 내에서의 민원

발생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큰 업체들은 지역주민들의 민

원을 막기 위해 일종의 합의금을 지역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례가 있는

데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모 양돈업체가 돈사를 확장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합의금을 준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당사자 간에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로 공식적인 자료를 찾기는 어렵다.

1.3. 정부의 직접개입 사례

개인이나 업체가 자발적으로 외부불경제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주민들과 축산업자간의 합의를 통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자발

적 내부화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며, 사적교섭을 통한 합의도 당사자들이 많

거나 권리가 불분명할 경우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 이 경우, 정부는 법률을 

통한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축산업 관련 법

률로는「축산법」,「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분뇨법」,「수의사법」,「악

취방지법」, 「환경정책기본법」등이 있다. 환경과 관련한 법률을 정리하면 

<표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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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축산업 관련 환경규제

규제명 관련법 규제내용

축산업등록 및 허가 축산법

일정면적 이상 축산업 등록 및 허가의무,

등록자의 준수사항(시설, 장비구비 및

적정 사육밀도, 위치, 의무교육)

가축분뇨 관련 규제 가축분뇨법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영업 관련시설 관리강화

및 공공시설 확충 등

악취 관련 규제 악취방지법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

1.3.1. 축산법

「축산법」은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축산법」은 기본적으로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외부경제를 확대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가축질병과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

면서 외부불경제를 줄이기 위한 규제수단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2013년 개정된 「축산법」에서는 그동안의 축산업등록제를 강화하는 축산

업허가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0년 말 구제역 파동 이후 축산업허

가제 등을 포함한 「축산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축산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일

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에 허가제 도입, 허가대상이 아닌 모든 농가(우제류·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등록제 도입,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신규 도입,

축산업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에 대해 의무교육 도입 등이

다. 아울러 허가제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등록제에 대한 벌칙은 완화하였

다. 등록제의 경우 과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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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록제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개선하였다.

「축산법」에서는 새로운 허가제를 단계별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의 

등록제에서는 소사육업 300m² 이상, 양돈업, 양계업, 오리사육업 50m² 이상 

등 일정면적 이상의 가축사육업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새로운 허

가제에서는 우선 2014년 2월까지 소사육업 1,200m² 초과, 돼지사육업 2,000m²

초과, 닭·오리사육업 2,000m² 초과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육대상은 2017

년까지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표 4-3. 가축사육업 허가제 도입시기와 대상

허가제
적용연도

축종별 허가대상 면적
사육 두 수 기준

축종 사육면적

기업농

(전업농×2)

2013.2.∼2014.2.

소 1,200㎡ 초과 100두 이상

돼지 2,000㎡ 초과 2,000두 이상

닭·오리 2,500㎡ 초과 닭 5만 수, 오리 1만 수 이상

전업농

2014.2.∼2015.2.

소 600㎡〜1,200㎡ 50두 이상∼100두 미만

돼지 1,000㎡〜2,000㎡ 1,000두 이상∼2,000두 미만

닭 1,400㎡〜2,500㎡ 3만 수 이상∼5만 수 미만

오리 1,300㎡〜2,500㎡ 5천 수 이상∼1만 수 미만

준 전업농

2015.2.∼2016.2.

소 300㎡〜600㎡ 30두 이상∼50두 미만

돼지 500㎡〜1,000㎡ 500두 이상∼1,000두 미만

닭 950㎡〜1,400㎡ 2만 수 이상∼3만 수 미만

오리 800㎡〜1,300㎡ 3,000수 이상∼5,000수 미만

50㎡

2016.2.∼2017.2.

소 50㎡〜384㎡ 7두 이상∼30두 미만

돼지 50㎡〜500㎡ 60두 이상∼500두 미만

닭 50㎡〜950㎡ 1,000수 이상∼2만 수 미만

오리 50㎡〜800㎡ 160수 이상∼3,000수 미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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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가축분뇨법」)은 가축분

뇨 자원화 및 처리를 통해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

과 환경보전을 위해 제정되었다. 이를 위해 법에 가축분뇨의 사전관리, 처리,

이용촉진, 공공처리, 관련 영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축분뇨법」중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은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로, 지자체 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지방 조례로 가축사육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축사육 제한지

역은 주거밀집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

보전 필요지역,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으며, 2011년까지 전

국 230개 지자체 중 192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다.

환경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2011년 10월)에서는 축사시

설은 주거밀집지역(가구 최소단위 5~10호)으로부터 소·말은 100m, 젖소는 

250m, 돼지·개·닭·오리는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에서 

환경부의 권고안보다 강화된 가축사육 제한거리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

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소 500m, 젖소 500m, 돼지 2,000m, 닭·오리 1,000m의 

준칙안을 발표하였다.

표 4-4. 주거지 기준 가축사육 제한거리

소 젖소 돼지 닭·오리

환경부 권고안 100m 250m 500m 500m

전라북도 준칙안 500m 500m 2,000m 1,000m

자료: 전라북도(2012).

「가축분뇨법」은 2013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가축분뇨법」의 주요 개

정내용은 사전 예방적 관리, 분뇨 및 퇴·액비 관리, 영업 관련시설 관리 등이

다. 사전 예방적 관리를 위해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수변지역을 포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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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무허가·미신고 축사 중 개선이 불가능한 시설은 점차 사용중지 또는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17년 이후 전자인계·인수제도를 도입하여 가축

분뇨의 배출, 수집, 운반, 최종처리까지 수거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1.3.3.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은 악취를 방지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

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법에 의하면 악취는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

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암모니아,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등 22개를 

악취물질로 지정)이다.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거나, 배출허용기

준 초과 지역 등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축산업 관련 악취배출시설로는 가축사육시설, 도축시설, 육가공 및 저장 

시설, 사료제조시설 등이 포함된다.「악취방지법」에 의하면 악취배출시설

은 악취방지 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악취배출시설 가동 전에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4. 정부의 간접개입(지원사업) 사례

정부는 축산업의 외부불경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법률적인 방법뿐만 아니

라 각종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축산업 외부불경제 관련 지

원사업으로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축사시설현대화, 시 도

가축방역, 살처분보상금,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사업,

가축질병근절사업, 가축생균제 및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등이 있다. 각 사업

들의 사업명과 예산은 <표 4-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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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축산업 외부불경제 완화를 위한 정책별 예산액

단위: 백만 원, %

축산업 외부불경제 정책
2012계획
(A)

2013계획
(B)

증감(B-A)

금액 %

축산분뇨처리시설 69,319 85,274 15,955 23.0

자연순환농업활성화 24,234 22,420 -1,814 -7.5

축사시설현대화 276,000 220,000 -56,000 -20.3

시 도가축방역 75,094 78,313 3,219 4.3

살처분보상금 40,000 40,000 0 0.0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1,050 1,500 450 42.9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사업 2,209 4,400 2,191 99.2

가축질병근절사업 10,794 11,275 481 4.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3b. 「2012년도 축산부문 예산 기금 운용계획」.

축산업의 외부불경제와 관련한 문제들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

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의 사업 외

에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만들어 추진하는 사례들도 있다. 대표적인 축산업 

외부불경제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가축생균제 지원,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축사공원화 사업 등이 있다.

가축생균제 지원사업과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은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료에 생균제를 혼합하여 급여함으로써 가축

분뇨의 악취를 제거하고 사료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파리

발생을 억제하고, 축사환경을 개선하며, 소화력 증진으로 증체를 도모하여,

결과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축사공원화 사업(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지원사업)은 제주시, 충청북도, 경

상북도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축사환경 조성으로 

축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 사업이다. 주로 축사 주변에 조경수 식재,

펜스설치, 화단설치 등으로 마을과 조화를 이루어 녹색성장 유도 및 자연친

화적 축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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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축산업의 외부불경제 해결 사례

2.1. 미국의 축산업 규제5

2.1.1. 청정수법과 국가오염물질배출제거시스템

미국의 축산업과 관련한 환경오염 문제를 가장 깊게 다루는 연방환경법은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가축사육시설(Animal Feeding Operation)을 청정수법에 의해 만들어

진 국가오염물질배출제거시스템(NPDES: National Pollu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가축사육업자들이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국가오염물질배출제거시스템의 허가가 필요하다. 국가오염물질배

출제거시스템의 허가권은 44개 주와 환경보호청에서 발행하고 있다. 대규모 

가축사육장(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6은 1974년부터 국가오염

물질배출제거시스템에 의해 점오염원으로 간주되어 관리되고 있다. 2012년

에는 네브라스카의 한 비육장이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분뇨의 부적절한 

처리로 하천을 오염시켜 적발되었다. 미 정부는 청정수법의 국가오염물질배

출제거시스템의 허가조건 위반으로 이 농장에 14만 5,000달러의 벌금을 부

과하였다.

연방정부의 국가오염물질배출제거시스템 외에 35개 주가 대규모가축사육

장이나 소규모가축사육장의 관리를 위한 허가 또는 승인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34개 주가 분뇨시비 규정을 가지고 있고, 27개 주가 분뇨관리계획의 

개발과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5 본 절은 USDA(2003)의 축산업에 대한 환경규제 부분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6 대규모가축사육장은 1,000두 이상을 한정된 장소에서 사육하고 있거나, 301두

에서 1,000두의 가축을 한정된 장소에서 사육하고 있으며 오염물질을 하천에 

배출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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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가축분뇨 통제를 위한 미국의 주 규정

주
허가형태 허가조건

연방
NPDES

주
NPDES

주
비NPDES

배출물한계 관리계획
토지살포
계획

AL
AK
AR
AZ
CA
CO
CT
DE
FL
GA
HI
IA
ID
IL
IN
KY
KS
LA
MA
MD
ME
MI
MN
MO
MS
MT
NE
NC
ND
NH
NJ
NM
NV
NY
OH
OK
OR
PA
RI
SC
SD
TN
TX
UT
VA
VT
WA
WI
WV
W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7 40 35 29 27 34

주: 비NPDES는 연방과 주의 NPDES 이외의 오염물질배출제거시스템임.

자료: USDA. 2003. Manure Management for Water Qualtiy Costs to Animal Feeding

Operations of Applying Manure Nutrients to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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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가축사육을 위한 통합국가전략

가축생산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미국 농업성과 환경보호청은 1999년 가축

사육을 위한 통합국가전략(Unified National Strategy for Animal Feeding

Operations: USDA-EPA 1999)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기존의 법과 규제가 

느슨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자 가축분뇨로부터의 수질과 공중

보건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주의 수질보호 프로그램들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가축사육을 위한 통합국가전략에서는 모든 가축사육장 운영자에게 가축분

뇨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포괄적인 양분관리계획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전략에서는 분뇨의 양분과 유기물의 가치를 인정하여 토지

에의 사용을 가장 바람직한 사용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의 양

분관리계획은 각 가축사육장의 특성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보호청은 2002년말 대규모가축사육시설의 관리를 위해 가축사육을 위

한 통합국가전략의 목표를 강화하였다(USEPA 2003). 국가오염배출제거시스

템의 허가와 배출물 제한 지침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Ÿ 25년/24시간 폭우 시 분뇨배출 규제가 면제되던 규정의 제거

Ÿ 건조퇴비 취급시스템을 가진 양계업에 대한 면제규정의 제거

Ÿ 양분관리계획을 국가오염물질배출제거시스템 허가사항에 포함

Ÿ 신규 대규모 가축사육장에 대한 분뇨의 하천 방류 금지와 무배출 요건

의 채택

Ÿ 라군의 깊이표시판 설치 요구

Ÿ 가축분뇨를 경작지에 살포할 경우 상한기준 준수

환경보호청은 이러한 규제강화에도 불구하고, 1만 5,500개의 가축사육장이 

대규모 가축사육장으로 분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약 2,500

개만이 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이처럼 허가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아직도 축

산업 규제에 대한 집행이 느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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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축사시설 악취관련 규제

미국은 축사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와 가스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가 발

달해 있지 못하다. 최근까지 축사시설의 악취문제를 다룬 연방 규정은 없으

며, 주 규정도 흔치 않다. 대부분의 법률들은 시설 운영자에 대한 교육, 분뇨

관리계획의 작성 의무화, 가축사육 제한거리 등만을 규정하고 있다.

일부 법률은 가축 시설을 건설하거나 확장할 경우, 이를 지역사회와 지방

정부에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법률들에 대형 축사시설

의 규제에 있어서 카운티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주들에서는 축사

시설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경우 카운티가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2.2. 미국의 간접개입

2.2.1. 환경의 질 유인프로그램

환경의 질 유인프로그램(Environment Quality Incentive Program)은 1996년에 

제정된 연방농업개선 및 개혁법(1996년 농장법: 1996 Farm Bill)에서 시작되

었으며, 2002년에 제정된 농장안전 및 지방투자법(2002년 농장법)에 의해 개

정되었다. 환경의 질 유인프로그램에서는 곡물 경작자와 축산업자들의 환경

보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비용분담지불금, 인센티브지불금을 

지원한다. 축산 농가는 분뇨관리구조물과 양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정지원을 위한 계약기간은 1년에서 10년까지이며, 2002년에서 

2007년까지 농장당 지원금은 최고 45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환경의 질 유인

프로그램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연간 약 2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지원하

였으며, 2002년 예산액은 4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13억 달러로 증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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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미네소타 비육장 황화수소 프로그램7

미네소타 오염관리국(Minnesota Pollution Control Agency)이 운영하는 비육

장 황화수소 프로그램(Feedlot Hydrogen Sulfide Program)은 미국의 가장 대표

적인 악취방지 프로그램이다. 미네소타 오염관리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축사시설의 공기오염(황화수소)에 대한 위반을 감시하고 판별하며, 비육장의 

악취와 관련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요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과거 미네소타 주는 가축분뇨의 악취문제를 토지의 용도 구분으로 해결하

였지만,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에 미네소타 주에 대형 양돈시설들이 

증가하면서 미네소타 오염관리국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였다. 미네

소타 오염관리국은 1997년 7월에 비육장 황화수소팀을 설립하여, 양돈시설

에서의 악취의 주범인 황화수소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미네소타 오염관리국은 축사시설의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조사

를 실시하며, 주민들은 언제라도 익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미네소타 오

염관리국은 ① 민원인의 생활에 대한 악취의 영향, ② 사건의 기술적 측면

(시간과 기상조건 등), ③ 사건이 발생할 당시의 관행, ④ 악취가 가장 널리 

퍼진 시간 등을 조사한다.

민원이 접수된 후, 미네소타 오염관리국은 시설 운영자에게 비육장 악취 민

원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통지하고, 제롬(Jerom)계측기를 사용하여 축사시설의 

황화수소 농도를 심사한다. 심사 결과 위반으로 판명되는 경우, 미네소타 오

염관리국은 축사운영자에게 오염관리 준수 계획을 실행하도록 요구한다.

축사운영자가 오염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미네소타 오염관리

국은 운영자의 비용으로 연속적 주위 모니터(CAM: Continuous Ambient

Monitor)를 설치할 수 있다. 각 CAM의 비용이 약 5만∼12만 달러로 매우 비

싸기 때문에 CAM은 축산업자들이 미네소타 오염관리국의 제안에 협력하게 

하는 동기를 제공하게 된다.

7 Minnesota Pollution Control Agency(1998; 2011)의 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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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 오염관리국은 생산자들이 환경오염에 대해 스스로 해결책을 만

들어 실행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오염방지 활동

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특히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과 오염발생자 간에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3. 유럽의 악취해결 노력8

일반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가축시설로부터 가축분뇨를 통제하는 데 있어

서 세 가지의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세 가지 접근법은 ① 엄격한 규제적 

접근(생산 할당량, 배설물 목록, 이용기준, 요금), ② 기술연구에의 공공 및 

민간 투자, ③ 환경교육이다.

축사시설로 인한 악취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유럽은 미국보다 더 적극적

이다. 유럽연합과 유럽의 각 나라들은 대규모 축사시설의 분뇨와 악취 저감

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과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이다. 1991년 유럽연합은 모든 ‘악취에 대한 취약 지역’에서 분뇨이용을 규

제하기 위한 질산염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2000년 이후부터는 분뇨 과잉생

산지역은 높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악취문제해결을 위해 가축사

육 제한거리를 주요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2.3.1.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악취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엄

격한 규제와 법 집행, 시장 메커니즘 활용 등 유럽에서 가장 다양한 프로그

램을 가지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1984년부터 농가가 가축 수를 늘리는 것

을 법적으로 제한하였으며, 1986년에는 분뇨의 효과적인 처리를 촉진하기 

8 Chapin, A. et al.(2008)의 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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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국립분뇨은행(National Manure Bank)을 설치하였다. 분뇨를 많이 생산하

는 농가는 국립분뇨은행에 요금을 내야 하며, 분뇨은행을 통해 가축분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이 분뇨를 농경지에 이용하려는 지역과 거래를 할 수 

있다. 국립분뇨은행은 경제적 인센티브와 거래제도를 특징으로 하는 네덜란

드의 분뇨생산권시스템(MPR: Manure Production Right) 중의 하나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분뇨의 살포와 농가단위에서의 분뇨관리 등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하게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24시

간 이내에 분뇨가 토양에 섞이도록 하여야 하며, 경찰과 조사관들이 분뇨가 

살포된 장소를 순찰하며 이를 위반 시 위반딱지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축산농가는 분뇨의 생산량과 농작물의 양분요구에 맞춘 살포실적 등을 포함

한 분뇨관리 부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오

염으로 인해 발생할 최악의 상황에 기초한 벌금이 부과된다.

네덜란드 정부는 질소배출에도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농장들은 질

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방법의 효과를 증명해야 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러한 농장의 개선노력

에 대해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암모니아 배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 축사에 대해서는 “Green label”을 부여하고, 향후 15년 동안 질

소배출 감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네덜란드 정부는 암모니아 배출량을 10%

줄이면 악취가 7%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웃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거리를 통해 사육

두수를 제한하고 있다. 농장이 Green label 축사로 건축되어 암모니아와 악취 

배출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육두수를 늘릴 수 있다. 농장이 법규를 준

수할지라도, 악취문제가 심할 경우 이웃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3.2. 덴마크

「악취방지법」은 1950～1980년 기간 동안 덴마크에서 최초로 만들어졌으며,

환기 굴뚝과 거리제한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덴마크 환경부는 분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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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과 축사의 입지, 분뇨의 시비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제는 거주지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서는 토요일, 일

요일 및 공휴일에는 배설물을 살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액비는 살

포 후 12시간 내에 경운되어야 하며, 고체분뇨는 살포 후 바로 경운하여야 

한다. 축사가 이웃 주민들에게 상당한 악취문제를 유발하는 경우, 우수하게 

운영되는 축사일지라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많은 덴마크 양돈농가는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시

설을 이용하고 있다. 바이오가스 시설은 악취가 거의 없는 슬러지를 생산하

여 농부들에게 제공된다. 바이오가스 시설을 통해 분뇨가 처리될 경우 민원

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탈리아도 악취방지를 위한 경제적 수단으

로 바이오가스 회수시스템을 장려하고 있다.

2.3.3. 유럽의 경제적 인센티브(세금과 보조)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악취와 가스배출 문제를 다루기 위해 경제적 인센

티브를 이용한다. 이들 국가들은 배출물과 악취감소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

과 인센티브를 이용한다. 벨기에에서는 축사에 센서를 설치하여 암모니아 

배출을 관찰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축사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농장의 크기 및 잔류오염 수준에 비례하는 세금을 부과하며,

거두어들인 세금은 농업인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된다. 이 세금은 ‘오염 유

발자가 지불을 하고,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농업과 기술개발을 장려해야 

한다.’ 는 프랑스의 신념이 적용된 것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양돈시설의 악취방지를 위해 보조금 형태의 경제적 수단

을 이용하였다. 1992년 이탈리아 정부는 바이오가스로부터 전기를 자체 생

산하는 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바이오가스 회수 시스템을 장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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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유럽의 가축사육 제한거리

오스트리아 환경부는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의 지침을 참조하여 가축

사육 제한거리를 지정하였다. 오스트리아의 지침은 시설 크기, 지형, 바람의 

빈도, 건축설계/관리의 효과, 악취 완화기술을 고려하였으며, 악취원의 세기

와 악취전파를 추정하여 적용하였다.

그리스는 관광산업이 중요한 산업이므로, 악취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관

심사이다. 그리스에서는 악취와 오염이 최소의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에만 

가축사육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요건으로 첫째, 토지에 처리

되기 전, 액비는 악취와 유기물 부하가 감소되도록 처리 및 관리되어야 하

며, 둘째 신설 농장들은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며,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지

켜야 한다.

영국은 소음과 냄새를 완화하기 위해「타운 및 컨트리 계획법」을 통해 

거주지 경계로부터 400미터 내에 축사를 신설하거나 확장할 경우 허가를 받

도록 의무화하였다. 겨울 동안은 악취방지를 위해 분뇨를 분사하는 것이 금

지되며, 분뇨살포 후 24시간 이내에 땅에 섞여야 한다.

3. 축산업의 외부불경제 해결 사례의 시사점

3.1. 국내 축산업 외부불경제 해결 사례의 시사점

3.1.1. 선도축산기업을 중심으로 비용의 내부화

최근 들어 하림이나 제일종축과 같은 우리나라 축산업 선도기업을 중심으

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내부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이미지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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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노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축산농가가 스스로 환경오염

을 줄이게 하는 사회 분위기와 이러한 자발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장려정책들이 필요하다.

3.1.2. 지역사회의 강한 집단반대와 조건부 합의 도출

최근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

고 있어, 주민들은 인근의 혐오시설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에 대한 권리의 

사회적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의 신규축사 건설과 증축

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매우 어려우며, 허가권을 가진 지자체도 이러한 주

민의 요구에 맞추어 축사시설에 대한 허가에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

다. 하지만 일부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사업이행협약서를 통해 축산농

가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피해발생 시 보상하겠다는 등의 조건부 합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다.

3.1.3. 환경규제의 강화

환경보존의 사회적 요구와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에서도 점차 축사사실을 비롯한 환경오염시설들에 대한 규제를 점차 강화하

는 추세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축사육 거리제한이 강화되고 있으며,

축산업 허가제의 도입으로 시설규정이 강화되고 그 허가대상도 점차 소규모

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그러나 축산업계에서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축산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축산업과 관련한 환경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축산 농가들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오염저감시

설을 추가한다든지 축사의 환경개선을 통해 스스로 환경오염을 낮추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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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외 축산업 외부효과 해결 사례의 시사점

3.2.1. 규제와 지원 등 다양한 문제해결 노력

인구밀집도가 높은 유럽은 이미 1970년대부터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과 악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 중이다.

특히 악취와 관련한 각종 배출규제가 많이 발달해 있다.

유럽은 가축분뇨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육제한, 분뇨관리목록,

퇴비 이용 기준, 세금과 벌금, 가축사육 거리제한 등 엄격한 규제뿐만 아니

라 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환경교

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토지의 조방적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은 상대적으로 악취와 관련한 

규제가 약하지만 청정수법과 국가오염물질 배출제거시스템, 가축사육을 위

한 통합국가전략 등 가축분뇨와 관련한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

다. 하지만 환경의 질 유인프로그램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오염

저감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3.2.2. 가축사육장 황화수소 프로그램과 분뇨은행

미국의 미네소타 주 가축사육장 황화수소 프로그램은 양돈시설로부터 방

출되는 악취와 가스 등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좋은 예이다. 황화수소 프로

그램은 문제가 발생한 농장에 처벌적 감시비용을 부과할 수 있어 축산농가

가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축산농가들이 

자발적으로 해결책을 만들어 실행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이해관

계자가 참여하여 문제를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장려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네덜란드는 분뇨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장

려하고 있으며, 특히 ‘분뇨은행’을 설치하고, 분뇨의 생산권을 거래하기 위해 

분뇨생산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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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환경보호 비용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부담

환경보호 비용은 축산물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지불해야 한다. 우

선적으로 네덜란드의 경우 생산자는 자체적인 비용부담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는 농장의 Green labelling 제도를 시행하고 있

다. 농장의 Green labelling 제도를 통해 환경비용을 농가가 내부화시키는 것

이다. 축산물의 소비자들은 축산물 생산과정에 발생되는 오염과 피해에 대

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오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방법 중 좋은 예가 축산품에 대한 Labelling 제도이다.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생산되는 돼지고기에 대한 Green labelling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도 

환경보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미국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사회적 및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생산되는 식품에 대하여 더욱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Chapin et al. 2008). 우리나라에서도 유기축산물이나 친환경축산물이 일

반 축산물에 비해 비싸게 거래되는 것이 좋은 예이다. Labelling 프로그램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축산물 생산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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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축산업의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직접개입방법인 법

률적 규제와 간접개입방법인 지원사업 등 정부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통해 향후 축산업의 외부효과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1. 축산전문가 설문조사 및 정책평가 개요

축산업의 외부효과와 관련된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축산전문가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축산전문가로 ‘정부 관계자(17명)’,

‘교수 및 연구자(30명)’, ‘업계(17명)’, ‘농협(8명)’의 4그룹으로 총 72명이다.

설문방법은 축산경영학회 2013년 하계학술대회에서 현장면접조사 및 이메일

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평가대상 정책은 축산업의 외부경제(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한 정책과 축산업의 외부불경제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구분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평가대상 정책은 축산업의 외부경제 제고를 위한 10개 정책과 축산업의 

외부불경제 완화를 위한 12개 정책을 선정하여 <표 5-1>에 정리하였다. 설문

내용은 해당 정책들에 대해 ‘상대적 중요도’를 비롯하여, 해당 정책의 현재

까지의 성과를 의미하는 ‘그간의 성과’, 목표달성의 기여도를 의미하는 ‘정

책의 효과’, 정책집행의 비용(정부지원금)을 의미하는 ‘정책의 비용’,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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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경제 제고를 위한 정책 외부불경제 완화를 위한 정책

․가축개량지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축산물이력제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축사시설현대화

․낙농체험

․마필육성사업

․축사공원화(조경지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축사시설현대화

․축산업 등록제 및 허가제

․가축사육 거리제한

․악취방지법

․가축생균제 및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시 도가축방역

․살처분보상금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사업

․가축질병근절사업

지속기간을 의미하는 ‘접근방법’, 정책 대상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

도를 의미하는 ‘대상자의 수용성’ 등이다.

표 5-1. 축산업 외부효과 전문가 조사를 위한 분류

2. 외부효과 정책평가 결과

2.1. 정책의 중요도 및 성과평가

평가 결과, 축산업의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 대부분이 

정책의 중요도가 높게 평가된 반면 그간의 성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업의 외부경제를 위한 정책 중에서 중요도와 그동안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정책들은 ‘가축개량지원’, ‘축산물이력제’, ‘축사시설현대화’,

‘축산물 HACCP 컨설팅’으로 나타났다. 중요도는 높지만 그동안 성과가 낮

은 정책으로는 ‘자연순환농업활성화’,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축사공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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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지원)’으로 나타났다.

축산업의 외부불경제 완화를 위한 정책 중에서 중요도와 그동안의 성과가 

모두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정책들은 ‘가축질병근절사업’, ‘시 도가축방역’,

‘축사시설현대화’, ‘축산분뇨처리시설’, ‘살처분 보상금’ 등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악취방지법’,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등은 중요

도는 높지만 그동안의 성과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축산분뇨처리 

시설 사업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5-1. 정책의 중요도ㆍ성과별 정책평가 결과

외부경제 관련 정책 외부불경제 관련 정책

축산업의 외부경제와 관련된 정책 중에서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한 

정책들은 중요도와 성과 모두에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진행

되어 온 축산정책의 초점이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양적 성장으로 축산업 경쟁

력 향상과 축산농가의 소득 향상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그간의 축산정책이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양적 성장에서 큰 역할을 



70 축산업의 외부효과 해결을 위한 정책평가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축산업의 질적 성장과 관련하여 추

진되고 있는 정책들은 중요도는 높지만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최

근에 추진되고 있는 축산업 외부경제와 관련한 정책(축사공원화, 마필육성사

업, 낙농체험) 등은 중요도와 성과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축산업의 외부불경제와 관련된 정책 중에서는 가축질병 및 방역과 관련된 

정책들의 중요도와 성과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2010년 구제역

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피해가 큰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반면, 축산업의 외부불경제와 관련한 정책 중 축산업의 환경

오염과 관련된 정책들과 최근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의 성과는 상대

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2.2. 정책의 효율성 및 접근방법 평가

2.2.1. 정책의 비용과 효과

축산업의 외부효과와 관련된 정책의 비용과 효과는 비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정책들의 정책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정책의 효과는 비교적 효과가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축산업의 외부경제를 위한 정책 중에서 1사분면에 위치해 정책의 효과는 

높고 비용이 적은 정책은 ‘축산물 HACCP 컨설팅’으로 나타났다. 4사분면에 

위치해 정책집행 비용이 높고, 정책효과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정책으로는 

‘축산물이력제’, ‘가축개량지원’, ‘축사시설현대화’,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등

으로 나타났다. 반면 2사분면에 위치해 정책비용은 적고 효과도 낮은 정책으

로는 ‘낙농체험’,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축사공원화(조경지원)’로 나타났

다. ‘마필육성사업’은 정책비용이 크지만 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업의 외부불경제 완화를 위한 정책 중에서 1사분면에 위치해 정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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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으며 효과가 큰 정책으로는 ‘축산업 허가제 및 등록제’, ‘축산관련 종사

자 교육사업’으로 나타났다. 2사분면에 위치해 정책집행 비용이 높고, 정책

효과도 큰 것으로 평가된 정책으로는 ‘축사시설현대화’, ‘자연순환농업활성

화’, ‘시 도가축방역’, ‘축산분뇨처리시설’ 등이었다. ‘가축사육 거리제한’,

‘악취방지법’은 정책집행 비용은 적고 효과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5-2. 정책의 비용ㆍ효과별 정책평가 결과

외부경제 관련 정책 외부불경제 관련 정책

2.2.2. 정책의 효율성

축산업 외부효과와 관련된 정책의 효율성은 정부의 직접개입에 따라 법적

으로 규제되는 정책들의 효율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지

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정책들의 효율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업 외부경제 관련 정책 중에서 ‘축산물 HACCP 컨설팅’, ‘가축개량지원’,

‘축산물이력제’, ‘낙농체험’ 정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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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사업’, ‘축사시설현대화’,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축사공원화(조경지

원)’ 등의 정책은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축산업 외부불경제 완화를 위한 정책에서는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사업’,

‘축산업 허가제 및 등록제’, ‘가축사육 거리제한’, ‘가축생균제 및 축산환경개

선’ 등의 정책의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살처분보상금’, ‘동물보호 및 복

지대책’,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정책은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2.3. 정책의 접근방법

축산업의 외부효과 해결을 위한 정책의 접근방법을 단기ㆍ중기ㆍ장기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축산업 기반조성과 관련된 정책들은 주로 장기정책으

로 분류되었으며, 축산환경 개선, 질병발생에 따른 조치, 시설투자 등은 주로 

단기정책으로 분류되었다.

장기사업(5년 이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가축개량지원’, ‘동물

보호 및 복지대책’,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자연순환농업활성화’, ‘가축질병

근절사업’이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중기사업(3~5년)으로 추진되어

야 할 정책으로는 ‘축산물 HACCP 컨설팅’, ‘축사시설현대화’, ‘마필육성사

업’, ‘축사공원화’, ‘가축사육 거리제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사업’, ‘악취

방지법’, ‘축산분뇨처리시설’로 나타났다. 반면 3년 이내 단기사업으로 추진

되어야 할 정책은 ‘낙농체험’, ‘가축생균제 및 축산환경개선’, ‘살처분보상금’

으로 나타났다.

축산업의 외부경제를 위한 단기ㆍ중기ㆍ장기의 접근방법별 효율성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부불경제 완화를 위한 정책은 3~5년 

동안의 중기로 추진해야 할 정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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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축산업 외부효과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접근방법

외부경제 관련 정책 외부불경제 관련 정책

주: 정책의 효율성=(정책의 효과점수/정책의 비용점수) × 100

2.3. 정책의 수용성

축산업 외부경제 제고를 위해 정책의 대상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

도를 의미하는 정책의 수용성은 ‘가축개량지원(3.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축사시설현대화(3.8)’, ‘축산물이력제(3.6)’, ‘조사료생산기

반확충(3.5)’ 정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2.4)’, ‘마필

육성사업(2.9)’, ‘축사공원화(2.9)’는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수용성은 전문가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종

사자 그룹에서는 ‘가축개량지원’, ‘축산물이력제’,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정

책에 대한 수용성이 다른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조합그룹의 경

우는 다른 집단에 비해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모두 낮게 응답하였다. 특히 

조합그룹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축사공원화(조경사업)’, ‘낙농체험’, ‘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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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사업’의 수용성에 대해 전체 평균보다 낮게 응답하였다. 또한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정책은 정부 관계자와 조합보다 연구자와 업계에서 높게 응답

하였다.

표 5-2. 축산업 외부경제를 위한 정책의 대상자 수용성

축산업 외부경제를 위한 정책
정책의 수용성

전체 정부 연구자 업계 조합

가축개량지원 3.9 3.7 3.8 4.2 3.6

축사시설현대화 3.8 3.6 3.9 3.9 3.9

축산물이력제 3.6 3.6 3.5 4.1 3.1

조사료생산기반확충 3.5 3.4 3.6 4.1 2.3

축산물 HACCP 컨설팅 3.4 3.2 3.5 3.6 2.9

낙농체험 3.2 3.1 3.4 3.2 2.4

자연순환농업활성화 3.1 2.7 3.3 3.5 2.6

마필육성사업 2.9 2.6 3.2 3.1 2.1

축사공원화(조경지원) 2.9 2.5 3.3 2.8 2.0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2.4 2.4 2.5 2.5 2.1

평 균 3.3 3.1 3.4 3.5 2.7

주: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 4: 높음, 5: 매우 높음.

축산업 외부불경제 완화를 위한 정책의 수용성은 ‘축사시설현대화(3.8)’정

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3.7)’과 ‘살처

분보상금(3.7)’, ‘가축생균제 및 축산환경개선제 지원(3.6)’, ‘시 도가축방역

(3.6)’, ‘가축질병근절사업(3.6)’ 정책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축사육 거리제

한(2.3)’과 ‘악취방지법(2.5)’,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2.7)’은 정책의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불경제 완화를 위한 정책의 수용성은 외부경제를 위한 정책의 수용성

보다 전문가 집단별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역시 조합그룹이 전체

적으로 낮게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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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축산업 외부불경제 완화를 위한 정책의 대상자 수용성

축산업 외부불경제를 위한 정책
정책의 수용성

전체 정부 연구자 업계 조합

축사시설현대화 3.8 3.6 3.9 4.0 3.6

축산분뇨처리시설 3.7 3.5 3.7 3.8 3.5

살처분보상금 3.7 3.5 3.8 3.9 3.1

가축생균제 및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3.6 3.4 3.9 3.6 2.9

시 도가축방역 3.6 3.5 3.7 3.8 2.8

가축질병근절사업 3.6 3.4 3.5 4.0 3.6

자원순환농업활성화 3.3 3.1 3.4 3.2 3.1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사업 3.2 3.1 3.4 3.2 2.9

축산업 허가제 및 등록제 2.8 2.8 2.9 2.8 2.3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2.7 2.8 2.7 2.7 2.4

악취방지법 2.5 2.5 2.6 2.5 2.5

가축사육 거리제한 2.3 2.4 2.3 2.4 2.3

평 균 3.2 3.1 3.3 3.3 2.9

주: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 4: 높음, 5: 매우 높음.

3. 전문가 정책평가의 요약 및 시사점

3.1. 전문가 정책평가 결과의 요약

3.1.1. 정책의 중요도에 비해 성과 미흡

축산업의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 대부분의 중요도가 

보통 이상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그간의 성과는 사업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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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정책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평가된 정책은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었으며, ‘가축개량지원’,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축산

물이력제’도 높게 평가되었다.

성과부분에서는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질병대책과 관련한 경쟁력 강화 

정책들(가축개량지원, 축산물이력제, 축사시설현대화, 축산물 HACCP 컨설

팅, 가축질병근절사업, 시 도가축방역, 살처분보상금)의 성과가 높게 나타난 

반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업의 외부효과와 직접 관련된 정책들(자연

순환농업활성화,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축사공원화, 마필육성사업, 낙농체

험, 악취방지법, 가축사육 거리제한, 가축생균제 및 축산환경개선, 축산업 허

가제 및 등록제)은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성과가 낮은 정책들은 

최근에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아직 성과가 높지 않은 것

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3.1.2. 정책의 비용과 효과는 비례 관계

축산업의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비용과 효과는 비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정책(축사시설현대화, 가축개

량지원, 축산물이력제,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축산분뇨처리시설, 시 도가축방

역)은 정책의 효과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정책

(낙농체험,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축사공원화, 가축사육 거리제한, 악취방지

법)은 정책의 효과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축산업허가제 및 등록

제’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사업’은 비용도 적고 효과도 높은 정책으로 평

가된 반면, ‘마필육성사업’은 비용은 많이 들고 효과는 적은 것으로 평가되

었다.



축산업의 외부효과 해결을 위한 정책평가  77

3.1.3. 정부의 법적 규제가 정책의 효율성 향상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법적 규제와 관련한 정책들(축산업 허가제 및 등록

제, 가축사육 거리제한)이 효율성이 높은, 즉 저비용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사업’도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지원금이 많이 소요되는 정책들(살처분보상

금, 마필육성사업, 축사시설현대화, 축사공원화,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자연

순환농업활성화, 축산분뇨처리시설)은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1.4. 축산업 기반조성 등의 정책은 장기과제로

축산업 기반조성과 관련된 정책들(가축개량지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자

연순환농업활성화,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가축질병근절사업)은 장기정책으

로 분류되었으며, 축산환경개선(낙농체험, 가축생균제 및 축산환경개선, 축

사시설현대화)과 질병발생에 따른 조치(살처분보상금) 등은 주로 단기정책으

로 분류되었다. 외부불경제 완화를 위한 정책은 주로 중기과제로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5. 정책의 수용성은 지원사업이 높아

축산업 외부경제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용성은 정부의 지원 금액이 높고 

축산농가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정책들(가축개량지원, 축사시설현대화,

축산물이력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이 높게 나타났다. 외부불경제의 정책 수

용성도 보조금 중심의 지원정책들(축사시설현대화, 축산분뇨처리시설, 살처

분보상금, 가축생균제 및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시 도가축방역, 가축질병근

절사업)이 높게 나타난 반면 법률적 규제(축산업 허가제 및 등록제, 동물보

호 및 복지대책, 악취방지법, 가축사육 거리제한)는 수용성이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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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문가 정책평가의 시사점

3.2.1. 축산업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정책전환 필요

전문가들은 축산업의 외부효과와 관련된 정책들의 중요도를 모두 보통이

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축산업의 정책은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정책의 성과평가에서

는 그동안의 생산성 향상과 같은 양적 성장의 성과는 높은 것으로 평가했지

만, 질적 성장과 관련한 정책들은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질적 성장과 관련한 정책들은 대부분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 다

수였다. 따라서 향후 축산정책은 축산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

(자원순환농업활성화,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축사공원

화, 악취방지법, 가축사육 거리제한)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새

롭게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악취방지법, 가축사육 거리제한, 축사공원화)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사업추진 전 사업

의 타당성 조사나 사후관리 및 평가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3.2.2. 효율적인 정책 중심의 우선순위 결정과 지원

정책의 비용과 효과를 평가한 결과 비용이 높은 정책일수록 정책의 효과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경제를 높이든 외부불경제를 최소화하든 정

부가 추구하는 목표와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면,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정책의 우선순위에 맞는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책의 

목표달성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외부효과 특히 외부불경제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의 효율성은 축산업 허가

제 및 등록제와 가축사육거리제한을 통한 법적 규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축산업 허가제 및 등록제와 가축사육거리제한이 축산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게 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외에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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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환경문제

와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2.3.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 필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축산업 

기반조성과 관련된 정책들은 장기정책으로 추진하며, 축산환경 개선, 질병발

생에 따른 조치, 시설투자 등은 단기정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책의 효율성이 높은 사업들은 정부의 법적 규제이지만 축산

업 종사자들은 이러한 규제에 대한 수용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

라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적절한 지원과 함께 축산업자가 이러한 강화되는 

규제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축산업 외부효과의 경제적 가치 계측 제6장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축산업의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를 포함한 외부효

과의 경제적 가치를 계측한다. 외부효과의 경제적 가치를 계측하기 위해 국

민들의 축산업 외부효과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다. 이를 통해 축산

업에 대한 지원의 정당성과 지원규모 등을 살펴본다.9

1. 축산업의 외부효과 추정방법 및 설문조사

1.1. 분석방법

축산업의 외부효과는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시장에서 실현되지 못하므로 그에 대한 지불의사(Willingess to Pay)를 별도의 

방법을 통해 추정하여야 한다.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

치를 시장가격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없을 경우, 여러 가지 비시장적 방법을 

활용해 가치를 추정한다.10 이들 비시장적 방법은 크게 현시선호(Revealed

9 본 장의 조사설계와 계량분석은 서울대학교 권오상 교수의 위탁연구를 통해 

추진되었다.
10 이러한 방법들에 관해서는 주로 환경경제학 분야에서 권오상(2007; 2013), Freeman

(2003), Haab and McConnell(2002), Bockstael and McConnell(2007) 등의 여러 

문헌에 의해 소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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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법 주요 분석 모형 적용대상

시장적

방법

피해함수(Damage Function)

식량, 연료, 목재, 섬유 등

생태계가 제공하는 시장적 편익
생산함수(Production Function)

비용함수(Cost Function)

현시

선호법

여행비용모형(Travel Cost Model) 휴양가치, 경관가치

특성임금모형(Hedonic Wage Model) 사망위험성 감소, 질병위험성 감소

특성가격모형(Hedonic Price Model) 쾌적함, 휴양가치, 경관가치

회피행위접근법(Averting Behavior

Model)

사망 및 질병위험성, 쾌적함, 휴양

및 경관, 생태계 보존, 시설물 보존

진술

선호법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모든 종류의 편익가상순위결정법(Contingent Ranking

Method)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

모의시장

분석
실험경매법(Experiment Auction) 모든 종류의 편익

자료: 권오상. 2007. 「환경경제학」.

표 6-1. 비시장재의 가치평가방법의 분류

Preference, RP) 분석법과 진술선호(Stated Preference, SP)분석법으로 나뉘는

데, 최근에는 두 기법의 혼합기법이나 실험경매법(Experimental Auction) 등이 

활용되기도 한다.

현시선호법은 평가하고자 하는 성과물 자체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지만,

이 성과물로 인해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어떤 시장재의 소비행위를 

바꾼다면 그 행위를 분석하여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성과물 자체의 가치

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축산업의 경우라면 예를 들어 매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사육된 것으로, 입증된 육류에 대해 소비자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면 그 가격 차이가 바로 소비자들이 행동으로 

보여준 사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불의사가 된다. 이 방법은 소비자들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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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여준 행동을 분석하여 축산업의 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한 지불의사를 

도출한다는 점에 있어 대단히 신뢰할 만한 방법이지만, 본 연구에서처럼 축

산업의 전체적인 외부경제(공익적 기능) 향상이나 외부불경제 완화에 대한 

지불의사를 도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의 포괄범위에 있어 한계를 가

지고 있다.

반면, 진술선호법은 공공재가 공급되는 어떤 가상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설

문지를 통해 제시하고, 이 성과물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이 어떤 행동을 선택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이용해 성과물의 편익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

법은 어떤 공공재가 공급될 상황을 가상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그 평가대상을 정확히 숙지했느냐 하는 것이 의문시될 수 있다. 아울러 평가

대상이 가상적일 뿐 아니라 그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가상적이기 때

문에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이 성과물을 위해 돈을 낼 생각이 있다고 응답

해도 자신들이 실제로 그러한 금액을 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설문조사에

서 소비자들의 응답이 설문조사가 가정하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들이 선

택할 실제 행동과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다. 또한 설문조사에 응하는 응답자

들은 자신들의 응답결과가 정책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 경우 전체 분

석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의 실제 지불의사와 상관없이 다분히 전

략적인 응답을 할 수도 있다.11

진술선호법이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시설물이나 사업성과의 가치를 평가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

이다. 아울러,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완화하기 위한 

기법들이 충분히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이들 기법들을 적절히 사용할 경우 

비교적 신뢰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실례로 1989년 발생한 알래스카의 

Exxon Valdez 유조선 좌초에 따른 피해액 산정에 있어 미국 국립해양대기관

11 진술선호법이 가지는 이러한 문제들은 흔히 이 분석기법의 편의(bias)라고 불리

는데, 여기에서 설명된 첫 번째 편의는 포함효과편의(embedding bias), 두 번째 

편의는 가설편의(hypothetical bias), 세 번째 편의는 전략적 편의(strategic bias)

라 각각 불린다(권오상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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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국인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가 위촉한 위

원단의 보고서는 진술선호법의 하나로써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가상

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의 타당성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축산업의 외부경제(공익적 기능)와 외부불경제에 대

한 계량화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가상가치평가법을 이용한다. 가상

가치평가법은 첫째, 힉스적 후생(Hicksian welfare)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강

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둘째, 간접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

는 물론 간접적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대상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셋째, 다

양한 유형의 비사용가치를 직접 측정할 수 있고, 넷째, 유효성 및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다(조승국, 곽승준 2004).

본 연구는 가상가치평가법의 여러 가지 분석법 중에서도, 비교적 오류의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이론적 경험적으로 밝혀진 투표모형(Referendum Model)

혹은 양분선택모형(Dichotomous Choice Model)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응답

자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불의사를 직접 금액으로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에 대해 예를 들어 연간 5,0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 응답결과를 “예” 혹은 “아니요” 중 하나로 받아낸 후, 그 결과를 계량분석

하여 축산업의 외부효과에 대해 가지는 지불의사를 도출한다. 양분선택모형

은 질문유형 중에서 한 번의 질문만 하는 단일경계(single-bounded) 양분선택

형 질문유형보다는 후속질문을 한 번 더 하는 이중경계(double-bounded) 양분

선택형 질문유형이 통계적 효율성 관점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다.

본 분석에서는 공공재에 대한 지불의사 분석을 위해 서로 다른 지불금액을 

두 번 연속 제시하는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사용하고, 그 결과를 몇 

가지 계량경제학적 절차12로 분석하여 적절한 편익 추정치를 선택한다. 이러한

12 본 연구에서는 개인특성변수를 반영한 단일경계 양분선택모형과 이중경계 양

분선택모형, 개인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단일경계 양분선택모형과 이중경계 양

분선택모형, 지불의사가 0인 표본을 제외한 스파이크모형(개인특성 미반영)을 

이용한 단일경계 양분선택모형과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 등 다양한 모형을 이

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지불의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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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모형은 아울러 국가가 계획하는 어떤 정책사업에 대해 국민들이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구조의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책평

가를 위해 사용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1.2. 지불의사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1.2.1. 설문조사표의 설계

가상가치평가법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NOAA 위원단이 제

시한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이 보고서는 1989년 발생한 엑손(Exxon)

사의 오염사고에 대한 피해액을 추정하기 위해 작성된 지침으로, 가상가치

평가법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가치를 과도하게 추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시되었다. 가상가치평가법에 관한 NOAA위원단 보고서의 견해가 반드시 

정확하다는 보장은 없으나, 이 보고서가 가상가치평가법 분석에 많은 영향

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가치평

가법 조사는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면접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전화조사가 사용되어야 한다. 둘째, 가상가치평가법은 이미 발생한 환경사고

에 대해 적용하기보다는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사고의 피해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셋째, 가상가치평가법은 질문방식으로 투표모

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넷째, 가상가치평가법 실행 시 환경의 질적 변화에 

의해 발생할 예상효과를 정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섯째, 조사자나 설문지

는 응답자에게 자신이 어떤 금액의 지불의사를 적어낼 경우 이로 인해 다른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이 이만큼 줄어든다는 사실을 분

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여섯째, 가상가치평가법 적용 시 응답자에게 평가대

상이 되는 공공재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공공재가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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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일곱째, 추가질문을 통해 응답자가 자신이 행한 선택에 대해 정확

히 이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응답자가 왜 이러한 선택을 

하였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충북개발연구원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불의사의 정확한 계측을 위해 NOAA 위원단 보

고서의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행하였다. 다만 면접조사나 전화조

사는 NOAA 위원단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 인터넷 조사가 없었다는 점과, 연

구 진행상 시간과 비용의 제약문제 등으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

터넷조사로 대체하였다.

표 6-2. NOAA 위원단의 가상가치평가법 가이드라인

구분 내용

정책

시나리오의

작성

․추정하고자 하는 가치를 과대평가한 극단적인 응답을 제거할 수

있도록 보수적으로 정책시나리오 작성

․응답자에게 제공되는 편익상승의 대가로 반드시 제시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

질의방법

․보수적이고 현실성이 있는 최대지불의사 유도형태 선택

․양분선택형으로 설정

․대상재화의 지불에 따른 다른 대체재화의 소비가 감소되는

상쇄관계가 있음을 상기시킴

․조사는 응답자가 완전한 시나리오라고 간주할 정도로 환경피해

사고로부터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조사를 해야 하며, 이때 회복

가능성을 확신하도록 해야함

․같은 시간에 독립적인 다른 장소에서 균일하게 조사

설문지

디자인

․가치에 대한 사진 등의 효과를 충분히 활용

․주요 질문에서 ‘예’, ‘아니요’ 외에 ‘무응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소득, 사전지식, 기호, 가치추정 대상과의 거리, 업무 이해, 제시된

정책시나리오에 대한 신뢰 등의 십자표 작성으로 응답자의 다양성

확보

․설문내용은 쉽게 작성

자료: 충북개발연구원. 2007. 문화재 가치추정에 관한 방법론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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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조사대상 및 표본

조사대상은 전국의 만 20세에서 69세 중 월소득이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

주의 배우자로, 표본 수는 총 1,000명을 조사하였다. 표집틀은 ㈜마크로밀엠

브레인이 보유한 50만 명 이상의 전국 조사 패널을 마스터 샘플로 활용하였

다. 2010년 인구총조사 가구부문 결과에 기초하여 성별, 16개 시 도별, 연령

대별,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거주비례 등 인구별 특성에 맞추어 마스터 표본

으로부터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표 6-3. 지역과 연령대 비례할당결과

단위: 명

지역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서울특별시 23 48 55 51 32 209

부산광역시 5 12 20 21 14 72

대구광역시 3 10 16 13 8 50

인천광역시 4 13 18 14 7 56

광주광역시 3 7 9 7 4 30

대전광역시 4 7 9 7 4 31

울산광역시 1 5 8 6 3 23

경기도 17 58 73 53 28 229

강원도 3 6 8 8 6 31

충청북도 3 6 9 8 5 31

충청남도 5 9 11 9 7 41

전라북도 3 7 10 9 7 36

전라남도 2 6 9 9 8 34

경상북도 5 10 14 14 10 53

경상남도 4 14 19 16 10 63

제주특별자치도 1 2 3 3 2 11

계 86 220 291 248 15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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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적으로 2010년 인구총조사 가구부문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과 연령대별 

비례할당을 실시하였으며, 2차로 전체를 대상으로 거주 유형에 따라 할당하

였다. 즉, 성별은 남녀 50:50을 할당하였으며, 지역과 연령은 <표 6-3>과 같이

할당하였다. 거주지역은 조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2010년 

인구총조사에 맞추어 도시(동 지역)는 83%, 농어촌(읍/면 지역)은 17%로 할

당하였다.

1.2.3. 조사 방법

본 조사는 구조화된 웹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우선 연구진이 작성한 설문지 <부록 참조>를 바탕으로 ㈜마크로밀엠브레인

의 조사 웹페이지를 만들어 연구진의 테스트를 거친 후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3배수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이메일로 알린 후 표본추출에 기

초한 응답이 되도록 조사를 진행하였다. 문항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각 

기능별 설명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일정 시간 동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없도록 설계하였다.

1.2.4. 조사내용

「축산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는 우선 인구특성별에 대한 설문을 

한 후, 우리나라 축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을 질문하였다. 즉, 축산물 구

매 정도와 구입 시 국내산을 구매하는지 수입산을 구매하는지, 우리나라 축

산업의 중요성과 성과, 최근 가축사육장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간

단하게 질문하였다. 이후 축산업의 외부효과에 대해 보기카드를 제시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보기카드에서는 2장의 축산업 외부효과의 유형화에 따

라 축산업의 비시장적 기능13(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설명하고, 이에 

13 응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외부효과(외부경제, 외부불경제)보다는 개념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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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Web 설문 

구현

• 협의로 확정한 설문을 바탕으로 마크로밀엠브레인의 

ISAS(통합분석플렛폼)를 활용하여 설문 구현

 - Web 설문 구현 시, 쉽고 편하며, 응답자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마크로밀엠브레인만의 웹 설문 Know-How를 

활용함

 - Web 설문 구축 후 담당 연구원이 test실시, 최종 확정

② 조사 참여 

요청 E-mail 

발송

• 유효표본(1,000명)의 3배수(3,000명)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E-mail 발송 

 - 표본 설계 분포(지역/연령)를 고려하여 Mailing 실시

 - 메일 발송 시, 최근 조사 경험자/불성실 응답 경험자는 

제외함

③ 조사 진행 

및

데이터 DB에 

자동 축적

• Quota별 조사 참여현황 수시파악 

 - 취약 Quota에 대한 지속적 메일링 및 독려 SMS 발송

 - 2일 이내 무반응 시 SMS 재발송/3일 이내 무반응 시 

SMS/E-mail 재발송

• 응답된 데이터는 마크로밀엠브레인의 DB에 실시간으로 

축적됨

해당하는 사진들을 제시하였다(부록 4 보기카드 참조). 보기카드를 제시한 

이후, 축산업의 비시장적 기능 중 긍정적 기능(추가적 이득)과 부정적 기능

(손해) 중 어느 쪽이 강한지 질문하였다.

그림 6-1. 온라인 조사과정

이후 아래의 내용을 제시하여 축산업의 긍정적인 비시장적 기능과 부정적

인 비시장적 기능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정부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특별부담금에 대한 지불의사를 질문하

였다(부록 5. 축산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참조).

로 이해가 쉬운 비시장적 기능(긍정적, 부정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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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가구에서는 축산업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한시적으

로 귀 가구의 특별부담금으로 매년 [제시금액](         원)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보기카드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축산업은 축산물을 공급하는 것 외에도 여

러 가지 긍정적인 비시장적 기능과 부정적인 비시장적 기능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국내 축산업이 제공하는 긍정적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축산에 따른 환경오

염이나 질병발생을 줄이는 데 필요한 재원은 축산농가 스스로가 모두 마련하

기는 어렵고, 또한 식량안보 확보나 환경오염 개선의 효과는 일반 국민들도 

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부지원이 필요합니다.

축산업이 식량안보와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를 계속하게 하면서도 축산에 

따른 환경오염이나 질병발생 우려를 축산 선진국 수준으로 줄일 필요가 있습

니다. 이를 위한 정부 지원금을 모으기 위해 한시적인 특별부담금을 걷을 경

우, 귀하의 가구가 기꺼이 부담하고자 하는 금액수준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귀하 가구가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은 한정되어 있고, 그 소득은 여러 용도로 

지출됩니다. 이 사실을 고려하시고, 다음 질문들은 오직 축산업 지원사업만을 

염두에 두셔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설명한 후 아래와 같이 특별부담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지

불의사를 질문하였다. 아래의 질문에 대해 “예”라고 대답할 경우 금액을 두 

배로 올려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고, “아니요”라고 대답할 경우에는 금액을 

절반으로 낮추어 다시 한 번 더 질문하였다.

제시금액을 선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205명을 선정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

였다. 사전조사에서는「축산업 지원사업」을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써 내게 했고, 이들이 써낸 금액 가운데 0을 제외한 상태에서 상위 

10%와 하위 10%를 본 조사에서 제시할 금액의 상한과 하한으로 선정하였

다. 그 결과 첫 번째 질문에서는 5년간의 한시적인 연간 지불액으로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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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12,000원, 25,000원, 40,000원, 60,000원 가운데 하나가 임의로 선택되

어 각 응답자에게 제시되었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응

답결과에 따라 그 두 배 혹은 그 절반이 제시되었다.14

본 연구에서는 축산업의 외부효과를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 모두 포함하

는 경제적 가치(지불의사금액)를 계측하였다.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를 모두 

포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효과를 따로 구분하여 계측할 경우 전

체 외부효과의 경제적 가치가 과대 계상되는 문제가 있다. 둘째, 긍정적 기

능과 부정적 기능의 특성과 이에 따른 경제적 가치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별

도로 계측된 두 절대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

으로 본 분석에서 계측된 외부효과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은 우리나라 축산업

이 축산 선진국 수준으로 가기 위해 축산업의 외부경제(다원적 기능)를 강화

하면서 외부불경제(환경오염, 질병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들이 향후 5년 

동안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1.2.5. 조사 결과

조사된 응답자들의 축산업에 대한 의식은 <표 6-4>와 같다. 우선 축산업의 

두 외부효과인 긍정적 기능(외부경제)과 부정적 기능(외부불경제) 중 어느 

것이 더 강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54명(65.4%)이 긍정적 기능이 

강하다고 응답한 반면, 236명(23.6%)은 부정적 기능이 강하다고 응답하였다.

110명(11.0%)는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14 사전조사는 2010년 인구총조사 가구부문 결과에 기초하여 성별, 16개 시 도별,

연령대별,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거주비례 등 인구별 특성에 맞추어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조사결과 70명이 지불의사금액을 응답하였으며, 135명이 0으로 응

답하였다. 지불의사금액은 10~1,000,000원으로 나타났으며, 10,000원이 22명으

로 가장 많았으며, 20,000원 11명, 50,000원 8명, 100,000원 8명, 1,000원 4명,

5,000원 3명, 120,000원 2명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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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응답자의 축산업에 대한 의식과 경험

구분 항목 빈도 비율(%)

축산업에 대한

인식

긍정적 기능(추가적 이득) 654 65.4

부정적 기능(손해) 236 23.6

모르겠다 110 11.0

1달 축산물

구입 횟수

없다 27 2.7

1-2번 429 42.9

3-4번 361 36.1

5번 이상 183 18.3

주로 구입하는

축산물

쇠고기
국내산 667 66.7

수입산 306 30.6

돼지고기
국내산 915 91.5

수입산 58 5.8

닭고기
국내산 955 95.5

수입산 18 1.8

축산업의

중요성(3.84)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0.01

중요하지 않음 17 1.7

보통 233 23.3

중요함 638 63.8

매우 중요함 111 11.1

미래의 축산업

중요성(3.78)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 2 0.02

중요하지 않을 것 48 4.8

변화없음 242 24.2

중요해질 것 588 58.8

매우 중요해질 것 120 12.0

축산업의

경제적

성과(3.05)

전혀 성공적이지 못한 산업 10 1.0

성공적이지 못한 산업 202 20.2

보통 534 53.4

성공적인 산업 235 23.5

매우 성공적인 산업 19 1.9

미래의 축산업

경제적

성과(3.03)

지금보다 매우 나빠짐 6 0.6

지금보다 나빠짐 323 32.3

변화없음 317 31.7

지금보다 좋아짐 341 34.1

지금보다 매우 좋아짐 13 1.3

목장방문 경험
있다 521 52.1

없다 479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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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축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질문의 5점 척

도 평점은 3.84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미래의 중요성에서는 

약간 감소한 3.78로 응답하였다. 우리나라 축산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는 

3.05점으로 보통으로 응답하였으며, 미래의 경제적 성과는 약간 감소한 3.03으로

응답하였다. 우리나라 축산업의 중요도는 다소 높게 평가한 반면, 성과에 대

해서는 보통으로 평가하였다.

조사된 응답자들의 개인 특성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6-5>와 같다. 교육

수준은 64.0%가 대졸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졸이 24.2%, 대학원 이상

이 10.4%, 중졸 이하가 1.4%였다. 직업은 일반사무직이 37.1%로 가장 많았으

며, 다음이 주부 21.6%, 생산/기술직/단순노무직이 11.7%, 관리직/전문직이 

11.0%, 자영업이 9.6%, 농림수산업은 0.9%였다. 출신지역은 도시출신이 

68.1% 농어촌 출신이 31.9%였으며, 농촌생활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약 절반

인 49.0%였다. 가축사육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3.4%였다. 가족 중 농업에 종

사하는 사람이 있는 응답자는 28.7%였으며, 평균 가족 수는 3.5명이었다.

1.2.6. 축산업에 대한 인식과 응답자 특성과의 관계

응답자의 인구특성에 따라 축산업에 대한 인식(축산업의 긍정적인 비시장

적 기능과 부정적인 비시장적 기능의 중요성)이 달라지는지 교차분석15을 통

해 살펴보았다. 교차분석 결과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농촌에 거주하는 사

람에 비해 축산업의 긍정적 기능이 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자가 여자보

다 축산업의 긍정적 기능이 강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나이가 젊을수록 긍

정적 기능이 강하다고 응답하였다. 교육수준, 직업, 출신지역, 농촌생활 경험,

가축사육경험, 가족 중 농업종사자 유무, 가족 수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5 교차분석은 2개 또는 그 이상의 범주 변수들 간의 관계가 상호 독립 관계인지 

아니면 상호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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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응답자의 개인특성

구분 항목 빈도 비율(%)

교육수준

중졸 이하 14 1.4

고졸 242 24.2

대졸 640 64.0

대학원 이상 104 10.4

직업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종사자 9 0.9

자영업 96 9.6

판매/서비스직 46 4.6

생산/기술직/단순노무직 117 11.7

일반사무직 371 37.1

관리직/전문직 110 11.0

주부 216 21.6

학생 3 0.3

무직 25 2.5

프리랜서 1 0.1

파트타임 2 0.2

군인 1 0.1

종교인 3 0.3

출신지역
도시(시/구 지역) 681 68.1

농어촌(군/읍/면 지역) 319 31.9

농촌경험
있다 490 49.0

없다 510 51.0

사육경험
있다 234 23.4

없다 766 76.6

영농가족 유무
있다 287 28.7

없다 713 71.3

가족 수

1명 14 1.4

2명 169 16.9

3명 256 25.6

4명 439 43.9

5명 99 9.9

6명 20 2.0

7명 2 0.2

9명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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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불의사금액 분석

2.1. 분석자료

「축산업 지원사업」에 대한 지불 가능 금액으로 제시한 금액별 응답자의 

지불 찬성률은 <표 6-6>과 같다. 첫 번째 제시금액에 대해서는 대체로 제시

금액이 높을수록 지불찬성률이 낮아 직관적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

다. 두 번째 질문에서 제시된 금액은 첫 번째 질문의 응답결과에 따라 결정

되기 때문에 제시금액이 클수록 반드시 지불찬성률이 낮을 필요는 없다. 그

러나 첫 번째 질문에서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아니요’라고 응답한 사람에 

비해 두 번째 질문에서 ‘예’라고 응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 제시금액별 지불찬성률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제시금액(원) 지불찬성률(%) 제시금액(원) 지불찬성률(%)

2,000 58.1
1,000 27.1

4,000 62.9

5,000 46.7
2,500 24.7

10,000 53.8

12,000 33.5
6,000 25.2

24,000 35.7

25,000 26.4
12,500 14.6

50,000 36.4

40,000 27.7
20,000 16.7

80,000 37.0

60,000 17.5
30,000 12.4

120,000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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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제시된 금액과 두 번째 제시된 금액 모두 지불하기를 거부한 응답

자들에게는 사업을 위해 전혀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어보았다.

전체 1,000명의 응답자 가운데 40.3%가 전혀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에게 왜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없는지를 다시 물었을 때 그

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6-7>과 같다.

표 6-7. 지불거부 이유

지불거부 이유 전체 표본대비 비율 (%)

지불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 6.2

해당사업은 내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1.3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14.7

축산 관련자나 단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6.9

축산물을 수입개방하면 된다.* 0.7

사업의 성과가 나타날지 의심스럽다.* 2.2

정부의 사업계획을 믿을 수 없다.* 4.2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다.* 3.5

기 타 0.6

합 계 40.3

지불거부 이유 가운데 지불할 능력이 없거나, 이미 충분한 세금을 내고 있

다거나, 아니면 이 문제는 축산업 담당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선택

한 응답자는, 설문이 제시하는 공공재의 가치에 대해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그 가치가 자신에게 제시된 금액에 비해 낮기 때문에 지불을 거부한 것이라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공공재에 대한 지불의사가 전혀 없다는 이유가 해

당사업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거나, 축산업을 수입개

방하면 된다거나, 정부나 사업성과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응답

한 경우라면, 설문이 제시하는 공공재가 제대로 공급된다는 전제 하에 그에 

대한 지불의사를 물어보는 상황 자체를 이해 못 하거나 그러한 상황 하에서 

자신의 판단을 유보하거나 거부한 경우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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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의 응답결과는 유효한 응답이라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응

답자들의 응답은 평가대상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지 않은 설문조사 자체

에 대한 일종의 거부응답이거나 아니면 본인의 의사표시가 매우 불명확한 

경우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총 403건의 0의 지불의사 표시 중 이상 5가지 이

유를 든 응답결과 119건은 유효하지 않은 응답이라 간주하고 지불의사 분석

에 포함하지 않았다.

2.2. 분석모형

<표 6-6>과 같은 응답결과는 제시된 금액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를 응답

자가 밝힌 것일 뿐이고 지불의사금액을 직접 나타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들이「축산업 지원사업」을 위해 스스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구하기 위

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을 거쳐야 한다.

「축산업 지원사업」에 대한 지불의사는 이 사업으로 인해 만족도가 늘어

났기 때문에 대신 각 개인이 사업을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런 종류의 지불의사를 보상잉여(Compensating Surplus: CS)라 부르기도 하

는데, 그 크기에는 소득 등 각 개인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외부적으로는 관측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도 

지불의사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관측되지 않는 요인에 의해서도 지불의

사가 달라지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관측되는 개인 특성뿐 아니라 어떤 

확률변수 역시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필요가 있다.

어떤 개인 의 소득이나 학력 등을 포함하여 관측되는 개인 특성변수의 

묶음을 라 하고, 이 개인의 관측되지 않는 모든 특성들의 효과를 반영하는 

확률변수를 라 할 때, 이 개인의「축산업 지원사업」에 대한 지불의사를 

하나의 함수로써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 함수를 추정하여 

모수들의 묶음인 를 알게 되면, 통상적으로 는 평균이 0인 대칭적 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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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고 가정하므로 지불의사의 대표값으로 를 사용할 수가 있다.

과 를 각각 설문에서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제시금액이라 한다면 응답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지불의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① ‘예-아니요' 응답 시  ≦   

② ‘아니요-예' 응답 시    ≧ 

③ ‘예-예' 응답 시  ≧ 

④ ‘아니요-아니요' 응답 시   

가상가치평가법의 지불의사 추정에서는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응답결과를 

모두 반영하는 이중경제 양분선택형 분석법과 두 가지 응답 중 첫 번째 응답

결과만을 반영하는 단일경제 양분선택형 분석법이 있다. 전자는 한 번의 조

사에서 두 개의 응답결과를 얻기 때문에 통계적 효율성이 높지만, 응답자에

게 한 번 더 의사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

아진다는 문제가 있다.

단일경계 양분선택모형을 통해 사업에 대한 지불의사를 도출하기 위해서

도 어떤 번째 응답자의 지불의사함수를    와 같이 설정한다.

이 경우 어떤 개인 가 「축산업 지원사업」에 찬성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Pr   Pr     Pr      Pr    

만약 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또 다른 확률변수




는 다시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므로 제시된 안에 찬성할 확률은 


 



와 같고, 이를 이용해 역시 우도함수와 그에 따른 모수의 최우추정치를 도출

할 수 있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 

와  


가 추정되므로 지불의사 는 




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아울러 이상의 통계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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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자체가 확률적인 영향을 받는 확률변수이기 때문에 지불의사의 대푯값




 역시 확정된 값이 아니라 확률변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불의사의 

대표값 자체가 표본이 달라지는 등의 변화로 인해 그 값이 바뀔 수 있기 때

문에 어떤 분포를 가지게 된다. 대표 지불의사의 분포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추정된 와 가 가지는 분포로부터 매우 많은 수의 와  값을 추출하는 시

뮬레이션을 행한 후, 이들 추출된 값에서 지불의사값을 모두 계산하여 그 평

균이나 분산, 4분위 수 등을 구하면 된다.16

이중투표모형은 다시 추정모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Cameron

and Quiggin(1994)이 도입한 이변량 양분선택모형(bivariate dichotomous choice

model)과 Hanemann et al.(1991)과 구간자료모형(interval data model)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번째 응답자의 지불의사

함수를    와 같이 설정한다. 그러나 양분선택형 질문구조의 특성상

는 직접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회귀분석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나 를 

추정해 낼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이 ‘예-예'와 같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므로 

Pr      ≧   Pr  ≧  와 같이 단순화시킬 수 있고,

’아니요-아니요' 응답의 경우에는   이므로 Pr        
 Pr    과 같이 단순화할 수 있다. 가 '예-예'의 응답일 경우

1, 아니면 0의 값을 갖도록 하고,  ,  , 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정의

하면, 결국 번째 응답자의 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Pr     ≧    
 ×Pr  ≧  

×Pr     ×Pr     ≧    


16 이 방법은 Krinsky and Robb(1986)이 제안한 방법이다.



100 축산업 외부효과의 경제적 가치 계측

확률변수 가 분산이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위의 식을 다

음과 같이 추정이 가능한 우도함수로 전환할 수 있다.

  

   



×

   


   



×

    


   



×

   



2.3. 분석결과

2.3.1. 모형추정 결과

저항응답을 하지 않은 881명의 응답결과를 이용하여 단일경계 양분선택

모형과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에 대해 개인특성변수를 반영한 모형과 반영

하지 않은 모형을 모두 추정하였다. 추정한 결과는 <표 6-8>, <표 6-9>에 정

리하였다.

개인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단일경계 양분선택모형에서의 호당 평균 WTP는 

8,425원으로 계산되었으며,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에서는 호당 평균 WTP가 

10,314원으로 계산되었다. 95%의 신뢰구간은 단일 양분선택모형에서 1,587원

에서 13,598원까지로 계산되었으며,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에서는 7,305원에

서 13,323원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개인특성변수를 반영하지 않은 모형의 

추정된 WTP값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특성변수를 반영한 단일경계 양분선택모형의 호당 평균 WTP는 7,495원

으로 계산되었으며,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의 호당 평균 WTP는 9,368원으로 

계산되었다. 개인특성변수들의 추정값을 살펴보면, 축산업의 외부효과 중 긍

정적인 기능이 강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지불의사금액은 높았으며, 통계적

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가축사육경험, 사육지 방문여부,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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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중요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양의 값을 나타

내어, 소득이 높고, 가축사육경험이 있고, 사육지 방문경험이 있으며, 축산업

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지불의사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이, 교육수준, 가족 수, 농촌거주 여부, 농촌출신 여부, 농촌경험 여부, 영

농가족의 유무 등은 지불의사금액 추정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8. 개인특성변수를 반영하지 않은 모형 추정결과

변수
단일모형 이중모형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상수항 0.1528 2.32** 10,314.33 6.72***

제시금액 -0.000181 -8.15***

 37,738.9 238.06***

응답자 수 881 881

lnL -556.89 -1,285.43

평균 WTP
8,425

(1,587, 13,598)

10,314

(7,305, 13,323)

주: ***: 1% 수준에서 유의, **: 5% 수준에서 유의, *10% 수준에서 유의함.

괄호 안은 Krinsky and Robb(1986)의 시뮬레이션 방법을 적용해 도출한 WTP 추정치

의 95% 신뢰구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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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개인특성변수를 반영한 모형 추정결과

변수
단일모형 이중모형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상수항 -2.442 -5.00*** -71,862.05 -4.75***

제시금액 -0.00002 -8.46***

긍정적 기능 0.2489 2.39** 10,448.53 3.26***

나이 0.0331 0.80 -251.44 -0.20

교육수준 0.0960 1.18 -362.72 -0.14

소득 0.0459 1.90* 2,317.46 3.09***

가족 수 0.0696 1.49 1,448.33 1.00

농촌거주 여부 -0.0734 -0.59 -1,368.09 -0.35

농촌출신 여부 0.1497 1.27 3,010.16 0.83

농촌경험 여부 0.0571 0.48 2,146.00 0.59

가축사육 경험 0.2594 2.14** 6,396.82 1.71*

영농가족 유무 0.0853 0.78 2,209.17 0.65

사육지방문 여부 0.2372 2.40** 10,533.46 3.44***

축산업 중요도 0.2743 3.01*** 9,690.47 3.42***

축산업 중요도(미래) 0.0557 0.68 1,833.67 0.72

축산업 성공여부 -0.0342 -0.50 477.30 0.22

축산업 성공여부(미래) 0.0227 0.38 897.63 0.49

축산물 구입횟수(월) -0.0074 -0.13 -429.84 -0.23

 35,133.75 239.00***

응답자 수 881 881

lnL -519.081 -1,237.763

평균 WTP 7,495 9,368

주: ***는 1% 수준에서 유의, **는 5% 수준에서 유의,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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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개인특성 미반영 개인특성 반영

단일 이중 단일 이중

가구당 지불의사금액(원) 8,425 10,314 7,495 9,368

1년 기준(억 원) 1,512 1,851 1,345 1,682

5년 기준(억 원) 7,562 9,257 6,727 8,408

2.3.2. 축산업 외부효과의 경제적 가치

축산업 외부효과의 경제적 가치, 즉 국민 전체가「축산업에 대한 지원사

업」에 대해 가지는 지원의사는 앞에서 추정된 가구당 지불의사금액을 우리

나라 총 가구 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시행된 설문이 확률표본조사를 했다는 전제 하에 위에서 

추정된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금액을 2012년 총 가구 수 17,951천 호로 곱하

면 모형에 따라 연간 1,512억 원, 1,851억 원, 1,345억 원, 1,682억 원으로 계

산된다. 또한 이 금액만큼을 5년간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축산업의 외부효과 해결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6,727∼9,257억 원을 

특별부담금으로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의 외부효과를 어느 정도 해결하여 선진

국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한, 즉 축산업이 가지는 긍정적인 비시장적 기능을 

확대하고 부정적인 비시장적 기능을 축소하기 위한, 외부효과의 경제적 가

치는 매년 약 1,345~1,851억 원, 향후 5년간 약 6,727∼9,257억 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10. 축산업 외부효과의 경제적 가치

2.3.3. 축산업 외부효과 경제적 가치의 타 연구와의 비교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농업의 다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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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은 연구자와 분석대상, 분석방법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그 금

액은 최소 1조 3,243억 원에서 최대 166조 원에 이르고 있다. 분석대상 등을 

고려하여 극단값들을 제외하면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는 

연구에 따라 대략 8~26조 원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축산업 관련 연

구인 양병우 등(2011)은 비용대체법에 의한 가축분뇨의 처리비용을 매년 약 

6,141억 원으로 계산하였으며, 비료가치 상실액을 3,752억 원으로 계산하였다.

표 6-11. 선행연구의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추정치

연구 연도 대상 방법 총 가치액

엄기철 등 1993 논의 공익기능 대체법 26조 9,814억 원

오세익 등 2001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상순위결정

모형, 대체법
10조 673억 원

서동균 2001
논농업의 환경보전 및

경관가치

대체법,

CVM
13조 4,234억 원

서동균 등 2003 농업의 다원적 기능
대체법,

CVM
19조 8,896억 원

서동균 등 2003 쌀의 식량안보 대체법 1조 6,656억 원

안윤수 등 2003
농촌의 사회문화적

공익기능
CVM 8조 3,386억 원

임형백 등 2004 농촌의 경관기능 CVM 1조 3,243억 원

강기경 등 2008
농업의 다원적

기능(환경적 공익기능)
대체법 67조 6,632억 원

황정임 등 2009
농촌사회문화적

공익기능

CVM,

효용격차모형

2조 6,912～

5조 1,336억 원

양승용 등 2011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166조 원

김용렬 등 2012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CVM

6조 3,468～

9조 3,272억 원

자료: 김용렬 등. 2012. 「시대변화에 따른 농업 농촌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 재조명.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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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경제적 가치 평가액을 위의 선행 연구결과들과 직접적으로 비

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농업에서 차지하는 축산업의 규모와 조사

내용이 외부경제(다원적 기능)와 외부불경제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

분석방법에서 가치의 과대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보수적으로 평가했다

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의 연간 축산업 외부효과의 경제적 가치인 

1,345~1,851억 원은 합리적인 금액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경제적 가치 계측의 요약 및 시사점

3.1. 경제적 가치 계측 요약

축산업 외부효과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의식과 지불의사금액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 국민들의 65.4%는 축산업의 긍정적 기

능이 부정적 기능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3.6%는 긍정적 기능보

다 부정적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

답자의 인구특성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남자

일수록, 나이가 젊을수록 긍정적 기능이 강하다고 응답하였다.

축산업 외부효과에 대한 지불의사분석에서는 축산업이 가지는 긍정적인 

비시장적 기능을 확대하고, 부정적인 비시장적 기능을 축소하기 위해 가

구당 매년 7,495~10,314원을 특별부담금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지불의사는 축산업의 긍정적인 비시장적 기능이 강하

다고 생각하고, 소득이 높고, 가축사육경험과 농장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불의사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한 축산

업 외부효과의 개선 가치는 향후 5년 동안 매년 약 1,345~1,851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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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제적 가치 계측의 시사점

축산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는 국민들의 약 65%가 축산업의 외부효

과 중 환경오염과 질병발생 등의 부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식량안보와 농

촌경관 및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기능을 보다 중요하게 평

가하고 있다. 따라서 축산업계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의식을 반영하여 축

산업의 긍정적인 기능을 보다 확대하고 부정적인 기능을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축산업 외부효과의 경제적 가치 계측결과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업 관련 지원사업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준다. 이러한 지불의사금액은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 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축산업의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

요하다.

또한 분석결과 축산업에 가축사육경험이 있거나 축산농장을 방문한 사람

일수록 축산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축산업의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될 특별부담금을 더 많

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축산업을 체

험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 즉, 축산업을 이용한 관광

목장 및 체험목장을 활성화하여 축산업을 체험할 기회를 보다 많이 만들어 

줌으로써 축산업의 중요성과 축산업 지원의 당위성도 함께 일깨우는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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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축산업계에서는 축산업의 외부경제를 극대화하고 외부불경제를 최

소화하기 위해 법률적 보호와 규제, 지원사업, 자발적 내부화 등 다양한 노

력을 진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의 외부효과는 아직도 많은 문

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축산업 외부효과 해결과 관련

한 정책들의 추진방향과 향후 보다 보완해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외부효과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축산업 외부효과 정책의 추진방향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업의 발전방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이다. 국민에게 신뢰받는다는 것은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축산업으로의 발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축산업으로 인한 외부효과(외부경제(다원적 기능)의 극대화와 외부불경제의 

최소화)를 해결하는 것이 축산업이 당면한 과제 중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축산업의 농촌경관 보전 등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농가소득 향상

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질병발생 감소와 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최소화는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로 향후 축산정책은 이러한 외부효과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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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축산업 외부효과 해결방안

축산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약 65% 이상의 국민

들이 축산업의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축산업으

로 인한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구당 향후 5년 동안 매

년 약 7,495~10,314원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

서 정부는 축산업의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이 필요하다.

축산업의 외부효과 해결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수혜자부담원칙과 

오염자부담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외부경제는 수혜자가 외부효과(다원적 

기능)로 인한 경제적 혜택에 대해 지불하게 하고, 외부불경제는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사람 즉, 오염을 일으키는 사람이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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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하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질적 양적 수준의 축산업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부효과로 인한 혜택과 피해를 산정하고, 권리와 책임을 규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외부효과의 자발적 내부화 장려, 사적교섭 

지원, 정부규제 강화, 정부지원 확대, 정부의 직접생산 등 다양한 방법을 통

해 축산업의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발적 내부화는 외부효과의 비용과 혜택을 시장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가

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비용을 자발적으로 지불해

야 하기 때문에 이타심이나 유사이타심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축산업자를 포함하여 국민적인 교육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

리와 질병예방 등에 대한 비용을 축산물 생산과정의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

식하여 농가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등의 자발적 내부화를 장려해야 한다.

사적교섭은 이해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매

우 바람직하지만 이해관계자가 많을 경우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사적교섭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규제강화는 법률로써 외부효과를 통제하기 때문에 일률적 적용이 

가능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이미 문제가 현

실화된 상황에서 사후적 법률제정을 통한 통제는 법의 집행에 있어 어느 정

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자발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 정부의 

법률을 통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

정부지원은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을 직접 지원한다는 측면과 자발적 내재

화나 사적교섭, 정부의 규제강화 등의 방법들이 잘 작동하게 지원한다는 측

면에서 현실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민간이 생산하거나 담당하기 어려운 기초연구개발이나 대규모 

오염저감시설 등은 정부가 직접 추진하거나 건설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많은 비용과 정부의 비효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시적으로 적절하게 활용

함으로써 축산업의 외부효과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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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산업 외부효과의 세부 해결방안

2.1. 축산업의 외부경제(다원적 기능) 극대화 및 내부화 방안

2.1.1. 식량안보와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은 정부주도로 강화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은 외부경제가 순수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개인이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앞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은 정부가 축산법과 환경보전법 등 각종 

법률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직접 생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국민의식 설문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민의 65% 이상이 축산업의 긍

정적인 비시장적 기능(다원적 기능: 식량안보,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지역경

제 활성화)을 부정적인 비시장적 기능(환경오염, 가축질병 피해)에 비해 중

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축산업의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세금

을 이용하여 직접 규제하고 지원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축

산업자들은 사회의 일원으로써 식량안보와 환경을 보호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1.2. 축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전환

축산업의 정책방향을 생산성 향상에 중심을 둔 양적 성장에서 가축질병을 

줄이고 축산물의 안전성과 환경을 고려하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정책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그동안 양적 성장과 관련한 가축개

량지원, 축산물이력제, 축사시설현대화, 축산물 HACCP 컨설팅, 가축질병근

절사업, 시 도가축방역, 살처분보상금과 같은 정책들의 성과가 높았던 반면,

최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축산업 외부효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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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순환농업활성화,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축사공원화, 마필육성사업, 낙농

체험, 악취방지법, 가축사육 거리제한, 가축생균제 및 축산환경개선, 축산업 

허가제 및 등록제의 성과는 낮게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질적 성장과 관련된

정책들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다. 특히 허가제 및 등록제와 

가축사육 거리제한과 같은 법적 규제가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들이 축산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축산업

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

2.1.3.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체험목장의 정책지원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을 이용한 체험목장은 자발적 내부화가 가능하고, 이

러한 내부화는 축산업이 시장의 균형점에서 생산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회적

인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자발적 내부화가 잘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체험목장 개발

우리나라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체험농

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되지 못

하고 있다. 대부분의 체험목장이 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낙농과 승마

중심의 체험농장으로 프로그램도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낙농체험목장이 많은 이유는 낙농의 특성과 그동안 정부의 지원이 이

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별·축종별로 다양한 체험목장을 개발할 필

요가 있으며, 유럽과 같이 기능별로도 교육농장이나 치유농장 등 다양한 수

요에 맞추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체험목장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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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임실의 치즈마을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마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체험마을사업은 마을단위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체험농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체험목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관광지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

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체험농장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지

역사회의 편의시설이나 관광자원과 연계함으로써 체험목장의 수요와 지역의 

관광수요도 함께 증진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높

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부효과계측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축산농장을 직접 

방문한 사람일수록 축산업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목

장을 축산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육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특히 어

린 시절부터 축산생산과 가공과 유통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축산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나. 체험목장의 현황 조사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필요

체험목장은 그 역사가 짧고 다양한 수요에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농

가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앞의 조사에서 살펴보았듯

이 73%의 체험목장이 소규모로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낙

농체험 지원사업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낙농체험목장은 

전문가 평가결과 다소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2013년부터는 

정부지원이 중단되었다. 체험목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체험목

장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6차 산업 활성화 정

책방향과도 부합된다.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체험농장 운영프로그램을 개발

관리해 줄 수 있는 지원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품목별 자조금을 활용

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교재 및 홍보물제작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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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체험목장이 보다 활성화되고 확대되기 위

해서는 소비자의 수요와 체험농장 운영주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사

전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즉, 영국과 같이 상향식 프로그램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체험농장의 현황파악과 함께 체험농장들의 조직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체험농장들의 조직화를 통해 정보공유와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과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다양성을 통

한 시너지효과를 높여야 한다. 프랑스 등 유럽의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국적인 지역네트워크나 협회와 같은 조직화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2.2. 축산업의 외부불경제 최소화 및 내부화 방안

2.2.1. 가축질병 및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사업의 강화와 인식전환

가축질병을 감소시키고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농장주가 자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자발적 내부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발적 내부화를

위해서는 교육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유럽의 사례에서도 축산

업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산업자에 대한 교육사업을 3대 핵

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축산관련 종사

자 교육사업은 비용대비 효과가 가장 높아 사업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으

로 평가되었다. 대규모 가축질병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이웃

의 피해, 환경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줄이도록 하는 동인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

비자 모두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와 질병예방 등에 대한 비용을 축산물 

생산과정의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식하여 농가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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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 책임에 대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하며 책임을 다하는 노력과 요구(유사이타심)를 통해 자발

적 내부화를 유도해야 한다. 봉동농장과 같은 가축분뇨의 처리비용을 자체

적으로 부담하는 오염저감 노력의 사례(오염자부담원칙 사례)를 널리 홍보

하고 장려함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다.

2.2.2. 가축분뇨오염관리센터 설치

미국 미네소타 주의 오염관리국은 비육장 황화수소 프로그램을 만들어 축

산농가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프로그

램에서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농장 스스로 조치하

게 한다. 하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비육장 황화수소 프

로그램과 같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으로 

(가칭)가축분뇨오염관리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가축분뇨오염관리센터

의 주 업무는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과 분쟁 등을 조사

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지역적 연고를 중시하는 문화와 지방자치단체가 지

역주민들을 상대해야 하는 어려움 등의 문제로 지자체에서 운영하기보다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웃 간 신고

가 어렵고 신고 시 갈등이 격화된다는 측면에서 민원인에 대해 최대한의 익

명이 보장되는 등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

2.2.3. 가축분뇨관리위원회 설치를 통한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

사적교섭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역사회는 공동의 대응으로 축사시

설에 대한 신축과 증축에 대한 의사결정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사

례는 단순히 축사시설의 신축과 증축뿐만 아니라 기존의 축사시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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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기능도 함으로써 축산업자가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를 사전

에 방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축산업자가 가축분뇨를 무단방출

하거나 비료의 농경지 살포 시 기준을 지키는지 등에 대한 감시자 역할도 할 

수 있다.

미국의 가축사육장 황화수소 프로그램에서는 오염으로 인한 민원발생 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적 조치도 취하지만 지역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자

가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지

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대

안으로 지역의 담당공무원과 축산농가, 지역의 대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칭)가축분뇨관리위원회를 들 수 있다. 가축분뇨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역사

회 스스로 가축분뇨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 분뇨로 인한 오

염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 결정에서 지역사회의 권한이 강화된다면 오염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2.4.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의 기장 의무화 및 통합 관리 강화

지역주민과 국민들은 농장에서 가축분뇨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오염의 위

험성은 없는지, 악취발생을 어떻게 제어하는지 등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도 농가에서 분뇨의 발생과 관리, 처리 등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의 포괄적인 관리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농가의 가축분뇨관리에 대한 기장을 의무화하고 있으

며,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분뇨생산권시스템의 관리 하에서 분뇨은행을 설

치하여 분뇨발생과 처리, 거래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농장의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에 대한 기장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지자체나 정부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지역주민과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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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전국적인 양분총량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러한 국가차원에서의 가축분뇨의 관리시스템이 보다 조속히 도입되어 운

영될 필요가 있다.

2.2.5.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를 위한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

유럽에서는 가축분뇨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육제한, 분뇨관리

목록, 퇴비 이용기준, 세금과 벌금, 가축사육 거리제한 등 엄격한 규제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가축분뇨의 적절한 관리와 처리를 위한 기술개발이 꾸준히 진행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비와 액비의 효과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술

개발과 함께 이미 개발된 우수한 기술들을 선정하여 홍보하는 등 축산농가

에 보급하는 노력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기술을 농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

요하다. 정부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특히 지원시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

히 할 필요가 있다.

2.2.6. 규제와 지원의 균형과 지원사업의 효율성 강화

국내사례와 외국사례 모두에서 축산업에 대한 규제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도 방역 및 환경오염과 관련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전문가 평가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의 법률적 규제는 효율성이 높은 정책이

다. 그러나 농가는 강화되는 규제에 적응할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축산현실을 고려하여 농가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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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정적인 방안을 마련하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자본력이 약한 

일부 축산업계를 고려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설계에서 집행, 사후 관리까지 엄격한 

지원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2.2.7. 소비자의 감시와 요구

소비자는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생산되는지에 대해 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생산된 축산물에 대해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축

산농장이 친환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축산물

판매점에서 판매되는 포장에 ‘유기농’, ‘동물복지’, ‘무항생제’ 또는 ‘Green

Label’ 등의 인증표를 붙임으로써 해당 축산물이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제품

인 것을 인증하고, 이러한 축산물은 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비자들은 환경친화적으로 생산된 축산물

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이러한 시장을 통한 경제적 인

센티브가 축산업의 외부불경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통한 시장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유기축산, 동물복지, 무항생제,

HACCP, 환경친화농장 등 현재 운영 중인 축산물 식품안전체계의 이용확대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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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축분뇨로 의한 악취와 수질오염은 인근지역의 삶의 질과 지가를 하락시

키며, 가축질병의 발생은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축산업으로 인한 

지역사회에서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축산업의 부정적인 영향

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은 안전한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농지 및 농촌경관 

보전, 농촌경제 활성화 등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을 하고 있으며, 한편

으로는 이러한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여 체험 및 관광기능, 교육 및 휴양서비

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축산업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업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축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효과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축산업의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확대하거나 내부

화할 수 있는 방안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

요하다.

본 연구는 축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첫째, 축산업의 외부효과를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로 구분하여 유형화하고, 유형별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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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민의 축산업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축산업 외부효과의 경제적 가

치를 계측한다. 셋째, 국내외의 축산업 외부효과와 관련한 해결사례를 조사

하여, 축산업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외부효과를 극대화하

거나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1.2. 축산업 외부효과의 유형화와 해결방법

축산업 외부효과를 크게 외부경제(다원적 기능)와 외부불경제로 유형화

하였다. 긍정적인 외부효과인 외부경제는 식량안보,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로 분류하였으며, 부정적인 외부효과인 외부불경제는 환경

오염과 가축질병으로 분류하였다. 외부경제에 대해서는 극대화(또는 내부

화) 방안을 도출하고, 외부불경제에 대해서는 최소화(또는 내부화) 방안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축산업 외부효과의 해결방법을 자

발적 내부화, 사적교섭, 정부의 직접개입, 정부의 간접개입, 정부의 직접생산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이러한 틀 속에서 외부효과 해결사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축산업의 외부경제(다원적 기능) 중 식량안보 기능과 농촌경관 및 환경보

전 기능은 비배타성과 비경합성 등 순수공공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내부화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의 직접개입과 간접개입(지원), 정부의 

직접생산이 주요한 극대화 방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축산업의 외부경제

로 비순수공공재의 성격과 순수공공재의 성격을 모두 가지기 때문에 자발적 

내부화가 가능하지만 정부의 간접지원도 필요하다.

축산업의 외부불경제는 환경오염과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로 이러한 외

부효과는 순수공공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도 외부불경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개인이라는 측면과 그 피해는 개인, 지역사회, 국가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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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는 측면에서 축산업의 외부불경제는 자발적 내부화, 사적교섭, 정부의 

직접개입과 간접개입, 정부의 직접생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완화될 수 있

다.

1.3. 축산업 외부경제의 극대화 및 내부화 사례

축산업의 외부경제인 식량안보와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의 직접규제 사례는 축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인 축산법과「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과 오염처리시설은 정부의 직접생산 사례이

다. 정부의 간접개입(지원) 사례로는 대관령삼양목장, 안성팜랜드와 현재 정

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사업들을 들 수 있다. 자발적 내부화 사례로는 

삼양목장과 안성팜랜드도 기업이나 농협이 추진한 자발적 내부화의 사례들

이 있으며, 개인이나 마을이 중심이 된 자발적 내부화 사례로는 연천의 포드

목장, 임실의 치즈마을, 원주의 돼지문화원, 춘천의 하이록한우 체험목장 등

이 있다.

외부경제의 자발적 내부화 사례로 체험목장을 들 수 있다. 체험목장의 문

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인지도가 높은 60개 체험목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

였다. 체험목장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체험목장

은 지역적으로나 축종별로 편중되어 있었다. 둘째, 대부분의 체험목장이 소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였다. 셋째, 대부분의 체

험목장이 개인적이나 법인 중심으로 운영되어 지역농업이나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부족하였으며, 숙박시설이나 식당시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당일 

체험관광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유럽과 일본의 체험목장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1990년대 중반 광우병과 

구제역 사태로 농가소득의 보전차원에서 농촌체험 관광이 확대되었으며, 정부



122 요약 및 결론

에서는 농촌경영체지원사업과 리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체험목장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교육농장을 중심으로, 네덜란드는 치유농장을 중심으로 체험목

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체험농장을 조직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이 특징이다. 일본은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육성목장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축산업 외부경제의 극대화 및 내부화 사례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축산업 외부경제의 극대화 사례의 특징은 식량안보와 환

경보전 등은 국가가 축산법과 같은 법률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국립축산과학원 등의 정부조직을 이용하여 직접 생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는 것이다. 특히 농촌경관을 활용한 체험목장의 경우, 삼양목장과 안성팜랜

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둘째,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도시민 특히 어린 학생들을 중심으로 농

촌체험과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체험목장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

가하고 있으며, 삼양목장, 안성팜랜드, 포드목장, 돼지문화원 등과 같은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사업성이 보장되는 수준에는 이

르지 못하고 있어 체험목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유럽은 교육목적과 치유목적 등 사회적인 수요에 맞추어 체험농장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

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체험농장들의 조직화를 통해 정보공유와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과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다양성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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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축산업 외부불경제의 최소화 및 내부화 사례

1.4.1. 국내 축산업의 외부불경제 해결 사례와 시사점

외부불경제로 인한 비용의 자발적 내부화의 우수사례로 ㈜팜스코를 들 수 

있다. ㈜팜스코의 봉동농장은 악취나 폐수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시설투

자와 시스템 구축으로 축산업의 외부불경제 효과를 극복한 사례로서, 축산

업의 양대 과제인 환경과 생산성 문제를 해결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사적교섭의 사례로는 제주도 남원읍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제주도 남원읍

은 축산업자와 주민대표 간에 사업이행협약서를 작성하여 축산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사업이행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오 폐수로 인한 피해발생 시 이를 

보상하며, 사업의 진행 시 매각 및 양도 등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주민

들과 협의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직접개입 사례로는 축산업 관련 법률로「축산법」,「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등을 들 수 있다.「축산법」은 최근 가축질병과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가 사회의 이슈가 되면서 외부불경제를 줄이기 위한 규제수단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2013년 개정된「축산법」에서는 그동안의 축산업등

록제를 강화하는 축산업허가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가축분뇨법」

중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은 지자체 장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

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지방 조례로 가축사육제한을 할 수 있어 축산업

의 신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간접지원 사례로는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축산분뇨처리시설,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축사시

설현대화, 시 도가축방역, 살처분보상금,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축산관련 종

사자 교육사업, 가축질병근절사업, 가축생균제 및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국내의 외부불경제 해결사례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들어 우리나라 축산업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환경오염을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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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자발적인 내부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축산농가가 스스로 환경오염

을 줄이게 하는 사회분위기와 이러한 자발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장려정책들이 필요하다. 둘째, 최근 주민들의 축사시설로 인한 재산상의 불

이익에 대한 권리의 사회적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이행협

약서 체결하는 등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환경보존의 사회

적 요구와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도 점차 축사시

설을 비롯한 환경오염시설들에 대한 규제를 점차 강화하는 추세이다.

1.4.2. 국외 축산업 외부효과의 해결 사례와 시사점

미국의 축산업 환경오염 문제를 다루는 법은 청정수법(Clean Water Act)으

로 가축사육시설에 대해 국가오염물질배출제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가축생산방식이 규모화됨에 따라 미국농업성과 환경보호청은 1999년 가축사

육을 위한 통합국가전략을 발표하여 가축분뇨의 관리와 양분관리계획을 강

화하고 있다. 미국의 간접개입 사례로는 환경의 질 유인프로그램과 미네소

타 비육장 황화수소 프로그램이 있다. 환경의 질 유인프로그램으로는 곡물 

경작자와 축산업자들의 환경보존을 위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미네소타 

오염관리국이 운영하는 비육장 황화수소 프로그램(Feedlot Hydrogen Sulfide

Program)은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악취방지 프로그램으로, 축사시설의 공기

오염(황화수소)에 대한 위반을 감시한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은 이미 1970년대부터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과 악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 중이다.

특히 악취와 관련한 각종 배출규제가 많이 발달해 있다. 유럽은 가축분뇨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육제한, 분뇨관리목록, 퇴비이용기준, 세금

과 벌금, 가축사육 거리제한 등 엄격한 규제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을 위한 기

술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환경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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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축산업 외부불경제 해결사례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은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와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세금 등 다양한 문제해결 노력을 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미네소타 주는 가축사육장 황화수소 프로그램을 통해 양돈시설로부터 방출

되는 악취와 가스 등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분뇨은

행을 설치하는 등 분뇨생산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축산업의 환경

보호 비용을 Green labelling 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부담하고 있다.

1.5. 축산업의 외부효과 해결을 위한 정책평가

축산업의 외부효과와 관련된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축산전문가 72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평가대상 정책은 축산업의 외부경제 제고를 

위한 10개 정책과 축산업의 외부불경제 완화를 위한 12개 정책을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설문내용은 해당 정책들에 대해 상대적 중요도, 그간의 성과, 정

책의 효과와 비용, 정책의 접근방법, 정책 대상자의 수용성 등이다.

전문가 정책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대부분 정책들의 중요도는 높게 

평가된 반면 그간의 성과는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축산업

의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비용과 효과는 비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법적 규제와 관련한 정책들(축산업 허

가제 및 등록제, 가축사육 거리제한)이 효율성이 높은, 즉 저비용으로 정책효

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축산업 기반조성과 관련

된 정책들은 장기정책으로 분류되었으며, 축산환경 개선과 질병발생에 따른 

조치 등은 주로 단기정책으로 분류되었다. 다섯째, 축산업 외부경제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용성은 정부의 지원 금액이 높고 축산농가가 직접적으로 혜택

을 받는 정책들이 높게 나타난 반면, 법률적 규제는 수용성이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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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문가 정책평가결과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첫째, 향후 축산정책은 

생산성 향상의 양적 성장에서 친환경 축산을 위한 질적 성장 중심으로 전환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 및 등록

제와 가축사육거리제한과 같은 법적 규제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의 효율성이 높은 법적 규제의 경우 축산업 종사자들의 수

용성은 낮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규제

와 지원이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1.6. 축산업 외부효과의 경제적 가치 계측

우리나라 국민들이 축산업의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전국의 1,000가구를 대상으로 대국민 의식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가상가치평가법(CVM)을 이용하여 외부효과의 경제적 가치를 

계측하였다. 의식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65.4%는 축산업의 긍정적인 

기능이 부정적인 기능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3.6%는 긍정적인 

기능보다 부정적인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인구특성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남

자일수록, 나이가 젊을수록 긍정적 기능이 강하다고 응답하였다.

축산업 외부효과에 대한 지불의사분석에서는 축산업이 가지는 긍정적인 

비시장적 기능을 확대하고, 부정적인 비시장적 기능을 축소하기 위해 가구

당 매년 7,495~10,314원을 특별부담금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러한 지불의사는 축산업의 긍정적인 비시장적 기능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소득이 높고, 가축사육경험과 농장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

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불의사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한 축산업 외부효

과의 개선 가치는 향후 5년 동안 매년 약 1,345~1,851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축산업 외부효과의 경제적 가치 계측결과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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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관련 지원사업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준다. 이러한 지불의사금액은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 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축산업의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

요하다. 또한 일반국민들이 축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 즉, 축산업을 이용한 관광목장 및 체험목장을 활성화하여 축산

업을 체험할 기회를 보다 많이 만들어 줌으로써 축산업의 중요성과 축산업 

지원의 당위성도 함께 일깨우는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결 론

2.1. 축산업 외부효과의 정책방향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 축산업으로 인한 외부효과

(외부경제(다원적 기능)의 극대화와 외부불경제의 최소화)를 해결하는 것이 

축산업의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축산업의 식량안보기능, 농

촌경관 및 환경보전 기능, 지역경제 활성화의 외부경제를 극대화하고, 가축

질병으로 인한 피해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 축산업의 외부효과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은 수혜자부담원칙과 

오염자부담원칙이다. 외부경제의 수혜자가 이에 대한 혜택에 대해 지불하게 

하고, 외부불경제의 원인자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축산업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질적 양적으로)에 이르게 할 필요가 있

다. 그러기 위해서는 축산업의 외부효과를 해결해야 하며, 외부효과를 해결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자발적 내부화 장려, 사적교섭 지원, 정부규제 강화,

정부지원 확대, 정부의 직접생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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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축산업의 외부효과 해결방안

2.2.1. 축산업의 외부경제(다원적 기능) 극대화 및 활용방안

축산업의 외부경제(다원적 기능)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식량

안보와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의 외부경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은 순수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정부가 

각종 법률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생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축산업의 정책방향을 생산성 향상에 중심을 둔 양적 성장에서 

가축질병을 줄이고 축산물의 안전성과 환경을 고려하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질적 성장

과 관련된 정책들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들

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축산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체험목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

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체험목

장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체험목장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

역사회가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여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지역의 

관광지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체험목장의 활

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현황조사와 각종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체험농장의 현황파악과 함께 체험농장들의 조직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2.2.2. 축산업의 외부불경제 최소화 및 내부화 방안

가축질병을 감소시키고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가축질병과 환경개선을 위한 축산업자의 교육사업을 강화해

야 한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 스스로 외부불경제를 자발적으로 내부화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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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유도해야 한다. 자발적 내부화는 외부불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

적인 방법이다.

둘째, 미국의 비육장 황화수소 프로그램과 같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으로 (가칭)가축분뇨오염관리센터를 설립할 필요

가 있다. 가축분뇨오염관리센터를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과 분쟁을 조

사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사회에 담당공무원, 축산농가, 지역의 대표, 지역주민들이 참여

하는 (가칭)가축분뇨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뿐만 아니

라 축사시설에 대한 감시기능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분뇨로 인한 오

염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 결정에서 지역사회의 권한이 강화된다면 오염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축산농가에게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 기장을 의무화하고 정부는 이

를 보고받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지역주민

과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시행을 검토하고 있

는 양분총량제도 조속히 도입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가축분뇨 관리와 처리를 위한 기술개발과 이의 보급 확대가 필요

하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비와 액비의 효과적인 이용을 촉진하

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하지만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많

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축산업에 대한 규제와 지원의 균형이 필요하며, 지원사업의 효율

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법률적 규제는 효율성이 높은 정책이지만 농가들

이 새롭게 시행되는 규제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적·재정적 지원방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설계

에서 집행, 사후 관리까지 엄격한 지원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감시와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소비자는 환경 친화

적인 방법으로 생산되는지에 대해 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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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축산물에 대해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축산농장이 친환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소비자의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한 요구를 시장에 반영하기 위해 축산물 식품안전체계의 이용확

대가 필요하다.



번호 축종 목장명 대표자 주소
시작
연도

1 낙농 삼양 전중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

2 낙농 보배(평창치즈마을) 최보배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

3 낙농 은아 김지은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2006

4 낙농 포드 성교석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2008

5 낙농 애심 최 철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2007

6 낙농 농도원 김용선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2005

7 낙농 청계 조성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2009

8 낙농 와우 위철연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2009

9 낙농 모산 문진섭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

10 낙농 아트팜 이범석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2007

11 낙농 진주 박응규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2008

12 낙농 신하늘 안병직 경기도 화성시 장덕동 2009

13 낙농 정동 김정섭 경남 고성군 명오면 -

14 낙농 가나안 엄용욱 경남 사천시 곤양면 2011

15 낙농 참또롱 김대근 경남 의령군 의령읍 2009

16 낙농 금와 안상섭 경남 하동군 옥종면 2010

17 낙농 풀마실 김희철 경북 구미시 옥성면 2012

18 낙농 신우 김옥배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2006

19 낙농 곡성섬진강체험학교 박성용 전남 곡성군 죽곡면 2011

20 낙농 파도 전 남 전남 무안군 헌경면 2008

21 낙농,양계 미르 김용철 전남 영광군 법성면 2008

22 낙농 유레카 김수영 전남 영광군 영광읍 -

23 낙농 화순치즈체험학교 정형필 전남 화순군 북면 2012

24 낙농,승마 부안체험랜드 김 인 전북 부안군 보안면 -

25 낙농 임실치즈마을 조기현 전북 임실군 임실읍 2007

26 낙농 농원 이성철 제주 제주시 월평동 -

27 낙농 제주성이시돌 맥그린치 제주 제주시 한림읍 -

28 낙농 또나따 양의주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2012

부 록 1

체험목장 조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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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축종 목장명 대표자 주소
시작
연도

29 낙농,한우 태신(아그로랜드) 김영배 충남 당진군 면천면 2004

30 승마 돈키호테 고보영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

31 승마 클럽피쉬 이경섭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

32 승마 가평산내들체험마을 진정옥 경기도 가평군 북면 -

33 승마 솔향기흙내음 강성재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2009

34 승마 포니월드 오어세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

35 승마 미리내캠프 이광섭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2010

36 승마 느티나무촌 선영림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

37 승마 연천승마공원 김종식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

38 승마 한터조랑말 김용덕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1998

39 승마 해두리용인승마클럽 이주복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40 승마 햇살들농장 박선이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2010

41 승마 푸르뫼농원 하병용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

42 승마 당나귀와 사람들 임춘길 경남 창원시 의창구 -

43 승마 강화도자연체험농장 오한섭 인천 강화군 길상면 -

44 승마 농부와 조랑말 한정근 인천 강화군 삼산면 -

45 승마 백산농촌체험교육 이명석 전북 김제시 백산면 -

46 승마 멍에승마장 임태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

47 승마 알프스승마장포니 정 훈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

48 승마 조랑말타운 송문혁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

49 승마 동부레저 현동부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

50 승마 조랑말체험공원 홍선영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2013

51 승마 더마파크 손광섭 제주 제주시 한림읍 2008

52 승마 오케이승마목장 허영택 충남 예산군 대술면 -

53 승마 산수가족농장 정사웅 충남 홍성군 홍북면 -

54 승마 전원포니팜 민병철 충북 음성군 소이면 -

55 양계 퓨란 박성철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2012

56 양돈 돼지문화원 장성훈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2011

57 양돈 도드람테마단지 이영규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2010

58 양돈 돼지보러오면돼지 이종영 경기도 이천시 율면 2011

59 한우 해피초원목장 최영철 경기도 춘천시 사북면 2012

60 한우 한우드림 박석근 전남 여수시 돌산읍 -

(계속)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축산업의 외부효과와 정책방

안’의 일환으로 축산업 외부효과와 관련된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축산 전문가를 대상

으로 한 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향후 축산업의 공익적․경제적 가치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사이므로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33조(비

밀의 보호), 34조(통계종사자의 의무)에 의거 개인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결코 이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문 작성 중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연락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Tel: 02-3299-4132)

지인배 부연구위원

송우진 부연구위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E-mail

소  속

구  분 □ 정부     □ 교수(연구자) □ 업계(협회) □ 조합

계좌번호 은행,

주민등록번호

부 록 2

전문가 설문조사표

축산업 외부효과 관련 정책 평가를 위한 전문가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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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세부분류 정책

식량안보 ․안전한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가축개량지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축산물이력제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축사시설현대화
․낙농체험
․마필육성사업
․축사공원화(조경지원)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목초지 등 농업 농촌경관 제공
․농지보존 기능

지역경제 
활성화

․고소득 품목, 고용창출로 농촌
과 도시의 균형발전

․관광목장, 지역축제 등으로 농
촌경제 활성화

대분류 세부분류 정책

환경오염

․분뇨의 악취오염
․분뇨의 수질오염
․농촌경관 훼손
․지구온난화

․축산분뇨처리시설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축사시설현대화
․축산업등록제
․축산업허가제
․가축사육 거리제한
․악취방지법
․가축생균제 및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시 도가축방역
․살처분보상금

가축질병
․질병우려 증가
․사회적 혼란
․정부재정지출

축산업의 외부경제(다원적 기능)의 분류

축산업의 외부불경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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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근방법은 정책의 지속기간을 의미합니다.

2. 정책의 중요성은 관련 정책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의미합니다.

3. 그간의 성과는 해당 정책의 현재까지의 성과를 의미합니다.

4. 정책의 비용은 정책 집행의 비용(정부지원금)을 의미합니다.

5. 정책의 효과는 축산업 정책의 목표 달성 기여도를 의미합니다.

6. 대상자의 수용성은 정책의 대상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접근방법 3년 이내 = 단기 3～5년 = 중기 5년 이상 = 장기

정책의 중요성,
성과, 효과, 수용성

매우높음=5 높음=4 보통=3, 낮음=2 매우낮음=1

정책의 비용 비용매우많음=5 비용많음=4 비용보통=3, 비용적음=2 비용매우적음=1

정  책
접근방법

(단기,중기,

장기)

정책의

중요성

그간의

성과

정책의

비용

정책의

효과

대상자

수용성

1 가축개량지원

2 축산물 HACCP 컨설팅

3 축산물이력제

4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5 조사료생산기반확충

6 자연순환농업활성화

7 축사시설현대화

8 낙농체험

9 마필육성사업

10 축사공원화(조경지원)

1. 축산업의 외부경제(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한 축산 관련 정책들을 접근방법, 정

책의 중요성, 성과, 비용, 효과성, 대상자의 수용성 등 6가지 측면에서 평가하는 

문항들입니다.

각 정책에 대해서 접근방법, 정책의 중요성, 성과, 비용 효과, 대상자의 수

용성을 평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점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모든 칸을 채

워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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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근방법은 정책의 지속기간을 의미합니다.
2. 정책의 중요성은 관련 정책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의미합니다.
3. 그간의 성과는 해당 정책의 현재까지의 성과를 의미합니다.
4. 정책의 비용은 정책 집행의 비용(정부지원금)을 의미합니다.
5. 정책의 효과는 축산업 정책의 목표 달성 기여도를 의미합니다.
6. 대상자의 수용성은 정책의 대상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2. 축산업의 외부불경제 완화를 위한축산 관련 정책들을 접근방법, 정책의 중요성,

성과, 비용, 효과성, 대상자의 수용성 등 6가지 측면에서 평가하는 문항들입니다.

각 정책에 대해서 접근방법, 정책의 중요성, 성과, 비용 효과, 대상자의 수

용성을 평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점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모든 칸을 채

워주시기 바랍니다.)

접근방법 3년 이내 = 단기 3～5년 = 중기 5년 이상 = 장기
정책의 중요성,
성과, 효과, 수용성

매우높음=5 높음=4 보통=3, 낮음=2 매우낮음=1

정책의 비용 비용매우많음=5 비용많음=4 비용보통=3 비용적음=2 비용매우적음=1

정  책
접근방법
(단기,중기,

장기)

정책의
중요성

그간의
성과

정책의
비용

정책의
효과

대상자
수용성

1 축산분뇨처리시설

2 자원순환농업활성화

3 축사시설현대화

4 축산업 허가제 및 등록제

5 가축사육 거리제한

6 악취방지법

7 가축생균제 및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8 시 도가축방역

9 살처분보상금

10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11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사업

12 가축질병근절사업

< 지금까지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축산업 외부경제를 위한 정책
정책의 접근방법

단기 중기 장기

가축개량지원 3(4.2) 8(11.1) 61(84.7)

축산물 HACCP 컨설팅 21(29.2) 36(50.0) 15(20.8)

축산물이력제 15(20.8) 22(30.6) 35(48.6)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5(6.9) 20(27.8) 47(65.3)

조사료생산기반확충 8(11.1) 20(27.8) 44(61.1)

자연순환농업활성화 7(9.7) 20(27.8) 45(62.5)

축사시설현대화 24(33.3) 29(40.3) 19(26.4)

낙농체험 37(51.4) 25(34.7) 10(13.9)

마필육성사업 11(15.3) 37(51.4) 24(33.3)

축사공원화(조경지원) 13(18.1) 31(43.1) 28(38.9)

축산업 외부불경제 완화를 위한 정책
정책의 접근방법

단기 중기 장기

축산분뇨처리시설 14(19.7) 19(26.8) 38(53.5)

자연순환농업활성화 4(5.6) 19(26.8) 48(67.6)

축사시설현대화 18(25.4) 35(49.3) 18(25.4)

축산업 허가제 및 등록제 14(19.7) 29(40.8) 28(39.4)

가축사육 거리제한 19(26.8) 24(33.8) 28(39.4)

악취방지법 19(26.8) 30(42.3) 22(31.0)

가축생균제 및 축산환경개선제지원 36(50.7) 24(33.8) 11(15.5)

시 도가축방역 26(36.6) 19(26.8) 26(36.5)

살처분보상금 39(54.9) 15(21.1) 17(23.9)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6(8.5) 18(25.4) 47(66.2)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사업 26(36.6) 20(28.2) 25(35.2)

가축질병근절사업 13(18.6) 15(21.4) 42(60.0)

부 록 3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표 1. 축산업 외부경제를 위한 정책의 접근방법

단위: 응답 수, (%)

주: 단기사업: 3년 이내, 중기사업: 3~5년, 장기사업: 5년 이상.

표 2. 축산업 외부불경제 완화를 위한 정책의 접근방법

단위: 응답 수, (%)

주: 단기사업: 3년 이내, 중기사업: 3~5년, 장기사업: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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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외부불경제 완화를 위한 정책 정책의 중요성 정책의 성과

축산분뇨처리시설 4.7 3.2

가축질병근절사업 4.2 3.2

자연순환농업활성화 4.2 2.8

시 도가축방역 4.0 3.3

축사시설현대화 3.9 3.4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사업 3.8 3.0

축산업 허가제 및 등록제 3.7 2.9

악취방지법 3.7 2.5

살처분보상금 3.5 3.3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3.5 2.4

가축생균제 및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3.4 2.7

가축사육 거리제한 3.2 2.5

평 균 3.8 2.9

축산업 외부경제를 위한 정책 정책의 중요성 정책의 성과

가축개량지원 4.4 3.7

자연순환농업활성화 4.3 2.8

축산물이력제 4.2 3.6

조사료생산기반확충 4.2 3.0

축사시설현대화 3.8 3.4

축산물 HACCP 컨설팅 3.7 3.4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3.6 2.3

축사공원화(조경지원) 3.1 2.2

낙농체험 3.0 2.8

마필육성사업 3.0 2.4

평 균 3.7 2.9

표 3. 축산업 외부경제를 위한 정책의 중요도 및 성과평가

주: 1)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 4: 높음, 5: 매우 높음.

2) 굵은 글씨는 각 분야별 1~4위를 나타냄.

표 4. 축산업 외부불경제 완화를 위한 정책의 중요도 및 성과평가

주: 1)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 4: 높음, 5: 매우 높음.

2) 굵은 글씨는 각 분야별 1~4위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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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외부경제를 위한 정책 정책의 비용 정책의 효과

가축개량지원 3.5 3.9

축사시설현대화 4.1 3.7

축산물이력제 3.4 3.7

조사료생산기반확충 3.5 3.4

축산물 HACCP 컨설팅 3.0 3.4

자연순환농업활성화 3.3 3.3

낙농체험 2.6 2.8

마필육성사업 3.2 2.7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2.9 2.7

축사공원화(조경지원) 2.9 2.7

평 균 3.3 3.2

축산업 외부불경제 완화를 위한 정책 정책의 비용 정책의 효과

살처분보상금 4.0 3.3

축사시설현대화 3.9 3.7

축산분뇨처리시설 3.8 3.7

시 도가축방역 3.5 3.6

가축질병근절사업 3.4 3.5

자연순환농업활성화 3.3 3.4

가축생균제 및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3.1 3.3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사업 2.7 3.3

축산업 허가제 및 등록제 2.7 3.3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3.0 2.8

악취방지법 2.8 2.8

가축사육 거리제한 2.5 2.8

평 균 3.2 3.3

표 5. 축산업 외부경제를 위한 정책의 비용 및 효과평가

주: 1)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 4: 높음, 5: 매우 높음.

2) 굵은 글씨는 각 분야별 1~4위를 나타냄.

표 6. 축산업 외부불경제 완화를 위한 정책의 비용 및 효과평가

주: 1)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 4: 높음, 5: 매우 높음.

2) 굵은 글씨는 각 분야별 1~4위를 나타냄.



축산업의 비시장적 기능

부 록 4

보기카드: 축산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설문지

1. 축산업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을 생산하여 공급합니다. 이

들 축산물은 품질에 따라 적정한 가격이 시장에서 매겨져 소비자들이 돈을 

주고 자유롭게 구입할 수가 있고, 외국 수입 축산물과 경쟁도 합니다.

- 축산업 연간 생산규모는 17조(2010)이며, 가공부문까지 포함하면 38조입니

다.

- 천체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2% 정도입니다.

2. 그런데 축산업은 가축을 사육하고 축산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돈

으로 평가할 수 없는 추가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 그 때문에 국민들의 후생

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3. 축산업이 행하는 그러한 추가 기능을 축산업의 비시장적 기능(외부효과)이라 

부른다면, 이 비시장적 기능은 긍정적이어서 국민들에게 이득을 줄 수도 있

고, 부정적이어서 손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4.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 경우, 즉 긍정적 기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량안보: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제 식량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국제 축산물 시장의 불안이나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공급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2) 농촌경관 및 환경보존: 목장은 초지를 필요로 하고 소 등이 사육되는 모

습은 그 자체가 경관으로서의 가치를 제공하며, 목장용 토지는 무분별한 

도시화와 개발을 막아 국토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지역경제 활성화: 축산물은 다른 어떤 농산물보다도 높은 소득을 농가에

게 가져다 줄 수 있고, 따라서 농촌경제의 중요한 소득원입니다. 또한 관

광목장이나 지역축제, 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육성에 이바지

하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잡힌 발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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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기능(추가적 이득) 부정적 기능(손해)

식량안보 ․안전한축산물의안정적공급

환경오염

․분뇨의 악취오염

․분뇨의 수질요염

․농촌경관 훼손

․지구온난화

가축질병

․질병우려 증가

․사회적 혼란

․정부재정지출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목초지등농업 농촌경관제공
․농지보존 기능

지역경제
활성화

․고소득 품목, 고용창출로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
․관광목장, 지역축제 등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5. 국민들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경우, 즉 부정적 기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

음과 같습니다.

1) 환경오염의 원인: 축산분뇨는 악취를 비롯한 농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

고, 중요한 수질오염원이 됩니다.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축산시설은 오히

려 농촌경관을 훼손할 수 있고, 소 사육 등에서 유출되는 메탄가스는 온

실효과의 원인 물질이기도 합니다.

2) 가축질병: 가축은 질병에 취약하고 특히 구제역이나 조류독감과 같은 외

부에서 들어오는 질병의 매개체이며, 대규모 전염성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국가 전체가 혼란을 겪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많은 재정지출이 필

요하기도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축산업이 축산물생산 외에도 국민들에게 추가로 가져다 줄 수 있

는 이득과 손해는 아래의 표와 같이 다시 정리되니 한 번 더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설문조사는 소득이 있는 가구의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와 배우자

만을 대상으로 하오니 해당되지 않으신 분은 설문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 응답자에게 모든 응답 내용의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응답자의 이름이 응답 내용과 연결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임을 확신시켜 주십시오.

- 면접조사가 시작된 시간을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 응답 거부, 모름, 무응답 등의 응답이 모든 질문에 대해 허용되지만, 이러한 선택지에 대해 미

리 피면접자에게 읽어 주지는 마십시오.

-설문지 맨 뒤에 있는 면접 조사자에 의한 평가 부분을 기입해 주십시오.

  ▣ 성  별:  1.남성    2.여성

  ▣ 연  령:  (만      세)

  ▣ 지  역:  1.도시    2.농촌

  ▣ 지  역:  1.서울   2.부산   3.대구   4.인천   5.광주   6.대전   7.울산   8.경기

9.강원  10.충북  11.충남  12.전북  13.전남  14.경북  15.경남  16.제주

  ▣ 세대주 여부: 1.세대주    2.세대주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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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5

축산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설문지

본조사용

축산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축산업의 외부효과와 정책방안’의 일환

으로 축산업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사는 향후 축산업의 공익적‧경제적 가치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매우 중

요한 조사이므로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 34조

(통계종사자의 의무)에 의거 개인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결

코 이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문 작성 중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연락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Tel: 02-3299-4132, 4328)

지인배 부연구위원   

송우진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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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축산업 관련 의견

문1. 귀하 가정은 1달에 몇 번 정도 축

산물을 판매점에서 구입하여 요리

하십니까? ☞ 문3으로

① 없다

② 1~2번

③ 3~4번

④ 5번 이상

문2. 귀하 가정은 축산물(육류)을 구입

할 경우 다음 품목별로 국내산과 

수입산 중 주로 무엇을 구입하십니까?

국내산 수입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문3.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축산업이 국

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어

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문4.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축산업이 국

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미

래에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

중요하지
않을 것

변화
없음

중요해 
질 것

매우 
중요해
질 것

① ② ③ ④ ⑤

문5.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축산업, 즉 

국내에서 가축을 길러 축산물을 공

급하는 산업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성공적이지 
못한 산업

성공적이지 
못한 산업 보통 성공적인 

산업

매우 
성공적인 

산업

① ② ③ ④ ⑤

문6.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축산업의 경

제적 성과가 앞으로는 어떨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보다
매우

나빠짐

지금보다
나빠짐

변화
없음

지금보다
좋아짐

지금보다
매우 

좋아짐

① ② ③ ④ ⑤

문7. 귀하께서는 가축을 사육하는 목장

이나 양계장을 직접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조사원은 <보기카드>의 내용을 제시해 
주십시오.

문8. 귀하는 보기카드가 설명한 축산업

의 비시장적 기능 중 긍정적 기능

과 부정적 기능 중 어느 쪽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긍정적 기능(추가적 이득)

② 부정적 기능(손해)

③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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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개선에 대한 의견

  보기카드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축산업은 축산물
을 공급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비시장
적 기능과 부정적인 비시장적 기능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국내 축산업이 제공하는 긍정적 기능을 유지하면
서도 축산에 따른 환경오염이나 질병발생을 줄이는 
데 필요한 재원은 축산농가 스스로가 모두 마련하기
는 어렵고, 또한 식량안보 확보나 환경오염 개선의 
효과는 일반 국민들도 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부지원이 필요합니다.
  축산업이 식량안보와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를 계
속하게 하면서도 축산에 따른 환경오염이나 질병발
생 우려를 축산 선진국 수준으로 줄일 필요가 있습
니다. 이를 위한 정부 지원금을 모으기 위해 한시적
인 특별부담금을 걷을 경우, 귀하의 가구가 기꺼이 
부담하고자 하는 금액수준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귀하 가구가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은 한정되어 있고, 
그 소득은 여러 용도로 지출됩니다. 이 사실을 고려하
시고 다음 질문들은 오직 축산업 지원사업만을 염두
에 두셔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9. 귀하 가구에서는『축산업 지원사

업』의 추진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귀 가구의 특별부담금

으로 매년 ‘제시금액’ ( 원)을 추

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9-1으로

② 없다. ☞ 문9-2으로

문9-1. 그러면『축산업 지원사업』의 추

진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한시적으

로 귀 가구의 특별부담금으로 매년 

‘제시금액의 2배’ ( 원)를 추가

로 지불할 의사도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 10으로

② 없다. ☞ 문 10으로

문9-2. 그러면『축산업 지원사업』의 추

진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한시적으

로 귀 가구의 특별부담금으로 매년 

‘제시금액의 1/2배’ ( 원)를 추가

로 지불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 10으로

② 없다. ☞ 문 9-3으로

문9-3. 그러면 귀하의 가구는『축산업 

지원사업』을 위해 전혀 지불할 의

사가 없으십니까?

①예, 지불의사가 없다. ☞ 문 11으로

②아니요. 지불의사가 있다. ☞문 10으로

문10. 그렇다면 귀하의 가구에서『축산

업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매년 가구당 추가적으로 

지불하실 수 있는 특별부담금의 최

대금액은 얼마입니까?

향후 5년 동안 매년 ( )원 ☞ 문SQ1으로

문11.『축산업 지원사업』에 대해 지불의

사가 전혀 없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지불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

②해당사업은 내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③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④ 축산 관련자나 단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⑤ 축산물을 수입개방하면 된다.

⑥ 사업의 성과가 나타날지 의심스럽다.

⑦ 정부의 사업계획을 믿을 수 없다.

⑧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다.

⑨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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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분류를 위한 질문

SQ1. 귀하를 포함한 가구원 수는 몇 명이

십니까?

( )명

SQ1-1 해당 가족 구성원을 적어주십시오.

 • 경제활동인   (                       )명

 • 미취학아동   (                       )명

 • 학생         (                       )명

 • 노인         (                       )명

 • 주부         (                       )명

 • 무직 및 기타 (                       )명

SQ2. 귀하의 교육수준을 표시해 주십시오.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 이상

SQ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종사자

②자영업(소규모 장사, 개인택시운전

사 등)

③ 판매/서비스직(상점 점원 및 외판

원 등)

④ 생산/기술직/단순노무직(기계조립 

종사자,토목관련현장업, 경비, 배

달/운반 등)

⑤ 일반사무직(일반회사, 공공기관 

등의 사무직, 교사 등)

⑥ 관리직/전문직(5급이상 공무원, 기

업체 부장이상의 지위, 교장, 연

구직, 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등)

⑦ 주부(가사에만 종사하는 결혼한 

여성)

⑧ 학생(전문대생 및 대학원생 포함)

⑨ 무직

⑩ 기타( )

SQ4. 귀하 가구 가구원 전체의 월평균 

소득(세후 소득)은 얼마 정도입니까?

① 99만 원 이하  ② 100~149만 원

③ 150~199만 원  ④ 200~249만 원

⑤ 250~299만 원  ⑥ 300~399만 원

⑦ 400~499만 원  ⑧ 500~599만 원

⑨ 600~699만 원  ⑩ 700만 원 이상

SQ5. 농업이나 축산관련 경력이 있으신

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

을 질문드리고자 하니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출 신 지 ① 도시 ② 농어촌
농촌생활경험 ① 유 ② 무
가축사육경험 ① 유 ② 무
가족 중 농업 ① 유 ② 무

※ 도시 지역은 시 또는 군 단위 지역

※ 농어촌 지역은 군 또는 면 단위 지역

※ 가축에서 개,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

물은 제외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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