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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농업을 지속가능한 영농방식에 기반한 농업으로 전환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스위스의 농정시스템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그동안 스위스에 대해 다루었던 연구는 직불제도 또는 헌법상

의 농업조항과 같은 특정 사항에 대한 연구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 연구는 

스위스 농정 전반을 통시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의 

농업정책 수립 과정에 참고할 만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스위스 농업 및 농정의 획기적인 변화는 1996년 ｢연방헌법｣에 농업조항이 

삽입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연방헌법｣상의 농업조항이 갖는 의미는 농업의 역

할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적시하고 있는 조항의 세부내용에서뿐 아니라 농업

조항의 입법화를 둘러싼 국민적 합의과정에 있다. 스위스에서 농업조항에 대한 

개헌은 높은 찬성률로 통과된 국민표결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시

민참여운동, 특히 농민단체와 시민단체의 연대 운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

다. 이 결과 농업조항의 개헌을 계기로 스위스 농정은 기존의 농업인 중심 농

정에서 국민 중심 농정으로 중점이 바뀌게 되었다. 이런 점이 개헌을 통해 농

업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된다.

그동안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연구자의 노고를 치

하하며, 스위스 농정에 대한 적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은 물

론 여러 가지 형태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스위스 연방농업청 관계자들, 

특히 Brunner 국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칸톤 베른의 농정업무 담당자들에

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향하는 

농정 패러다임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2018.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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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스위스 농정의 기본이념과 기본방향, 농정추진목표와 부문별 정책 

및 제도 분석을 통해 하나의 모델로서 스위스 농정시스템을 파악하고, 어떠한 

농정 개혁 과정을 통해 이러한 모델을 구성하게 되었는지 분석한다.

□ 스 스 농정의 역사  배경과 기본방향

1992년 직접지불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스위스의 농정은 가격지지정책에 기

반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낙농부문을 비롯한 주력 농업생산부문에 생산과잉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농업인(단체)의 수익 보장을 위해 가격지지

정책을 철회하지 않자 스위스 농업 및 농정이 소비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로

부터 유리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1992년 직불제의 도입과 1996년 연방헌법의 

농업조항(제104조) 삽입과정을 통해 스위스의 농업 및 농정은 농업인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개혁되기 시작했다. 1992년부터 시작된 농정 개혁은 그동안 6단

계의 농정계획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되어 왔는데, 2018년 현재 제6기인 ‘농정 

2018-2021’이 추진 중이다. 그런데 ‘농정 2018-2021’은 ‘농정 2014-2017’의 목

표를 한차례 더 속행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스위스 농정 패러

다임을 대표하는 것은 ‘농정 2014-2017’의 내용이 된다.

‘농정 2014-2017’에 따르면, 농정목표는 ① 지속가능성, ② 공동경제적 성과, 

③ 경쟁력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이 세 가지 농정목표 중 보다 핵

심이 되는 것은 지속가능성과 공동경제적 성과인데, 여기서 지속가능성은 농업

생산의 투입과 관련된 것이고, 공동경제적 성과는 농업활동의 산출과 관련된 

것이다. 다시 말해, 농정목표로서 지속가능성은 농업생산에 투입되는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중점을 두는 것이며, 공동경제적 성과는 개별 농업경영체의 

소득 향상과 별도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성과로 나타나는 다원적 기능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 농정목표 경쟁력은 가격경쟁력 제고와 질적 경쟁력 제고로 구성되

는데, 보다 중점을 두는 질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품질전략(Qualitätsstategi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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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 있다.

스위스는 설정된 농정목표에 대해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실

천계획은 농정목표별 세부지표를 만들어 개별 지표의 기준연도 값과 목표연도 

값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방식이 된다.

□ 농지제도와 구조개선정책

스위스의 농정시스템은 가족농을 육성하는 제도적 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는

데, 이 가족농 육성의 핵심이 되는 제도가 농지제도이다. 스위스의 농지제도는 

농민적 농지소유(bäuerlicher Gr[ 표 2besitz)를 지향하는 ｢연방헌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농민적 농지법｣에 기초해 있다. ｢농민적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도와 농지상속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임대차는 별도로 규정된 

｢농업임차법｣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 스위스에서 농지보전은 농지제도가 아닌 

국토계획 및 관리제도 차원에서 작물재배농지의 총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경하는 사람만이 농장 및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작유전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동시에 가족경영을 농업경영의 건전한 토대로 

인식하여 가족농을 제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한마디로 농지제도는 가족농 육

성과 경자유전이라는 두 가지 원칙에 기반해 있다. 이에 따라 농장 및 농지의 

소유‧이전 관계에서는 거래를 통한 제3자로의 이전보다 가족 내의 양도 및 승

계가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경자유전 원칙과 가족농 육성 중에서는 

가족농 육성이 우선권을 가진다. 그것은 두 원칙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 경자

유전 원칙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가족의 농지소유 유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

이다. 다시 말해, 농장 및 농지상속에서 자경하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자경하

지 않는 상속인도 농장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경자유전 원칙의 예

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결과 농지에 대한 광범위한 임대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농업생산 지원정책을 구조개선정책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추진하는 구조개선사업은 크게 토지개선 관련 생산기반조성사업

(Tiefbau)과 농업용 시설사업(Hochbau)으로 구분된다. 구조개선사업은 실시하

는 사업방식에 따라 ① 공동사업 유형과 ② 개별 경영체사업 유형으로 구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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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공동사업은 다시 개별 경영체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일반적 공동사업과 

사업지구 전체에 대해 실시하는 광범위한 공동사업으로 세분된다. 이러한 사업

의 유형에 따라 지원하는 내용과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구조개선사업에 사용되는 재정의 형태는 보조와 융자로 구분되는데, 보조는 

연방과 칸톤이 공동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연방에 의한 보조는 사업유형 및 지

대에 따라 사업비의 20～40% 지원이 이루어지고, 칸톤에 의한 보조는 연방과

는 다른 척도로 사업비의 25～40% 지원이 이루어진다. 융자는 ‘투자신용’으로 

명명되는 연방의 융자와 ‘경영지원융자’로 표현되는 연방과 칸톤의 매칭융자

가 있다.

□ 직 지불제도

스위스의 직불제는 2014년 기존의 두 가지 유형 직접지불사업 대신에 7가지 

유형의 새로운 직불사업으로 전환되었다. 7가지 유형 직불사업은 ① 식량안보

직불, ② 경작경관 직불, ③ 생물다양성 직불, ④ 경관 질제고 직불, ⑤ 생산시

스템 직불, ⑥ 자원효율 직불, ⑦ 과도기 직불이 된다. 이러한 직불제도의 변화

는 ‘농정 2014-2017’에서 농정목표로서 공동경제적 성과를 새로이 설정한 것과 

관련이 있다.

농업경영체가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적, 물적 자격요건을 구비

해야 한다. 인적 요건은 농업인 직업교육을 수료한 65세 이하 토지경작자가 농

업경영 필요노동의 50% 이상을 자가 노동력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물적 

요건은 사육하는 가축규모가 ｢최대사육규모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

지 않아야 하고, 최소영농규모가 0.2 SAK(표준노동력 단위) 이상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반적 조건과 별도로 상호준수의무로서 친환경적 영농능력 증명

(ÖLN)이 옵션으로 부가된다. 여기에는 ｢동물보호시행령｣에 입각한 사육 준수

와 ｢최대사육규모시행령｣에서 정한 사육규모 준수가 있고, 경작농지의 7%를 

생물다양성 촉진토지(BFF)로 전환해야 하는 요건이 있다. 그리고 3ha 이상의 

작물재배농지는 연간 4작목 이상 윤작을 실시해야 한다. 이 밖에 비료 및 식물

보호제 사용의 제한과 토양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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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자원의 보존  연구개발 정책

스위스는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유전자원의 보존과 이용에 중점을 두는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유전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생물다

양성 보존의 실천과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이익공유 또

한 이러한 과업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본다. 다시 

말해, 유전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은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 입장에서 

인류가 공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실천과업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ABS)’도 개별 국가적 이해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할 사항이 아니라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과업의 

실천방안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스위스는 유전자원의 분포 및 

보유 측면에서 자원 제공국보다 자원 이용국에 가깝지만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를 국익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생물다양성 보존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나고야 의정서를 수용하고 있다(김수석 외 2016: 51).

이 결과 스위스에서 유전자원 보존은 국가행동계획과 이에 대한 실행프로그

램의 시행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ABS)가 나고야 의정서와 ITPGRFA의 이행 차원에서의 실시뿐 아니라 특허법 

차원의 유전자원 출처 공개로까지 이어지는 완결된 제도로 시행하고 있다.

스위스는 농업부문 연구개발의 국가적 전략을 ‘지속가능한 먹거리 조달 체계 

구축’에 필요한 R&D 개발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속가능한 먹거리 조달 

체계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① 영농

활동의 여건 조성 단계, ② 친환경적‧동물복지적 생육으로 생산되는 단계, ③ 

건강하고 고품질의 농산물로 소비되는 단계, ④ 농업생산의 생태계 복원 단계

로 된다. 이처럼 스위스의 농업부문 연구개발은 지속가능한 농업이 선순환하여 

공동경제적 성과를 확대할 수 있는 기술 및 방안을 개발하고 창안하는 것을 전

략적 목표로 삼고 있다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농업부문의 연구개발은 농업의 

생산영역 및 재생산영역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 

즉 공동경제적 성과가 확산‧확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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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인증제도  시장 매 지원정책

스위스에서 농식품에 대한 품질인증 및 표시는 ① 유기농업 및 유기농식품, 

② 원산지 표시 및 지리적 표시, ③ 산악 및 알프스 생산물, ④ “스위스산

(Swissness)” 인증의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표시 및 인증제도는 소

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스위스 농식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표시 및 인증제의 

기반 구축과 동시에 품질경쟁력을 갖게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서 

추진된 전략이 스위스 농식품에 대한 품질전략인데, 이 전략은 생산자 입장에

서 농식품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시장 원리와 공조하는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다. 이 품질전략은 ① 품질 리더십, ② 시장 공세, ③ 품질 파트너십으

로 구성된다.

다른 한편, 소비자의 소비행위가 농식품생산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친

다는 점에 착안하여 소비자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지원하는 소비 

개념을 창안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속가능한 소비이다. 지속가능한 소비는 일

차적으로 건강한 농식품을 소비하길 원하는 개인적 선호에서 출발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지원하는 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지속가능한 소비는 그 대상을 스위스 국내 생산물에 한정하지 않고 수입 농식

품에 대해서도 사회적 행동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것은 스위스 국

민이 필요로 하는 농식품 중 거의 절반가량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

하에서 수출국들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의 파괴가 장기적으로 자국의 농식품 

조달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수입되는 농식품

에 대해서도 누구에 의해 어떻게 생산되고,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

산국가들의 사회적 여건이 어떠한지 알고자 하며, 수입 농식품 또한 지속가능

한 농업생산과정을 통해 생산된 상품이길 요청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속가능

한 소비 개념은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성 실현에 있어서 생산단계의 활동

뿐 아니라 소비단계의 활동 또한 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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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 한 국가의 농업‧농촌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경제적 삶의 현장으로서, 사회‧

문화적 생활공간으로서 어떻게 유지‧발전되고 구체화되는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농업‧농촌정책임.

- 이러한 농업‧농촌정책(농정)의 기본틀은 농업‧농촌 부문 자체의 요구 

및 의사결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제 및 산업

정책과 국토의 종합적 관리 차원의 국토관리 및 지역정책이 함께 고려

된 상태에서 결정되고 형성됨.

○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현주소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농정의 산물이라 할 수 

있음. 하지만 농업‧농촌의 현주소를 진단해 볼 때, 지금까지 추진해온 농정

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부합하는 최선의 정책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할 수 있음.

- 이런 사실은 우리나라의 농업‧농촌에 비해 산업적으로나 생활여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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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도로 발전되고 정비된 선진국들의 농정추진 역사와 그 결과로 나타

나는 농업‧농촌 상황에서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우리나라 농정의 기본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그동안 외

국의 여러 가지 농정모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 이에 대한 대표적 

사례가 뉴질랜드와 네덜란드의 농정모델 연구임.

- 하지만 이들 모델의 기본적인 특성이 경영규모화 및 경영혁신 등을 통해 

농업생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주어져 있음.

- 이 결과 이들 모형에 대한 응용이 영농규모화사업 등의 농업구조 개선사

업 실시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생산구조를 개선하는 데 부분적으로 기여

한 바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소규모적 영농구조를 갖는 우리나라의 현

실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었음.

-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영농여건 및 제반 농업‧농촌 환경이 농업생산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지상명제로 추진하기에 한계를 갖는 구조로 구성되

어 있음.

○ 스위스의 농정 모델은 뉴질랜드나 네덜란드의 농정모델과는 달리 (가격)경

쟁력 강화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특징을 가짐. 이에 따라 농업

의 다원적 기능 수행이 농업‧농촌을 보호‧보전해야 할 주된 근거가 되는 체

계로 되어 있음. 또한 농정추진의 목표가 가족농을 육성하는 데 있음.

○ 가족농 중심의 스위스 농정 모델은 소규모의 가족농적 농업구조를 갖는 우

리나라 현실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고, 이러한 시사점에 근거하

여 우리나라의 농정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데에 유용한 사례

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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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스위스 농정의 기본이념과 기본방향, 농정추진체계, 그리고 주요 

정책의 분석을 통해 하나의 모델로서 스위스 농정시스템을 파악하고, 이러

한 종합적 인식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농정의 기본틀 (재)설정에 주는 함의

를 도출함에 목적이 있음.

- 부차적으로 이 연구는 우리나라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즉 경쟁력 강화

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의 장

에 근거사례 및 모델 제시를 목적으로 함.

2.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1. 선행연구 검토

○ 뉴질랜드 농정 모델은 1984년부터 1989년까지 실시된 뉴질랜드의 농업개혁 

결과로 나타나는 국가보조 없는 농업생산 체계를 가리킴. 신승열‧최세균

(1996)과 박현태(2005)가 이런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뉴질랜드 개혁 프로그

램의 중요한 목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국내 농업생산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음. 뉴질랜드 농정이 하나의 모델로 제시될 수 있게 된 

요인은 농업부문에서 우유, 밀, 달걀, 감귤류, 사과 등을 포함한 각종 국내 

마케팅보드를 해체하고, 농산물 유통과정에 민간부문 참여자들의 진입을 

허용한 농정 개혁의 결과로 보조금 없는 농업생산체계 확립과 뉴질랜드 농

산물의 대외 경쟁력 향상을 성취할 수 있게 된 것에 있음.

○ 네덜란드 농정 모델은 자국의 농업경쟁력을 국제통상과 기술혁신에 기반한 

농정추진체계 구축으로 이룩하는 모델을 말함. 네덜란드 농정의 특징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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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농업은 네덜란드의 지리적 입지와 구매력 있는 EU 공동농업시장을 유리

한 여건으로 하여, 수출의 단일창구 확립을 위한 대표조직 육성과 사업화연

계기술개발(R&BD)의 네트워킹을 통한 고부가가치 수출상품 개발로 이룩

된 것임(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4). 네덜란드 농업의 또 다른 특징

인 기술혁신은 농업혁신네트워크(InnovatieNetwerk)의 구축으로 농업인이 

혁신주체가 되는 ‘폴더모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이주량 2014).

○ 스위스 농정 현황에 대해서는 농정의 한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조사‧분석

된 연구들이 있음. 김수석 외(2009) 및 김수석 외(2010)는 스위스의 농지제

도가 가족농을 육성하는 제도로 구성되어 있음을 분석하고, 임정빈‧이수연

(2011)은 스위스 직불제의 특징을 밝히고 있음. 또한 김수석 외(2016)는 스

위스의 농업유전자원 보존‧관리가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라는 생물다양성 

보존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2.2. 본 연구의 차별성

○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비교되는 차이점은, 첫째로 뉴질랜드와 네덜란드 등 

기존 농정 모델들이 갖는 보편적 원리인 경쟁력 강화와 달리 가족농 중심의 

지속가능성에 농정의 기본원리를 두고 있는 스위스 농정 독특성을 분석하

는 것임. 둘째로 본 연구는 스위스 농정에 대해 부문별 사례연구에 그쳤던 

선행연구들과 달리 스위스 농정의 기본이념 및 기본방향, 농정추진체계와 

부문별 농업‧농촌정책 등 스위스 농정 전체를 수미일관된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종합적 모델로 제시하는 점에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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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및 방법

3.1. 연구 내용

○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등이 기술

됨. 특히 여기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및 이 연구가 갖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서술됨.

○ 제2장에서는 스위스 농업 현황이 분석되는데, 농업여건 및 농업경제 현황과 

농업경영체 현황, 농업예산 등이 차례로 조사되어 스위스 농업의 현주소

(Status Quo)를 파악할 수 있게 함.

○ 제3장에서는 스위스 농정의 역사적 배경과 농정의 기본방향이 서술됨. 역사

적 배경에서는 무엇보다 스위스 농정의 개혁과정이 상세히 분석되고, 농정

의 기본방향에서는 농업 및 농정에 대한 헌법적 규정과 농정목표의 함의가 

탐구됨.

○ 제4장에서는 스위스의 농지제도가 분석됨. 스위스의 농지제도는 가족농 육

성과 경자유전이라는 두 가지 원칙에 기반해 있는데, 이러한 특성에 기반한 

농지제도가 스위스의 독특한 농정 패러다임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가 분석됨.

○ 제5장에서는 구조개선정책이 분석됨. 구조개선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농업구조개선사업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 생산기반조성사업과 농업용 시설

사업으로 구분되고, 지원방식에 따라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구분됨. 사

업내용별, 지원방식별 유형을 결부시켜 경영주체의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

하거나 영농투자계획을 지원하는 구조개선사업 내용이 여기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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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에서는 스위스의 직접지불제도가 분석됨. 여기서는 무엇보다 2014년

부터 바뀐 새로운 직불제의 내용 설명과 함께 직불제의 집행체계에 대한 분

석이 이루어짐. 동시에 직불제가 스위스 농정목표 추진에서 갖는 의미가 분

석됨.

○ 제7장에서는 농업자원의 보존 및 이용정책과 연구개발정책이 분석됨. 농업

자원의 보존 및 이용정책 부분에서는 무엇보다 농업부문 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제도가 상세히 분석되는데, 여기에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스위스의 

입장 검토가 포함됨. 연구개발정책 부분에서는 스위스의 농식품부문 연구

개발체계와 ‘농식품경제의 연구개발 콘셉트 ‘2017-2020(Forschungskonzept 

Land- [ 표 2 Ernährungswirtschaft 2017-2020)'가 분석되고 소개됨.

○ 제8장에서는 스위스의 품질인증제도와 시장판매 지원정책이 분석됨. 품질

인증 및 표시제도로 1) 유기농업 및 유기농식품, 2) 원산지 표시 및 지리적 

표시, 3) 산악 및 알프스 생산물, 4) “스위스산(Swissness)”의 내용이 소개되

고, 이들 인증 및 표시제도가 스위스 농식품의 질적 경쟁력 제고 정책과 어

떠한 연관을 갖는지 분석함. 시장판매 지원정책은 선정된 (생산자연합의) 

품목에 대해 시장판매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과 민간부문

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품질전략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성됨. 이 

장에서는 이 내용에 대한 분석과 소비자의 사회적 행동 차원에서 이루어지

는 지속가능한 소비를 결집하는 전략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짐.

○ 마지막 제9장은 스위스의 농정 패러다임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

함. 먼저 농정 패러다임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농정의 방향 설정에 대한 

시사점이 검토되고,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현 차원에서 도출되는 

시사점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산을 뒷받침하는 정책방안 차원의 시사점, 

소비지원전략 차원의 시사점이 차례로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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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문헌연구와 스위스 현지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방법으로 수

행되었는데, 특히 스위스 현지조사에서는 스위스 연방농업청(Bundesamt 

für Landwirtschaft)의 분야별 담당자들과 5일간에 걸친 집중적인 토론을 통

해 스위스의 농업정책 및 제도의 실상에 근접할 수 있었음. 또한 농정의 집

행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베른 칸톤(Kanton Bern)의 농업청을 방문하여 농

정의 추진체계와 적용 실태를 조사하였음.





제2 장

스위스 농업 현황

1. 농업 여건 및 농업경제 현황

1.1. 농지 현황

○ 스위스의 농지면적은 2015년 104만 9천 ha로 전년도에 비해 1,705ha 감소함.

-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0.1%씩 감소하여 지난 15년간 23,000ha가 감소

함<표 2-1>.

- 작물재배농지(Ackerfläche)1가 전체 농지의 38%를 차지하고, 축산을 위

한 녹지(Grünfläche)2가 농지의 58%를 구성함.

1 작물재배농지는 경종작물 재배로 이용되는 작물재배이용지(Offene Ackerfläche)와 인

공초지(Kunstwiese)로 구성되는데, 인공초지는 윤작체계에 따라 사료작물을 재배하게 

되는 작물재배농지임. 다시 말해, 인공초지는 영속적인 사료작물재배지가 아니라 윤

작순서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료작물재배지가 되었다가 다시 경종작물재배지로 바뀌게 

됨. 전체 작물재배농지 중 약 1/3이 인공초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2015년의 경우 인공

초지로 이용되는 면적은 125,537ha임. Bundesamt für Landwirtschaft (BLW) (2016), 

Agrarbericht 2016, p. 49 참조.

2 녹지는 자연초지(Naturwiese)와 방목지(Weide)로 구성되는데, 자연초지는 짚 등 조사

료를 (영속적으로) 생산하는 토지이며, 방목지는 사료작물을 생산하지 않고 가축의 

방목에 이용되는 토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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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농지유형별 면적

단위: ha, %

구분 2000 2014 2015 2000~2014 변화율

작물재배 농지 408,038 400,227 398,353 -0.2

녹지 629,416 613,155 612,091 -0.2

과수원 23,750 23,747 23,795 0

기타 농지 11,287 14,853 14,429 1.7

합계 1,072,492 1,051,183 1,049,478 -0.1

자료: BLW(2016: 49).

○ 스위스에서 농업생산지대는 크게 골짜기 저지대, 구릉지 지대, 산간 지대의 

3개 지대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대는 작물재배

농지가 주축이 되는 골짜기 저지대임<표 2-2>.

<표 2-2> 지대별 농지 구성

단위: ha, %

구분 2000 2014 2015 2000~2015 변화율

골짜기 저지대 510,392 494,158 493,158 -0.2

구릉지 지대 277,214 272,042 271,424 -0.1

산간 지대 284,886 284,983 284,896 0

합계 1,072,492 1,051,183 1,049,478 -0.1

자료: BLW(2016: 48).

1.2. 농업생산 현황

○ 2015년도 스위스 농업생산액 내역을 보면, 식물 형태의 농산물 생산액이 39억 

9,826만 (스위스) 프랑이고, 축산물 생산액 49억 2,857만 프랑, 농업서비스 

생산 7억 786만 프랑 등으로 총 100억 8,582만 프랑이 됨<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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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2015년도 스위스 농업생산액

단위: 천 프랑

구분 농산물 축산물 농축산물(소계) 농업서비스 불가분 부산물 농업분야 총산출

생산액 3,998,258 4,928,568 8,926,826 707,864 451,129 10,085,819

자료: BLW(2016: 54)(A7).

○ 농업분야 총산출이 농업 부가가치, 요소소득 등으로 분화되는 과정은 <표 

2-4>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2015년의 경우 총 농업 산출(100억 8,600만 프

랑)에서 중간투입을 제한 총 농업 부가가치는 38억 4,500만 프랑이고, 직불

금 등 정책보조금을 합한 (총)요소소득이 46억 400만 프랑, 요소소득에서 

경영비 등을 제한 순 경영소득이 28억 8,400만 프랑으로 나타남.

<표 2-4> 스위스 농업 산출 및 부가가치

단위: 백만 프랑

구분 2000/02 2014 2015

총 농업 산출 10,694 10,691 10,086

(중간투입) 6,174 6,458 6,241

총 농업 부가가치 4,520 4,233 3,845

순 부가가치(감가상각 제외) 2,537 2,158 1,821

요소소득(보조금 포함) 4,845 4,958 4,604

(정책보조금) (2,407) (2,944) (2,932)

순 경영소득 3,206 3,226 2,884

자료: BLW(2016: 53).

○ 스위스의 농업생산에서 산출금액이 아닌 물량의 크기를 살펴보면, 식물 형

태의 농산물 생산량은 <표 2-5>와 같이 나타나고,3 축산물 생산량은 <표 

2-6>과 같이 나타남.

- 축산물 생산에서는 우유의 비중이 물량으로나 금액으로 가장 높음.

3 농산물 생산에서 금액상 가장 큰 부분은 사료작물(2015년 21.3%) 생산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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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스위스 농산물 생산량

단위: 천 톤, 천 프랑, %

구분 2005 2010 2015 2015년 금액(비중)

곡물 1,057 924 891 356,045 ( 8.9)

감자 485 421 365 161,479 ( 4.0)

사탕무 1,409 1,302 1,356 123,087 ( 3.1)

채소 313 364 397 718,414 (18.0)

과일 311 277 296 520,784 (13.0)

[농산물 전체] [3,998,258]

자료: Bundesamt für Statistik(2017: 14); BLW(2016: 54)(A7).

<표 2-6> 스위스 축산물 생산량

단위: 천 톤, 천 프랑, %

구분 2005 2010 2015 2015년 금액(비중)

소고기 132 143 141 1,358,102 (27.6)

돼지고기 236 249 241 822,857 (16.7)

양고기 6 5 5 45,746 ( 0.9)

가금류 58 69 87 304,901 ( 6.2)

우유 3,871 4,079 4,043 2,120,435 (43.0)

계란 38 44 51 245,827 ( 5.0)

[축산물 전체] [4,928,568]

자료: Bundesamt für Statistik(2017: 16); BLW(2016: 54)(A7).

○ 스위스의 전체 식량자급률은 2014년의 경우 63% 수준인데, 세부적으로 곡

물, 사료작물, 채소 등은 전체 평균자급률보다 낮은 수준이며, 축산물(유제

품 제외)과 유제품, 과일 등은 평균자급률보다 높음<표 2-7>.

- 특히 유제품은 100% 이상의 자급률로 완전 자급상태에 있음.4

4 오히려 공급과잉이 문제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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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스위스 식량자급률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곡물 56 53 54 49 52 50 46 51

사료작물 68 60 62 56 55 52 47 57

과일 97 72 81 68 111 70 69 84

채소 48 51 50 47 54 50 48 52

유제품 112 122 120 118 117 117 112 115

축산물 79 75 79 79 79 80 77 79

식량 전체 59 61 62 59 63 62 58 63

자료: BLW(2016: 84)(A25).

2. 농업경영체 현황

○ 2015년 스위스 농업경영체 수는 53,232개소인데, 이는 2000년도의 70,537

개소에서 연평균 1.9%씩 감소한 것임<표 2-8>.

- 농업경영체 유형별 구성을 보면, 2015년의 경우 주업농이 71%, 부업농이 

29%를 차지함.

<표 2-8> 경영체 유형별 농업경영체 수

단위: 경영체, %

구분 2000 2014 2015 2000~2015 변화율

주업농 49,239 38,837 38,032 -1.7

부업농 21,298 15,209 15,200 -2.2

합계 70,537 54,046 53,232 -1.9

자료: BLW(2016: 39).

○ 지대별로는 골짜기 저지대에 농업경영체가 가장 많고, 구릉지 지대와 산간 

지대에는 비슷한 수로 분포되어 있음<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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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지대유형별 농업경영체 구성

단위: 경영체, %

구분 2000 2014 2015 2000~2015 변화율

골짜기 저지대 31,612 24,016 23,644 -1,9

구릉지 지대 18,957 14,994 14,770 -1.7

산간 지대 19,968 15,036 14,818 -2.0

합계 70,537 54,046 53,232 -1.9

자료: BLW(2016: 38).

○ 영농규모별로는 10～20ha 구간의 농업경영체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나, 지

난 15년간 영농규모화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을 <표 2-1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2000～2015년 기간 동안 30ha 이상 규모의 농업경영체에는 17만 1천 ha

의 경지 증가가 일어났는데, 그 결과로 전체 농업경영체 중 19.3%를 차

지하는 30ha 이상 경영체가 전체 농지의 44.3%(46만 5천 ha)를 보유함.

<표 2-10> 영농규모별 농업경영체 구성

단위: 경영체, %

구분 2000 2014 2015

3ha 미만 8,371 (11.9) 5,615 (10.4) 5,582 (10.5)

3～10ha 미만 18,542 (26.3) 10,481 (19.4) 10,148 (19.1)

10～20ha 미만 24,984 (35.4) 16,731 (31.0) 16,209 (30.4)

20～30ha 미만 11,674 (16.5) 11,121 (20.6) 11,007 (20.7)

30～50ha 미만 5,759 ( 8.2) 7,651 (14.1) 7,734 (14.5)

50ha 이상 1,207 ( 1.7) 2,447 ( 4.5) 2,552 ( 4.8)

합계 70,537 (100) 54,046 (100) 53,232 (100)

자료: BLW(2016: 37).

○ 스위스에는 일반 농업경영체와 별도로 알프스 녹지에 가축을 방목‧사육하

는 알프스 방목농업경영체(Sömmerungsbetrieb)가 있는데, 이들에게는 경작

경관 직불의 일종인 알프스 방목 직불금(Sömmerungsbeitrag)이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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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프스 방목경영체 수는 2003년 7,472호에서 2013년 7,058호로 줄어듦.5

○ 2015년도 영농유형별 평균농업소득은 최소 4만 7천 프랑에서 최대 7만 9천 

프랑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평균농가소득 또한 최소 7만 3천 프랑에서 최

대 10만 7천 프랑으로 분화됨<표 2-11>.

- <표 2-11>에 나타난 영농유형별 지표에서 특이한 점은 평균 경지면적이 

최소 16ha로서 경종농업과 축산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임. 이는 스위스 

축산이 사료작물 재배와 녹지방목에 기반을 둔 조방적 영농으로 이루어

져 양축에도 농지가 주요한 생산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임.

<표 2-11> 2015년도 영농유형별 경지면적 및 농업소득

단위: ha, FJAE, 프랑

영농 유형 평균 경지면적
연간 가족 

노동(FJAE)
농업소득 농외소득 농가소득

경종농업 32.7 1.09 64,880 38,004 102,884

특작농업 16.4 1,29 79,021 28,919 107,940

낙농 22.2 1.36 51,038 28,368 79,406

육우 24,4 1.36 47,257 27,235 74,492

말‧양‧염소 사육 20.9 1.38 48,206 24,875 73,077

양돈 16,2 1.30 77,518 28,353 105,871

경종‧낙농복합영농 30.7 1.38 65,496 24,875 90,372

육우복합영농 30.4 1.24 53,368 44,453 97,821

양돈복합영농 23.4 1.33 69,079 29,080 98,159

기타 복합영농 27.6 1.33 59,899 33,712 93,611

주: 공동농업경영체 제외

자료: BLW(2016: 59).

○ 영농종사자의 노동소득을 비농업부문 노동자의 임금 수준과 비교하면, 

2015년의 경우 임금노동자 소득의 절반 내지 2/3 수준에 머물고 있음<표 

2-12>.

5 Bundesamt für Landwirtschaft(2016), p. 42 참조. 알프스 방목농업경영체는 전체의 

2/3(2015년 67%)가 농가 형태이고, 나머지 1/3은 회사와 조합 등 법인 형태로 구성

됨(BLW 2016: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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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가족노동단위(Familienjahresarbeitseinheiten: FJAE)당 노동소득6은 

골짜기 저지대에서 해당 지대의 2차 및 3차 산업 종사자 임금의 67%, 

구릉지 지대에서 53%, 산간 지대에서 48% 수준에 해당함.

<표 2-12> 2015년도 영농종사자 노동소득 수준

단위: 프랑

구분 연간가족노동단위(FJAE)당 노동소득(A) 비농업부문 비교임금(B) A/B

골짜기 저지대 49,618 74,000 0.67

구릉지 지대 36,261 69,000 0.53

산간 지대 32,052 66,200 0.48

자료: BLW(2016: 58).

○ 스위스 농업(축산)경영체의 양축규모를 경지규모별로 살펴보면, <표 2-13>

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2015년 양축규모는 132만 대가축단위(Grossvieheinheit: GVE)임. 2000～

2015년 기간에 총 양축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경지규모별 농업

(축산)경영체의 구성에는 변화가 많았음.

- 즉, 같은 기간에 농업경영체의 경지규모별 양축규모(대가축단위)는 20ha 

이하 규모의 경영체에서 줄어들었고, 20ha 이상(초과) 규모의 경영체에

서 늘어났음. 특히 50ha 초과 규모의 농업경영체에서 양축규모가 가장 

빠르게 증가함(연평균 증가율 6.6%).

- 그럼에도 2015년 현재 양축규모가 가장 큰 농업경영체는 20～30ha 규모 

경영체임. 추세상으로는 2000년에 가장 컸던 10～20ha 규모 경영체의 양

축규모가 크게 감소하였고, 30～50ha 규모 경영체의 양축규모가 크게 증

가함.7

6 이는 농업소득에서 산출되는 노동소득을 의미함.

7 이는 축산경영방식에서의 변화, 즉 농정 개혁 이전의 밀집사육 형태에서 보다 많은 

토지를 필요로 하는 (지속가능한) 조방적 축산으로의 지속적 확대에서 그 원인을 찾

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스위스 농정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는 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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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영농경지규모별 가축단위(GVE) 크기

단위: ha, %

구분 2000 2014 2015 2000~2015 변화율

3ha 이하 75,827 64,126 66,375 -0.9

3~10ha 159,508 86,268 84,951 -4.1

10~20ha 492,432 331,517 324,977 -2.7

20~30ha 332,084 342,690 343,410 0.2

30~50ha 210,956 321,078 329,928 3.0

50ha 초과 65,911 162,193 170,764 6.6

합계 1,336,719 1,307,872 1,320,406 -0.1

자료: BLW(2016: 50).

○ 2015년 농업종사자 수는 155,184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3% 감소함.

- 농업종사자 구성을 보면, 가족노동력이 전체 농업종사자의 약 80%를 차

지하고, 고용노동력이 약 20% 수준에 이름<표 2-14>.

<표 2-14> 스위스 농업종사자 구성

단위: 경영체 수, %

구분 2000 2014 2015 2000~2015 변화율

가족노동력 165,977 126,058 123,594 -1.9

고용노동력 37,816 32,704 31,590 -1.3

합계 203,793 158,762 155,184 -1.8

자료: BLW(2016: 46).

3. 농업예산

○ 2016년도 스위스 연방 농식품예산은 36억 5,932만 프랑인데, 이 중에서 직

불사업 예산이 76.6%를 차지함<표 2-15>.

- 스위스 연방의 농식품사업은 크게 ① 기반개선 및 사회적 동반사업, ② 

생산 및 판매 지원사업, ③ 직불사업, ④ 경상사업 등의 네 가지로 구분

되는데, 최근 5년간 유사한 사업비 구성을 유지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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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스위스 연방농식품예산

단위: 천 프랑,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기반개선 및 사회적 동반사업
191,902

(5.2)

189,244

(5.1)

184,090

(5.0)

159,564

(4.4)

148,009

(4.0)

생산 및 판매 지원 사업
440,104

(11.8)

450,089

(12.2)

430,739

(11.7)

430,535

(11.7)

434,462

(11.9)

직불사업
2,809,194

(75.7)

2,798,732

(75.5)

2,814,866

(76.2)

2,795,185

(76.2)

2,801,776

(76.6)

경상사업 및 기타 
269,640

(7.3)

267,909

(7.2)

262,815

(7.1)

281,982

(7.7)

275,078

(7.5)

합계
3,711,112

(100.0)

3,705,974

(100.0)

3,692,510

(100.0)

3,667,267

(100.0)

3,659,325

(100.0)

자료: BLW(2017: 213).

○ 연방농식품사업 중 기반개선 및 사회적 동반사업의 세부사업별 예산은 <표 

2-16>과 같음. 2015년부터 사업예산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부사업 중 투자신용사업의 예산이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함.

<표 2-16> 기반개선 및 사회적 동반사업의 항목 및 예산

단위: 천 프랑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구조개선사업 87,000 87,808 89,157 94,659 83,808

투자신용사업 54,000 51,000 45,132 15,283 13,034

경영체지원사업 944 689 837 203 1,090

축산 및 유전자원사업 37,958 37,747 36,973 37,549 38,479

농업지도상담사업 12,000 12,000 11,991 11,870 11,598

합계 191,902 189,244 184,090 159,564 148,009

자료: BLW(2017: 213).

○ 연방농식품사업 중 생산 및 판매지원사업은 최근 5년간 예산규모상 큰 변화

가 없지만, 세부내역에 있어서는 생산지원 관련 사업들의 예산이 감소하고, 

품질 및 판매지원사업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줌 <표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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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생산 및 판매지원사업의 항목 및 예산

단위: 천 프랑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품질 및 판매지원사업 55,900 56,366 59,736 60,797 62,246

낙농사업 300,738 301,329 295,530 295,436 295,492

축산사업 11,490 11,846 11,876 11,967 12,166

작물재배사업 71,976 80,549 63,597 62,335 64,558

합계 440,104 450,089 430,739 430,535 434,462

자료: BLW(2017: 213).

<표 2-18> 직불사업의 항목 및 예산

단위: 백만 프랑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일반 직불 2,163 2,146

환경 직불 641 667

식량안보 직불 1,096 1,094 1,091

생물다양성 직불 364 387 400

경작경관 직불 496 504 507

경관 질제고 직불 70 125 142

생산시스템 직불 439 450 458

자원효율 직불 6 17 25

과도기 직불 308 178 162

기타(이월‧정산) -13 -15 25 24 7

합계 2,791 2,798 2,804 2,779 2,792

주: 직불사업의 예산은 캘린더 연도상의 예산과 사업연도상의 예산 간 차이가 있음.

자료: BLW(2016: 195); BLW(2017: 252).

○ 스위스의 직불제도는 2014년 제도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기존의 일반 직불과 

환경 직불로 된 이원화 체계에서 7가지 유형의 직불체계로 변경됨<표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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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가지 유형의 직불은 식량안보 직불, 생물다양성 직불, 경작경관 직불, 

경관 질제고 직불, 생산시스템 직불, 자원효율 직불, 과도기 직불이 되지

만,8 이 중에서도 연방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직불은 ① 식량안보 직

불, ② 생물다양성 직불, ③ 경작경관 직불, ④ 경관 질제고 직불, ⑤ 생

산시스템 직불의 다섯 가지임.

- 이러한 제도 변화에 불구하고 직불사업에 배정된 연방예산의 총액은 

2012～2016년 기간에 거의 변화가 없었음.

○ 연방예산의 분류상 농식품예산에 속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농업과 연관된 

연방예산으로는 농업 R&D 예산과 동물보건 예산, 그리고 FAO 예산이 있

음<표 2-19>.

<표 2-19> 연방 농식품예산 이외의 농업 관련 연방예산

단위: 천 프랑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농업 R&D 예산 80,504 81,967 81,881 85,440 84,201

동물보건 예산 57,178 55,971 57,596 57,140 56,541

FAO 예산 7,420 7,550 7,359 7,442 6,929

합계 145,102 145,488 146,836 150,022 147,672

자료: BLW(2017: 213).

8 과도기 직불은 2013년 이전의 직불시스템에서 2014년 이후 시스템으로 이행하는 과

정에서 이전의 경지 관련 일반 직불과 새로운 직불체계하의 식량안보 직불 및 경작

경관 직불 간의 차액을 보전하는 직불임.



제3 장

스위스 농정의 역사적 배경과 기본방향

1. 역사적 배경 및 진행과정

1.1. 역사적 경과

1.1.1. 농정 개혁 이전 단계

○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 속에서 식량안보의 어려움을 겪었던 스위스는 가격 

및 판매 보장을 통해 계획적 식량생산을 달성하는 자급자족체제(Autarkie)

에 대한 열망을 가졌었는데, 이러한 생각은 전후에 변형된 형태로 정책에 

반영됨.

- 1947년에 개정된 ｢연방헌법｣ 제31조 경제조항은 “건전한 농민계층 및 성

과를 낼 수 있는 농업의 보전과 농민적 토지소유(bäuerlicher Grundbesitz)

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게 함(Baumann/Moser 2012: 2).

- 1951년에 제정된 ｢농업법｣에서는 비용을 충당하는 가격(kostendeckende 

Priese) 규정(제29조)을 도입해 가격이 소득구성요소 기능을 담당하게 함

(Popp 201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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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가격지지정책은 엄청난 생산량 증대와 가치실현(판매)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됨. 이러한 현상은 우유 및 낙농분야에서 1960년대부터 나타나 대

표적 농업문제로 부각됨.

○ 여기서 정책당국은 가격정책과 소득정책의 분리, 낙농생산 억제 및 경종농

업 육성 등의 대안 도입에 대한 정책개발을 시도하였지만, 스위스 농민연맹

(Schweizerischer Bauernverband: SBV)으로 대표되는 농민단체의 반대로 실

현되지 못함(Popp 2013: 17).

- 연방정부 등 정책당국의 시도는 1960년대 말부터 간헐적으로 시작되었

지만, 농민단체(SBV)의 반대로 1980년대 중반까지 농정방향의 큰 틀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Baumann/Moser 2012: 3).

○ 스위스 농정에서 변화의 움직임은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나타난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부터 시작함.

- 대외적 환경 변화로는 1986년 말에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가 있는데, 

이로 인해 기존의 가격지지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됨(Baumann/Moser 

2012: 4).

- 대내적으로 먼저 농민단체 내의 분화과정을 들 수 있는데, 그것은 기존

에 중대농 중심으로 운영되던 스위스 농민연맹(SBV)의 노선에 반대하여 

1980년에 발족된 ‘중소농 보호연합(Vereinigung zum Schutz der kleinen 

und mittleren Bauern: VKMB)’이 1985년에 ‘자연과 친밀 및 가축공장 반

대를 위한 소농 이니시어티브’를 결성하여 농정의 변화를 주창한 것임

(Popp 2013: 20).

- 여기에다 농민단체, 특히 SBV의 집단이기주의를 싫어하고, 소비자의 이

해를 반영하길 원하는 일반 국민들이 농정의 변화를 요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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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농정 개혁 이후 단계

○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연방정부는 1987년 7월 농정 개혁을 위한 전

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안을 마련하게 함(Popp 2013: 21-23).

- 위원회의 연구결과는 1990년 5월 ‘스위스 농정에서 직접지불제’란 보고

서로 연방정부에 제출되었는데, 보고서의 내용 속에는 미래농업이 다원

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과 가격정책과 소득정책이 분리되어야 할 것이 

포함되어 있었음.

- 연방정부는 1992년 1월 보고서의 내용을 제7차 농업보고서 형태로 개조

하여 연방의회에 제출하였고, 연방의회는 1992년 10월 직불제를 실시할 

수 있는 형태로 ｢농업법｣을 개정하게 됨.

- 1993년 직불제 관련 시행령 제정과 함께 직불제가 실시됨.

○ 스위스에서 농정 개혁은 1992년의 ｢농업법｣ 개정으로 물꼬가 트였지만, 보

다 근본적인 변화는 1996년 ｢연방헌법｣에 농업조항인 제104조가 삽입되면

서 이루어짐(Dietler 2016).

- ｢연방헌법｣상의 농업조항 등장은 농정의 새로운 방향 제시라는 내용상

의 변화뿐 아니라 해당 내용을 연방의 과업으로 수용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농업인만이 아닌) 국민을 위한 농업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

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옴.

○ ｢연방헌법｣의 농업조항 삽입과정을 통한 사회적 인식 변화는 이 조항이 국

민표결(Volksabstimmung)을 통해 확정되는 과정에서 나타남.

- 당초 스위스 농민연맹(SBV)이 이니시어티브 형태로 발의한 ｢연방헌법｣ 

농업조항에 대해 연방의회가 대응제안(Gegenvorschlag)으로 제출한 것이 

1995년 3월에 국민표결에 부쳐졌는데, 이것은 49%의 찬성률로 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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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국민표결(Volksabstimmung) 제도>

◦스위스에서 국민표결은 연방과 주(칸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연방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 실시됨.

- 1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발의한 경우(국민 이니시어티브)

- 헌법 개정, 집단안보 국제기구 및 UN 가입 등 연방의회가 결정한 사

항에 대해 의무적으로 국민표결이 필요한 경우

- (국민표결이 의무사항이 아닌) 의회가 제정한 법률 또는 국제조약의 

비준에 대해 최소 5만 명의 유권자 또는 8개 칸톤의 요청에 의해 국민

표결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 

◦표결의 결정은 유효한 투표 수의 과반 획득 여부로 정해지는데, 전체 투

표자 수의 과반뿐 아니라 전체 칸톤 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함.

◦국민 이니시어티브로 이루어지는 국민표결 절차는 다음과 같음.

- 국민 이니시어티브로 발의된 안건에 대해 (연방)의회는 발의안건의 

본질을 유지한 수준에서 대응제안(Gegenvorschlag)을 발의함.

- 당초 발의안과 대응제안이 모두 국민표결에 부쳐지는 경우에,9 유권

자는 두 개에 안에 대해 각각 찬반 표결을 하고, 두 개의 안이 모두 

통과되는 경우 어느 안을 더 선호하는지에 대한 투표까지 동시에 하

게 됨.

◦효력의 발생과 관련하여 보면, 국민 이니시어티브 및 법규에 의한 의무적 

국민표결은 표결의 결과에 따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미 성립

한 법률 및 조약에 대해 국민표결 제안을 통해 사후적으로 그 타당성을 

묻는 임의적 국민표결에서는 부결이 확정되는 경우 의회가 이를 수용한 

뒤 1년까지만 효력이 유지되고 그 뒤에는 실효됨.

자료: wifkipedia 홈페이지(https://de.wikipedia.org/wiki/Volksabstimmung_(Schweiz: 2018. 2. 19.).

9 실제로 국민 이니시어티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안자들이 전략적으로 당초 발

의안을 표결 전에 철회하고 대응제안이 단독으로 국민표결에 부쳐지게 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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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SBV에 의해 발의된 농업조항이 국민표결에서 부결된 것은 내용상

의 문제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농업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이 부정적이었던 점에 있음. 이에 따라 농민단체 중심으로 발의된 연방헌법 

농업조항도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농업로비(Agrarlobby)10 체계에 입각

한 농업계의 집단이기주의에서 유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할 수 있음.

○ SBV로 대표되는 농민단체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었던 농정 개혁 이전 단계

의 농정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던 인식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

년대 중반까지 실시된 농업의제 관련 국민표결의 결과에서 간접적으로 확

인할 수 있음<표 3-1>.

- 전반적으로 농업로비로 발의된 사항에 대해 반대가 높았고, 상대적으로 

‘중소농 보호연합(VKMB)’이 발의한 소농 이니시어티브에 대해서는 찬

반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음.

<표 3-1> 스위스의 농업의제 국민표결 내용(1986~1996)

단위: %

일자 의제 찬성 반대

1986.09.28. *설탕 의결 38.2 61.8

1988.12.04. 토지투기에 반대하는 도시-농촌 이니시어티브 30.8 69.2

1989.06.04. 소농 이니시어티브 48.9 51.1

1990.04.01. *포도재배 의결 46.7 53.3

1992.09.27. 농민적 농지법(임의적 국민표결) 53.6 46.4

1995.03.12. *낙농의결(할당교섭) 36.5 63.5

1995.03.12. *농업법 개정(연대 직불) 33.6 66.4

1995.03.12. *SBV 이니시어티브의 헌법 농업조항(제104조) 49.1 50.9

1996.06.09. 농민‧소비자 이니시어티브의 헌법 농업조항 77.6 22.4

주: *는 농업로비에 의해 발의된 국민표결임.

자료: Dietler(2016: 3).

10 농업로비는 SBV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단체와 연방정부(연방농업청) 및 연방의회의 

비공식적 합의 체계를 의미함. 농업인의 이익을 지향하는 농업로비에 대응하는 조

직으로 시민운동과 연대한 농업연대(Agrarallianz)가 1990년대 중반에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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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헌법｣ 농업조항에 대한 1995년 국민표결의 부결을 계기로 농업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농업로비 형태가 아니라 ‘농민-소비자 연대 이니시어티브

(Volksinitiative Bauern und Konsumenten: BuK-Initiative)'로 발의하고자 하

는 움직임이 시민운동 형태로 전개되기 시작함(Dietler 2016: 4).11

- 16개 농민 및 소비자단체가 연대하여 결성한 BuK-Initiative는 농업조항

에 대한  국민표결을 위해 매우 강도 높은 시민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 

운동은 “보다 많은 시장(Mehr Markt)”, “보다 많은 생태환경(Mehr 

Ökologie)”을 구호로 해서 ‘농정이 농민들만의 정책이 아니라 자연과 동

물복지 그리고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게 할 것이라고 공약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형태로 진행됨(Agrarallianz 2016).

○ BuK-Initiative 발의에 의한 농업조항 수정안은 1995년 농업조항 발의안의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함(Dietler 2016: 4).

- 직불제의 전제조건으로 친환경적 영농능력 증명 의무화

- 식품의 원산지, 품질, 생산 및 가공방식에 대한 표시 의무화

- 비료 및 화학적 보조재에 대한 과도한 투입으로부터 보호

- 연대보조 규정 삭제

○ BuK-Initiative에 의한 농업조항 수정안도 연방의회의 대응제안 형태로 

1996년 6월 9일에 국민표결에 부쳐졌는데,12 78%의 높은 찬성률로 통과됨. 

이는 시민운동단체들이 당초 기대한 60%의 찬성률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

였음(Agrarallianz 2016).

- 결국 스위스에서 연방헌법의 농업조항 삽입은 이 조항이 농업계의 이익

을 대변하는 근거가 아니라 소비자를 포함한 국민 전체를 위한 농업정책 

추진의 근거로 기능할 수 있느냐를 보고 결정되었다 할 수 있음.

11 여기서부터 농업로비(Agrarlobby)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농업연대(Agrarallianz)가 출

범함.

12 BuK-Initiative의 당초 안은 국민표결 전(1996년 2월)에 전략적으로 철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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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연방헌법｣의 농업조항 삽입 이후 스위스 농정은 스위스의 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발휘되는 농업으로 전환하는 개

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1992년 직불제 도입으로 농정 개혁의 물꼬를 트고, 1996년 ｢연방헌법｣의 

농업조항 삽입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농정 개혁의 전개과정은 다음 

소절에서 상술함.

1.2. 스위스의 농정 개혁 과정

1.2.1. 농정 개혁 이전의 정책개발 과정

○ 스위스 농정의 변화는 1992년 직불제 도입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새로운 농

정에 대한 청사진은 그 이전부터 농정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들에 의해 개발

되고 준비되어 왔음. 다만 새로운 농정 실시의 여건이 성숙하지 않아 실행

에 옮기지 못한 상태였음.

○ 가격정책과 분리되는 소득정책으로서 직불제 도입을 처음으로 검토한 것은 

1971년 3월 제1차 직불제 전문가위원회가 구성되면서부터임.

- 포프(Hans Popp)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제1차 전문가위원회의 연구결과

는 1973년 “스위스 농업에서 보조지불”이란 제목의 연구보고서로 발표됨.

- 이 보고서에서는 장단점을 가진 여러 가지 전략이 분석되고, 최종적으로

는 생산과 독립적인 직접지불제 도입이 제안되었는데, 여기서 직불금의 

구성은 농지 기반 2/3, 경영체 기반 1/3의 조합으로 함(Popp 2013: 18).

○ 하지만 이 제안을 실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리고 정책당

국(연방농업청)이 실행을 보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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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전반적인 형태는 아니더라도 분야 또는 부문에 따라 직불제를 시행

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여 1979년에 연방의회가 조건불리지역에 대해 경

사지 직불과 알프스 하계방목 직불(Sömmerungsbeitrag)의 실시를 의결함.

○ 1980년대에 들어서서 국민들 사이에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가

축공장과 같은 농업의 산업화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 

되자, 연방정부는 미래농정에 대한 콘셉트 및 전략을 발표하게 됨.

- 1984년 연방정부는 제6차 농업보고서를 통해 향후 농정전략으로 ① 생

산과 연계된 지침가격+직불제, ② (지침)가격의 분화, ③ 생산자재의 사

용 제한(친환경 콘셉트)을 제시함(Popp 2013: 19).

○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1987년 7월에 농정 개혁을 위한 전문가위원회가 구

성되었는데, 이 위원회는 사실상 1971년 3월에 구성된 제1차 직불제 전문가

위원회의 후속 위원회로서 제2차 직불제 전문가위원회라 할 수 있음.

- 이 위원회의 첫 번째 과업은 축산 직불제를 도입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농업법｣ 제19조의 개정 및 관련 시행령 제정을 통해 1988년에 시행됨.13

- 위원회의 두 번째 과업은 직불제 일반에 대한 연구였는데, 이 연구의 결

과는 1990년 5월 “스위스 농정에서 직접지불제”란 보고서로 연방정부에 

제출됨.

○ “스위스 농정의 직불제”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Popp 2013: 22).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개념과 가격 및 소득정책의 분리 필요성

- 직불의 구성요소로 경지 기반 직불과 경영체 기반 직불의 결합 제안 및 

구체화

- 농정에서 친환경 전략 서술

13 이 축산 직불제는 1993년 일반 직불제가 도입됨에 따라 여기에 통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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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성과를 내는 직불제 콘셉트 및 내용 개발

- 재정 부담 및 영향 분석

- 농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이 보고서에 기반하여 작성된 연방정부의 제7차 농업보고서가 1992년 1월

에 연방의회에 제출됨.

1.2.2. 농정 개혁 단계의 정책개발 및 실시 과정

○ ｢농업법｣에 직불제 일반에 대한 일반 규정이 신설되는 1992년부터 시작되

는 농정 개혁은 다음과 같은 6단계를 거쳐 현재(2018년)에 이르렀음.

- 제1기(1992~1998): 농정 개혁의 기반 조성

- 제2기(1999~2003): “농정 2002” 추진

- 제3기(2004~2007): “농정 2007” 추진

- 제4기(2008~2013): “농정 2011” 추진 및 “농정 2014-2017” 설계

- 제5기(2014~2017): “농정 2014-2017” 추진

- 제6기(2018~2021): “농정 2018-2021” 추진

가. 제1기: 1992～1998년

○ 1992년 10월 연방의회는 직불제 일반에 대한 규정인 ｢농업법｣ 제31a조 및 

제31b조를 법률 개정안 형태로 의결함.14

- 1993년에 ｢직불제 시행령(Direktzahlungsverordnung: DZV)｣이 제정됨.

- 직불제 시행과 함께 연방정부는 가격지지에 대한 예산을 삭감함.15

14 여기서 제31a조는 일반 직불 조항이고, 제31b조는 친환경 직불 조항임.

15 이 결과 1993년 우유의 시장지지가격이 kg당 107라펜(Rappen)에서 97라펜으로 떨

어짐(1프랑=100라펜). Hofer(2008),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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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국민표결을 통해 ｢연방헌법｣에 농업조항이 신설되어 농정 개혁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마련됨.16

- 농업조항은 농업이 그 자체가 갖는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직불금을 지불하며, 직불금 지불의 전제조건으로 친환경적 영

농능력을 증명하게 함(｢연방헌법｣ 제104조 제3항).

○ 직불금 수령의 전제조건으로 친환경적 영농능력 증명이 헌법조항으로 법제

화되면서 농업경영체 차원에서는 친환경적, 특히 자연농법적(intergriert)17 

영농이 보다 일반화됨.

- 예를 들어, 1998년에 이미 농업경영체의 84%가 자연농법적 혹은 유기농

적 영농을 하는 것으로 조사됨(Hofer 2008: 20).

나. 제2기: 1999～2003년

○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하는 정책 프로그램으로 설계된 ‘농정 2002’18

는 1996년에 신설된 ｢연방헌법｣의 농업조항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연방헌법｣ 제104조 제1항은 지속가능하고 시장지향적인 생산이 실시되게 

하였는데, 여기에 부응하여 가격지지 및 판매보장을 폐지하는 ｢농업법｣ 개

정이 이루어지고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실시됨.

- 우유생산자가 자신의 우유쿼터를 팔거나 빌려줄 수 있게 함.

- 우유가격을 정부가 더 이상 보장하지 않음.

- 빵 소재가 되는 곡물에 대한 시장은 2000년부터 완전 자유화됨.

16 이 농업조항은 1999년에 전면 개정된 ｢연방헌법｣에서 제104조로 자리매김하게 됨.

17 스위스와 EU에서 통합적 생산(integrierte Produktion)은 가급적 자연에 변화를 주지 

않고 자연친화적이고 동물친화적인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자

연농법으로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음.

18 ‘농정 2002’는 1998년 12월 7일 연방정부에 의해 추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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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쿼터는 종국적으로 폐지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유쿼터의 매도 및 임대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짐.

- 1999/2000년과 2000/2001년의 2년 사이에 전체 쿼터의 18%가 매도되거

나 임대되었는데(Hofer 2008: 28), 이에 대한 거래량 및 거래액을 보여주

는 <표 3-2>에 따르면 우유쿼터의 연간 평균 거래량은 2억 9,600만 kg이

고, 연간 거래액은 1억 1,650만 프랑이었음.

<표 3-2> 1999/2000~2000/01 기간의 우유쿼터 거래실적

단위: 백만 kg, 프랑/kg, 백만 프랑

구분 거래량 단가 거래액

우유쿼터 매도 133.4 1.4 187

우유쿼터 임대 458.1 0.1 46

합계 591.5 - 233

자료: Hofer(2008: 28)

○ 직불제 운영이 일반화되면서 이에 대한 실시규정들이 대폭 정비됨.

- 친환경적 영농능력 증명에서는 동물보호적 가축사육, 양분수지의 균형, 

친환경적 대체농지 구비, 규율된 윤작 및 토양보호의 실시 등이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입증해야 할 이행조건으로 포함됨.

- 농업경영체별로 수령하는 직불금 크기를 정하는 근거로서 표준노동력단

위(Standardarbeitskraft: SAK)를 개념화함.

○ 직불제 실시와 병행해서 동반되는 투융자사업이 개선됨.

- 창업하는 청년농업인에게 한 차례 지급하는 창업보조사업 실시

- 투자신용지원사업에서 이자율을 융자총액에 대한 (단일)이자율로 변경

다. 제3기: 2004～2007년

○ ‘농정 2007’로 표현되는 2004～2007년 기간의 농정 프로그램은 ① 우유쿼

터 폐지를 위한 연착륙 방안 실시, ② 수입육류에 대한 쿼터권의 경매 실시

를 통해 스위스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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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쿼터제는 2009년 5월 완전 폐기를 목표로 해서 2006년 5월 이전까지는 

정부가 쿼터를 관리하고 2006년 5월 이후부터는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쿼터를 관리하게 함.

○ 스위스에서 육류의 가격이 외국보다 월등히 비싸기 때문에 육류수입쿼터가 

큰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이 되었음. 이에 따라 육류수입쿼터를 둘러싼 잡음

이 많았음.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농정 2007’ 프로그램에 수입

육류에 대한 경매 실시를 포함하게 함.

- 수입육류쿼터에 대한 경매 실시로 쿼터로 인한 초과수익의 약 절반이 국

고로 귀속되는 결과를 산출함(Hofer 2008: 29).19

라. 제4기: 2008～2013년

○ 이 시기의 주된 농정 프로그램은 2008～2011년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농

정 2011’이 됨.

- 그리고 2012년과 2013년은 스위스의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을 일차적으로 

완공한 프로그램인 ‘농정 2014-2017’을 준비하는 데 소요된 과도기였음.

○ ‘농정 2011’에서 가장 큰 개혁은 정책사업들을 시장지지 및 수출지원 형태

에서 직불사업 형태로 전환시킨 것임. ‘농정 2011’이 역점을 둔 전략들은 다

음과 같음.

- 시장지지 재원을 직불금으로 전환하고 비용절감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생산 및 가공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함.

- 친환경적 영농능력을 확보하고, 젖소를 포함한 조사료 섭취 가축에 대한 

단일 직불제를 도입함.

- 농촌공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물의 다

19 연방농업청은 수입육류쿼터에 의한 초과수익의 크기가 약 3억 프랑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음. Hofer(2008), p. 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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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를 촉진하고, 판매지원을 강화하며 농업부문의 프로젝트 이니시어티

브를 장려함.

- 농지법 및 농지임대차법상의 규제 완화를 통해 구조 전환이 용이하게 이

루어지고 연착륙될 수 있게 함.

○ 한마디로 이 시기의 농정은 다음 단계의 지속가능한 농정(농정 2014-2017)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한 단계였음.

- 실제로 이 단계의 스위스 농정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에 

(다른 단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마. 제5기: 2014～2017년

○ 2014～2017년 기간에는 현행 스위스 농정의 패러다임을 대표하는 ‘농정 

2014-2017’가 실행되었는데,  ‘농정 2014-2017’에 나타난 농정 목표 및 기

본방향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소절에서 상세히 설명함.

바. 제6기: 2018～2021년

○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농정 2018-2021’에서는 새로운 농정 프로그램

이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농정 2014-2017의 목표 및 기본방향이 한차례 더 

속행되는 것으로 설정됨.

- 농정 2014-2017과 다른 새로운 농정 프로그램은 2022년부터 실시되는 

‘농정 2022’로 나타나게 되는데, 현재 스위스 연방농업청에서는 농정 

2022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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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 및 농정에 대한 헌법적 규정

○ 스위스의 농정목표 설정은 기본적으로 ｢스위스 연방헌법(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BV)｣에서 규정한 농업의 역할 및 

농정의 과업에서 출발함.

○ 먼저 농업의 역할은 ｢연방헌법｣제104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함.

- 연방은 지속가능하고 시장지향적인 생산을 통해 ① 국민의 먹거리 보장, 

② 자연생태계 및 경작경관 보존, ③ 지방분권적 주민 정주에 대해 본질

적인 기여를 하도록 함.

○ 이어서 ｢연방헌법｣제104조 제3항은 “연방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 과업을 수

행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과업을 가진다”고 규정함.

① 농업이 수행한 실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농가소득을 직접지불

금 형태로 지원함.

② 연방은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센티브로 자연친화적이고 동물친화

적인 생산 형태를 육성함.

③ 생필품의 원산지와 질, 생산방법, 가공절차에 대한 공표 규정을 만듦.

④ 비료와 화학비료 및 다른 보조제의 초과사용에 의한 부정적 영향으로

부터 환경을 보호함.

⑤ 연방은 농업 연구개발과 컨설팅 및 교육훈련을 육성하고, 투자 지원을 

할 수 있음.

⑥ 연방은 농민적 토지소유(bäuerlicher Grundbesitz)20를 확정하기 위한 지

침을 제정할 수 있음.

20 여기서 농민적 토지소유는 가족농적 농지소유를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분

석은 제4장에서 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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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는 2017년 ｢연방헌법｣에  제104a조를 신설하여 식량안보에 대한 과

업을 추가하는데, 이에 따르면 “연방은 국민에게 식품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마련하도록 함.”

① 농지를 포함한 농업생산 기반 확보

② 입지상 적합하고 자원이용상 효율적인 식품생산

③ 시장지향적인 농식품산업

④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유지에 기여하는 국제교역

⑤ 식품에 대한 자원절약적 이용

3. 농정 목표

○ 스위스의 ‘농정 2014-2017(Agrarpolitik 2014-2017)’에 따르면, 농정목표는 

① 지속가능성(Nachhaltigkeit), ② 공동경제적 성과(Gemeinwirtschaftliche 

Leistungen), ③ 경쟁력(Wettbewerbsfähigkeit)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

약됨(Schweizerischer Bundesrat 2012).

- 이 세 가지 농정목표 중 보다 핵심이 되는 것은 지속가능성과 공동경제

적 성과인데, 여기서 지속가능성은 농업생산의 투입과 관련된 것이고, 공

동경제적 성과는 농업활동의 산출과 관련된 것임.

○ 농정목표로서 지속가능성은 ｢연방헌법｣상의 ‘지속가능하고 시장지향적인 

생산’ 개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농업생산에 투입되는 자원의 지속가

능한 이용에 중점을 두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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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농정목표 지속가능성의 지표

구분 경제 사회 환경

자원
자본갱신

경종작물재배면적
교육 및 훈련

친환경 대체농지

작물보호제 판매(량)

효율성 노동생산성

질소(N) 효율

인(P) 효율

에너지 효율

정의
비농업부문과 소득비교

비농업부문과 삶의 질 비교

자료: Schweizerischer Bundesrat(2012: 2096).

○ 농정목표 지속가능성의 지표는 <표 3-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지표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Schweizerischer Bundesrat 2012: 2096-2098).

- 자본갱신 지표는 자본스톡과 투자액 간의 관계를 측정하여 갱신기간을 

설정함.

- 경종작물재배면적 지표는 식량안보를 위한 핵심적인 기초가 되는 작물

재배농지의 상태를 보여줌(이 지표는 1979/85년에서 1992/97년 기간에 

2.1%p 감소함).

- 노동생산성 지표는 스위스 농업에서 노동투입의 효과를 나타냄(2000/02

년에서 2008/10년 기간에 노동생산성은 약 18%p 증가함).

- 교육 및 훈련 지표는 농업경영체 수 대비 농업직업교육 수료자 수 간의 

관계를 나타냄(2000/02년에서 2008/10년 기간에 지표 크기는 0.36에서 

0.51로 증가함).

- 타 부문과 소득 비교 지표는 농업경영체의 연간가족노동단위당 노동수

입과 타 부문 피고용자의 비교임금 간의 관계로 나타남(2000/02년에서 

2008/10년 기간에 소득격차가 5.8%p 줄어들었으나, 그럼에도 농업부문 

소득은 타 부문의 40%에 불과함).

- 타 부문과 삶의 질 비교 지표는 농업인들의 주관적 만족도로 측정함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비교지표는 14.6%에서 13.8%로 더 떨어짐).

- 친환경 대체농지 지표는 자연상태의 생명공간을 어떻게 생물다양성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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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및 생태시스템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농지로 발전시키는가를 나타내

는 지표임(친환경 대체농지는 2000/02년의 112,000ha에서 2008/10년의 

123,000ha로 늘어남).

- 작물보호제(농약) 판매량은 환경에 투입되는 위험 지표로 기능함

(2000/02년에서 2008/10년 기간에 약간 줄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는 

상태임).

- 질소(N) 효율 지표는 농업생산에서 산출량과 질소의 투입 간 관계를 나

타냄(2000/2002년에서 2007/09년 기간에 이 지표는 27%에서 29%로 증

가함).

- 인(P) 효율 지표는 농업생산에서 산출량과 인의 투입 간의 관계를 나타

냄(2000/2002년에서 2007/09년 기간에 지표는 53%에서 59%로 증가함).

- 에너지 효율 지표는 생산된 식량의 에너지와 생산에 필수적인 에너지 투

입 간의 관계를 나타냄(에너지 효율은 1990년 이래 40% 수준을 유지하

고 있음).

○ 농정목표로서 공동경제적 성과는 농업의 성과가 개별 농업경영체의 수입

(소득)으로 이어지는 것과 별도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성과(공동경제적 성

과)로 나타나는 것을 농정목표로 하는 것임.

- 공동경제적 성과에 속하는 것은 ① 식량안보, ② 생물다양성 보존과 같

은 자연적인 생활토대 유지, ③ 경작경관 유지, ④ 지방분권적 정주, ⑤ 

동물복지 등임. 한마디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이 

기능들의 육성 및 확대를 농정의 목표로 삼고 있음.

- 직접지불금도 이러한 공동경제적 성과에 대해 지불하는 것으로 성격이 

바뀜. 2014년의 스위스 직불제도 변경도 이와 연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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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농정목표 공동경제적 성과의 내용

공동경제적 성과 목표 실천목표

식량안보

- 현재 수준에 맞는 칼로리 생산에 의한 생산 역량 유지

- 주요 작목의 생산역량 유지

- 충분한 우량농지 보전

자연적 생활토대
- 생물다양성 보존 및 육성

- 토지, 물, 공기 등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경작경관
- 경작경관의 개방적 보전

- 다양한 경관 보전 및 육성

지방분권적 정주 - 실천목표는 칸톤 차원에서 확정

동물복지 - 동물친화적 사육시스템에 높은 참여 달성

자료: Schweizerischer Bundesrat(2012: 2100).

○ 농정목표 경쟁력은 ① 가격경쟁력 제고, ② 스위스 농식품에 대한 질적 경

쟁력 제고로 구성됨.

- 스위스는 농정목표 경쟁력에서 보다 중점을 두는 것은 질적 경쟁력 제고

인데, 이를 위해 품질전략(Qualitätsstategie)을 실시하고 있음.

- 품질전략에서 품질 개념에는 생산물의 품질만이 아니라, 생산과정에서의 

품질과 가공 및 유통단계의 품질 개선, 그리고 품질 인증과 컨트롤에서

의 품질 유지가 포함됨.

- 품질전략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는 ① 품질 리더십, ② 시장 공세, ③ 품질 

파트너십이 되는데,21 이런 전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산업

부문에서 스위스 시계가 가격경쟁력을 벗어나는 ‘명품’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활로를 모색했듯이, 스위스산 농식품의 명품화를 통해 스위스 

농업의 활로를 개척하는 것임(Schweizerischer Bundesrat 2012: 2163).

○ ‘농정 2014-2017’에 따르면, 이와 같이 설정된 농정목표에 대해 구체적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21 품질전략은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이 주도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하는 정책영역이기 

때문에 전략의 구성요소 운용에는 농식품경영체(농식품산업 주체)의 이니시어티브

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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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정목표에 대한 실천계획은 농정목표별 세부지표를 만들어 개별 지표

의 기준연도 값과 목표연도 값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방식이 됨.

- 당초 2017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여 수립된 실천계획이 ‘농정 2018-2021’

의 목표연도인 2021년을 목표하는 형태로 수정된 내용이 <표 3-5>와 같음.

<표 3-5> 2021년 농정목표 지표설정 및 목표도달 수준

실천목표 지표 및 목표치 2007/09년 상태 2021년 목표 현 수준(비교연도)

지속가능성

경제

노동생산성
연간 2.1% 증가

(00/02에서 08/10까지)

연간 2.1% 증가

(08/10에서 19/21까지)

연간 1.3% 증가

(08/10에서 14/16까지)

자본 갱신 30년 30년 28년 (2014/16)

지속가능성

사회
(농업)부문 노동소득

연간 노동소득

0.7% 감소

연간 0.5% 이하 감소로 손

실 축소

연간 0.8% 증가

(08/10에서 14/16까지)

식량 안보

총생산 23,000 TJ* 23,300 TJ 23,315 TJ (2015)

순생산 20,700 TJ 21,300 TJ 20,399 TJ (2015)

정주지역의 농지 연간 1,900ha 감소
연간 1,000ha 이하

감소로 축소
1,097ha 감소 (2014/16)

자연적

생활토대/

지속가능성

환경

질소 효율 28% 33% 31% (2015)

인 효율 60% 68% 60% (2015)

암모니아 방출 48,700t N 41,000t N 47,700t N (2015)

생물다양성 육성면적(BFF)

의 양

골짜기 저지대 60,000ha 

BFF

골짜기 저지대 65,000ha 

BFF

골짜기 저지대 75,163ha 

BFF (2016)

생물다양성 육성면적(BFF)

의 질

BFF의 36% 네트워킹, BFF

의 27% 질적 고도화

BFF의 50% 네트워킹, BFF

의 40% 질적 고도화

 BFF의 74% 네트워킹,

BFF의 37% 질적 고도화 

(2016)

경작경관 알프스 지역 농지 연간 1,400ha 감소 숲으로 전환율 20%로 축소 -

동물복지
가축의 축사 밖 주기적 운동

(RAUS)
72% 80% 76% (2016)

주: TJ(Tera Joule)=1조 에너지 단위

자료: Schweizerischer Bundesrat(201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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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제도

○ 스위스의 농업질서는 가족농을 육성하는 제도 위에 구축되어 있으며 이 가

족농 육성제도의 핵심이 농지제도가 됨.

- 스위스의 농지제도는 농민적 농지소유(bäuerlicher Grundbesitz)를 지향하

는 ｢연방헌법｣ 제104조 규정에 따라 제정된 ｢농민적 농지법(Bundesgesetz 

über das bäuerliche Bodenrecht: BGBB)｣에 기초해 있음.

○ 스위스 농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농민적 농지법(BGBB)｣은 농지의 소유‧거

래‧상속제도를 규정함.

- 농지임대차제도는 ｢농업임차법(Landwirtschaftliches Pachtgesetz: LPG)｣

을 통해 ｢농민적 농지법(BGBB)｣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스위스에서 농지보전은 농지제도가 아닌 국토계획 및 관리제도 차원에

서 윤작농지에 대한 특별한 총량 관리(Fruchtfolgefläche: FFF) 형태로 이

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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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소유 및 거래제도

1.1. 농지소유 원칙

○ 스위스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경하는 사람만이 농장 및 농지를 소유할 수 있

는 경작유전 원칙이 지켜지고 있음.

- 동시에 가족경영을 농업경영의 건전한 토대로 인식하여 가족농을 제도

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농장 및 농지의 소유‧이전 관계에서도 거래를 통한 제3자로의 

이전보다 가족 내의 승계(생전 양도 및 상속)가 보다 일반적인 형태가 됨.

○ 농장 및 농지의 소유권 이전에서 가족 내의 승계(특히 농장상속)를 최우선

하는 관습과 이에 대한 제도화는 가족 내의 상속에서 자경하는 농업인(자경

인)이 없는 경우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형태로까지 발전함.

- 다시 말해, 자경하지 않는 상속인도 농장을 상속받을 수 있고, 이를 임차

인에게 임대할 수 있음.

- 다만 상속받은 농장과 농장의 일부 농지를 제3자에게 양도(매각)하는 경

우에는 농장(농지)의 취득자가 자경인이어야 함.

○ 법인경영체는 원칙적으로 농장 및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특별한 조건을 갖

출 때 간접적 소유(보유)가 허용됨.

- 법인의 농지보유는 법인에 속한 구성원 중 과반의 지분을 가진 자의 영

농활동이 농업경영체 활동의 주축이 될 때 그 구성원의 농지소유를 허용

하는 형태로 이루어짐(BGBB 제4조 제2항).22

- 법인의 소유 제한은 농지소유의 보편적 자격기준인 ‘자연인의 자경’ 조

22 2011년 현재 전체 스위스 농지의 0.75%가 법인경영체에 의해 경영됨. Hofer and 

Studer(2012), p. 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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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는 종국적으로 가족농을 육성하는 농지

제도의 기본원칙과 관계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1.2. 농지취득 규정

○ 농지취득관계를 규정하는 ｢농민적 농지법(BGBB)｣은 법 시행의 목적을 가

족농을 육성하기 위한 농민적 토지소유를 뒷받침하는 데 두고 있음.

- 다시 말해, 건전한 농민층의 기초로서 또한 영농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지속가능한 토지경작을 지향하는 농업의 기초로서 가족경영체를 유지하

고 그 구조를 개선함에 목적이 있음(BGBB 제1조 제1항 a호).

- 또한 농지가격의 지나친 상승과 농가부채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함(BGBB 제1조 제1항 c호).

○ ｢농민적 농지법｣의 일반적 적용대상은 농업적 이용이 허용되는 건축구역 

바깥의 농지가 됨(BGBB 제2조 제1항).

- 나아가 농업사업체(landwirtschaftliches Gewerbe)23에 속한 건축구역 내의 

농업용 건축물과 농업사업체에 속한 산지가 포함됨(BGBB 제2조 제2항).

- 농업사업체에 속하지 않는 0.15ha 미만의 포도밭과 0.25ha 미만의 농지

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BGBB 제2조 제3항).

○ 농지취득의 기본원칙은 가족소유가 다른 선매권보다 우선하고, 가족 이외에

는 자경하는 자만이 농지 및 농장을 구매할 수 있음.24

23 농업경영체의 완결된 물적 기반을 의미하는 landwirtschaftliches Gewerbe는 농업사

업체 또는 농장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농장에 인력까지 더해지면 농업경영체

(landwirtschaftlicher Betrieb)가 됨.

24 스위스 농지법(BGBB)에서 자경인의 정의는 ①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고, ② 농업경

영체를 경영하고, ③ 경작 및 경영에 충분한 능력을 가진 자로 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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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취득에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만(BGBB 제61조 제1항), 상속이나 가족 

간의 취득은 예외로 인정함(BGBB 제62조).25

- 농지취득이 거부되는 것은 ① 취득자가 자경인이 아니거나, ② 지역평균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합의한 경우,26 ③ 취득한 농지가 취득자 

농장의 통작거리 범위(ortsüblicher Bewirtschaftungsbereich)27를 벗어나

는 경우임(BGBB 제63조 제1항).

1.3. 농지거래

○ 스위스에서는 농지거래가 농지시장에서의 거래보다 선매권을 갖고 매입하

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농민적 농지법｣상의 농지거래 규정은  선

매권에 의한 매입순서와 절차, 가격 등이 중심내용을 구성함.

- 농지법에서 농지거래는 농장(landwirtschaftliches Gewerbe)과 농장의 일

부를 구성하는 개별 농지에 대해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1.3.1. 단독소유 농장거래

○ 단독소유 농장의 거래에서 매도자는 농장 매도를 위해 함께 농장을 경영한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BGBB 제40조 제1항).

25 허가의 예외에는 이 밖에도 법적으로 진행되는 매입권 및 환매권에 의한 취득, 공권

력에 의한 몰수나 경지개량 등이 있음.

26 농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칸톤의 농업청에서 취득거부의 조건으로 높은 농지가격

을 적용하는 기준을 보면, 최근 5년간 해당 지역에 나타난 농장 및 농지가격의 자

료결과보다 5% 이상 높게 거래되는 것을 기준으로 함. Kanton Uri(2016) 참조. 강

제집행절차에 따라 취득하게 된 농지에 대해서는 이 가격조건을 거부사항으로 적용

하지 않음(BGBB 제63조 제2항).

27 스위스에서 통작거리는 당해 농장에서 15km 이내로 보고 있음. Kanton Uri(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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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

(BGBB 제40조 제2항).

○ 배우자의 동의로 농장 매도가 결정되면, 이 농장에 대해 일차적으로 선매권

을 갖는 자는 자경할 의사가 있으며 객관적으로 영농종사가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28 매도자의 자녀와 형제자매 등 친척이 됨.

- 선매권의 순서는 ① 매도자의 자손, ② 매도자의 형제자매와 그들의 자

손이 되는데, 여기서 형제자매 등이 선매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매도자가 

해당 농장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지 25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함(BGBB 

제42조 제1항).

○ 그다음 선매권자는 해당 농장을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이 됨. 여기서 임차인

은 ｢농업임차법｣제7조 제1항에 따른 농장임차 최소기간인 9년 이상 임차를 

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함(BGBB 제47조 제1항).

<표 4-1> 단독소유 농장거래의 선매권 순위와 농장가격

우선순위 선매권자 농장 가격

1 자경하는 자손 수익가치 

2 자경하는 형제자매 및 그들의 자손 수익가치

3 자경하는 임차인 거래가치

○ 농장의 가격도 선매권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손과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수익가치(Ertragswert)29로 가격을 산정하고(BGBB 제44조), 임차인에 대해

28 wenn er es selber bewirtschaften will und dafür als geeignet erscheint.

29 농지의 수익가치는 기본적으로 토지의 지대(임차료)에서 이자율을 나누어 토지가격

을 산출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도출되는 지가임. 스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익가

치는 지대에만 기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체의 농업소득 중에서 생산요소인 

노동에 할당되는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광의의 자본 소득)을 기반으로 하여 

여기에 이자율 4.24%를 나누어 산출함. 스위스의 수익가치 개념 및 산출방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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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거래가치(Verkehrswert)로 농장가격이 결정됨. 

1.3.2. 단독소유 농지 필지거래

○ 농장의 일부를 구성하는 단독소유 농지의 거래에서는 매도자의 자손이 일

차적 선매권을 가짐.

-  이 경우 선매권자가 이미 하나의 농장을 보유하고 있고, 매입하는 농지

가 선매권자의 농장으로부터 통작거리 내에 위치해 있다는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함(BGBB 제42조 제2항).

○ 그 다음 선매권자는 해당 농지를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이 됨. 여기서 임차

인은 ｢농업임차법｣제7조 제1항에 따른 농지임차 최소기간인 6년 이상 농지

를 임차하고 있어야 함(BGBB 제47조 제2항).

○ 농지의 가격이 선매권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손에 대해서는 수익가치의 

2배로 가격을 산정하고(BGBB 제44조), 임차인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인 거

래가치(Verkehrswert)로 농지가격을 결정함.

<표 4-2> 단독소유 농지 필지거래의 선매권 순위와 농지가격

우선순위 선매권자 필지단위 농지가격

1 자경하는 자손 수익가치의 2배

2 자경하는 임차인 거래가치

해서는 ｢농민적 농지법 시행령(VBB)｣ 제1조〜제2조 및 BLW(2003) 참조. 수익가치

는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거래가치와 큰 차이가 남(통상 거래가치가 수익가치

의 수 배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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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공동소유 농장 및 농지거래

○ 공동소유 농장의 매도거래에서는 자경할 의사가 있으며 객관적으로 영농종

사가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공동소유자가 최우선적으로 선매권을 갖고, 그 

다음 단독소유 때의 농장거래와 같은 선매권 우선순위를 거쳐, 자경하지 않

는 공동소유자가 마지막 선매권자가 됨(BGBB 제49조 제1항).

① 자경하는 공동소유자

② 자경하는 매도자의 자손

③ 자경하는 매도자의 형제자매 및 그들의 자손

④ 9년 이상 임차한 농장임차인

⑤ 자경하지 않는 공동소유자

<표 4-3> 공동소유 농장 및 농지거래의 선매권 순위와 농지가격

우선순위 선매권자 농장 가격 필지단위 농지가격

1 자경하는 공동소유자 수익가치 수익가치의 2배

2 자경하는 자손 수익가치 수익가치의 2배

3 (자경하는 형제자매) 수익가치 -

4 자경하는 임차인 거래가치 거래가치

5 자경하지 않는 공동소유자 거래가치 거래가치

○ 공동소유 농지의 매도거래에서는 이미 자경하는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공

동소유자가 최우선적으로 선매권을 갖고, 그 다음 단독소유 때의 농지거래

와 같은 선매권 우선순위를 거쳐, 자경하지 않는 공동소유자가 마지막 선매

권자가 됨(BGBB 제49조 제2항).

① 자경하는 농장을 매입농지의 통작거리 내에 두고 있는 공동소유자

② 자경하는 매도자의 자손

③ 6년 이상 임차한 농지임차인

④ 자경하지 않는 공동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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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상속제도

2.1. 개요

○ 스위스에서 농장 및 농지상속은 독일의 농장상속처럼 상속자로 지정된 자

에게 농장 및 농지가 분할되지 않고 단독으로 상속되며, 농장상속에서 배제

된 공동상속인에게는 농장상속인이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임. 

○ 스위스에서 농장상속은 일차적으로 자경할 의사와 자경할 역량을 갖춘(자

경할 의사가 있으며 객관적으로 영농종사가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상속인

을 대상으로 실시됨(BGBB 제11조 제1항).

- 자경할 의사와 자경할 역량을 갖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자경하지 않

는 유류분 권리자 상속인들 중에서 상속 우선순위에 따라 농장상속을 함

(BGBB 제11조 제2항).

○ 상속농장의 가격은 수익가치로 하고, 이를 기초로 공동상속인들과 유산을 

배분함(BGBB 제17조 제1항).

- 상속재산 계산에서 농기계 및 농업용 시설과 같은 농장의 운영자산은 감

가상각한 이용가치로 계산하고, 농장과 결부된 비농업적 부업사업체는 

거래가치로 평가함(BGBB 제17조 제2항).

○ 상속된 농장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10년 이내 양도할 수 없음

(BGBB 제23조 제1항).

-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① 자경할 의사와 자경할 

역량을 갖춘 농장상속인의 자손이 농장을 취득하는 경우와 ② 국토계획 

등으로 공공기관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임(BGBB 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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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상속인 및 그의 자녀가 10년의 자경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경을 포기

하는 경우에 자경할 의사와 자경할 역량을 갖춘 공동상속인이 해당 농장을 

매입할 수 있음. 즉, 공동상속인의 매입권(Kaufrecht)이 성립함(BGBB 제24

조 제1항).

- 이 경우 매입가격은 상속과정에 정해졌던 농장의 가격이 기준이 되며, 

추가적인 투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BGBB 제24조 제2항).

- 이 매입권(Kaufrecht)은 상속과 관련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될 수 없

음(BGBB 제24조 31항).

○ 농장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아닌 자로 결정되면, 그 배우자는 농장

가옥의 이용 또는 거주권에 대한 요구(노후분)를 농장상속인에게 할 수 있

음(BGBB 제11조 제3항).

○ 상속농장에 속하지 않은 농지가 상속과정에 나타나면, 그 농지는 상속인들 

중 한 명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수익가치의 2배의 가격

으로 자신에게로의 귀속을 요구할 수 있음(BGBB 제21조 제1항).

- ① 해당 상속인이 이미 한 농장의 소유자이고, ② 상속농지가 상속인 농

장과 통작거리 내에 있을 때

2.2. 농장상속 절차 및 우선순위

2.2.1. 자경인에 대한 상속

○ 스위스에서 농장상속은 일차적으로 자경할 의사와 자경할 역량을 갖춘 상

속인을 대상으로 실시됨(BGBB 제11조 제1항).

- 동일한 조건을 갖춘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유언이

나 상속계약(Erbvertrag)을 통해 농장상속인을 결정할 수 있음(BGBB 제



50

19조 제1항).

- 하지만 피상속인이 자경할 의사와 자경할 역량을 갖춘 유류분 권리자인 

상속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경하지 않거나 자경에 적절하지 않다고 여

겨지는 상속인을 농장상속인으로 지정할 수 없음(BGBB 제19조 제2항).30

○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법정상속에서 자경하는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에 

우선순위는 ① 상속재산의 유류분 권리자인 법정상속인, ② 법정상속인 외 

피상속인의 자손, ③ 형제자매와 그 자손 순으로 결정됨(BGBB 제20조).

○ 피상속인이 미성년 상속인을 농장상속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미성년 상속인

이 자경할 의사와 자경할 역량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때까

지 농장상속이 연기됨(BGBB 제12조 제1항).

- 미성년 상속인이 자경의 조건을 갖추게 되면, 그가 농장상속인이 됨

(BGBB 제12조 제2항).

2.2.2. 비자경인에 대한 상속

○ 비자경인에 대한 농장상속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음.

- 농장상속 대상자는 유류분 권리를 갖는 상속인임(BGBB 제11조 제2항).

- 유류분 권리자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피상속인이 농장상속인을 결정할 

수 있음(BGBB 제19조 제1항).

-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을 때, 법정상속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농장상속

인이 결정됨.

30 이러한 점에서 스위스의 농장상속은 독일의 농장상속과 차이가 있음. 다시 말해, 독

일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상속인 결정에 최우선권을 갖지만(예를 들어 피상속인

이 농지상속법에 의한 농장상속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스위스에서는 자경 조

건을 우선하는 상속규정이 피상속인의 유언보다 앞서는 제도로 되어 있음. 독일의 

농지상속제도에 대해서는 김수석(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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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의 가격은 수익가치로 계산됨.

○ 비자경인에 대한 농장상속인 우선순위는 일반 상속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① 배우자, ② 직계자손, ③ 부모, ④ 여타 상속인(형제자매 등) 순이 됨.

<표 4-4>  비자경인의 농장상속 승계순서 및 내용

승계 순서 조건 농장가격 비고

① 배우자

분할되지 않은 

상태로 농장상속이 

이루어짐

수익가치

② 직계자손 수익가치

③ 피상속인 부모 수익가치 상속권한이 있는 경우

④ 여타 상속인 수익가치 상속권한이 있는 경우

3. 농지임대차제도

○ 농지임대차는 ｢농업임차법(LPG)｣으로 규율하는데, 이 법의 목적은 임차인

을 보호하고 농업경영체를 분할하지 않으며 자경인에게 임차지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음.

○ ｢농업임차법｣의 적용대상은 0.25ha 이상의 농업용으로 이용되는 토지인데, 

2010년 현재 전체 농지의 약 47%가 임차지임(Bundesamt für Statistik 2013: 10).

○ 농지임대차계약은 서면, 구두, 암묵적 합의 등의 형식으로 가능하며, 계약은 

늦어도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차료에 대해 동의할 때 성립함.

- 임대차계약기간은 농장의 경우 최초 계약 시 9년, 연장 시 매번 6년으로 

되어 있고, 개별 농지의 경우 임차기간이 6년임(LPG 제7조).

- 6년보다 짧은 단기계약은 관할청의 허가로 가능함.



52

- 해약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해약통지기간은 1년이 됨(LPG 

제16조).

○ 소유관계가 변동되어도 농지임대차관계는 지속되지만, 소유주가 건축이나 

자경하기 위해 구매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

로 함(LPG 제15조).

- 임대차관계의 조기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배상해야 함

(LPG 제15조 제3항).

 

○ 농업경영체가 농장의 일부 농지를 임대하는 것은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야

만 가능함(LPG 제30조). 

- 관할청은 임대가 다른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하거나 임대

하는 경영체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수 있음

(LPG 제31조).

○ 임차료는 관할청에서 허가하고 관리하는데, 임차료가 높은 경우에는 관할청

이 이를 낮출 수 있음(LPG 제36조).

- 임차료 수준은 ｢임차료 시행령(Verordnung über die Bemessung des 

landwirtschaftlichen Pachtzinses: Pachtzinsverordnung)｣을 통해 계산하는

데, 농지의 임차료 크기는 해당 토지 수익가치의 3.5%로 되어 있음.31

31 농장의 임차료는 {(농지의 수익가치×3.5%)+(농장건물의 차용가치×85%)}로 구성됨. 

｢농업임차료 측정 시행령(Pachtzinsverordnung)｣ vom 1. Sep.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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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지보전제도

○ 스위스의 농지보전제도는 작물재배농지를 총량적으로 보전하는 ‘윤작면적

(Friuchtfolgeflächen: FFF)’ 프로그램32으로 대표됨.

- 윤작면적(FFF) 프로그램은 식량안보를 위해 연방공간개발청(Bundesamt 

für Raumentwicklung: ARE)이 실천계획(Sachplan)을 세우는 것으로 식

량자급계획의 공간적 기초가 됨.33

○ FFF 실천계획이 국가정책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음(ARE 2006: 7).

① 농지의 전용으로부터 농지 자원 보전

② 식량안보 일반: 식량자급률 제고, 식량자급 보장

③ 위기 상황 때의 식량안보

④ 농업생산의 잠재력(역량) 유지를 위한 토양의 질 보존

⑤ 천연자연적 생활기반 보전

○ FFF 실천계획을 위한 면적확보는 1990년도 식량계획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식

량계획에서는 식량안보 차원의 최소면적으로 45만 ha를 제시함(ARE 1992).

- 이에 대해 연방정부(ARE)는 칸톤별 통계조사를 기초로 438,560ha를 FFF 

확보면적으로 결정하여 이 목표치를 칸톤별로 배분하여 1992년부터 총

량적으로 보전함<표 4-5>.34

32 농지보전 프로그램을 윤작면적 프로그램으로 명명하는 이유는 스위스에서 농지 중 

작물재배농지는 녹지와 달리 윤작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윤작농지가 곧 작물재

배농지를 의미하는데, 윤작면적을 관리한다는 것은 곧 작물재배농지의 면적을 관리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임.

33 FFF는 연방헌법 제104a조에 명시한 식량안보기반 확보를 위한 국가의 과업을 실천 

하는 계획으로서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공간계획법(Raumplanungsgesetz: RPG)｣ 

제1조 제2항에 두고, FFF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공간계획시행령(Raumplanungsve- 

rordnung: RPV)｣ 제26조～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54

<표 4-5> 칸톤별 FFF 면적

단위: ha

칸톤 FFF 면적 칸톤 FFF 면적

취리히 44,400 샤프하우젠 8,900

베른 82,200 아펜첼 A 790

루체른 27,500 아펜첼 I 330

우리 260 상갈렌 12,500

슈비츠 2,500 그라우뷘덴 6,300

옵발덴 420 아르가우 40,000

니트발덴 370 투르가우 30,000

글라루스 200 테신 3,500

추크 3,000 바트 75,800

프리이부르크 35,800 발리스 7,350

솔로투른 16,200 노이엔부르크 6,700

바젤-도시 240 겐프(제네바) 8,400

바젤-전원 9,800 유라 15,000

자료: Bundesratsbeschluss vom 8. April 1992 Sachplan Fruchtfolgeflächen, 제1조.

○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FFF로 지정된 농지면적이 전술한 

<표 2-1>에 제시된 작물재배농지의 면적(약 40만 ha)보다 크다는 것임. 이

를 통해 작물재배농지는 거의 다 FFF에 포함되며, 작물재배가 가능한 일부 

초지까지 FFF의 구성요소가 됨을 알 수 있음.

○ ｢공간계획시행령(RPV)｣ 제26조에 따르면, 작물재배 가능 농지가 FFF로 지

정되기 위해서는 우량농지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생육

기간과 같은 기후조건, 경사도와 같은 농기계 작업 가능성, 토양 두께(깊이)

와 같은 토지의 특성, 최소면적 등이 포함됨.

34 칸톤별 배분은 개별 칸톤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이하게 배분되는데, 가장 많

은 FFF 면적을 가진 칸톤은 19%의 FFF를 보유한 베른 칸톤임. 1992년에 결정된 

칸톤별 배분에도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 2016년 현재 FFF 총면적은 438,460ha로 되

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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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에 대한 지표값은 ① 연중 170일 이상의 생육기간, ② 18% 이하의 

경사도, ③ 0.5m 이상의 토양 두께, ④ 1ha 이상의 토지(필지) 면적 등으

로 되어 있음(Amt für Gemeinden und Raumordnung des Kantons Bern 

2017: 4).

○ 이처럼 FFF 지정을 위해서는 대상농지에 대한 실태 조사와 조사결과에 입

각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FFF 실천계획의 집행기관인 칸톤 및 게마

인데(기초자치단체)는 관내 농지에 대한 특성 조사 및 평가작업을 수행함.

 

○ 한편, FFF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이를 농업생산에 효율적으로 활용하

기 위해 연방정부(ARE)는 작목별 생산성에 따라 토지를 6등급으로 구분하

여 관리하고 있음<표 4-6>.

<표 4-6>  FFF 토지등급별 수확량

단위: 100kg/ha

구 분 밀 감자 사탕무

1등급 60 450 650

2등급 53 384 570

3등급 46 320 -

4등급 40 256 -

5등급 33 192 -

6등급 27 - -

자료: ARE(2009), Sachplan Friuchtfolgeflächen.

○ FFF로 지정된 토지는 우량농지로 보전되기 때문에 타 용도로의 전용이 엄

격히 제한됨. 대신에 농업 직불금, 특히 식량안보 직불금의 주된 대상이 됨.

- 이런 직불금과 별도로 FFF로 지정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예를 들어 

해당 토지의 가치에 대한 상향 평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현재 

연방과 칸톤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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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F 실천계획의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집행기관인 칸톤이 관내 FFF의 입

지와 규모 및 질의 변화를 추적하여 이 결과를 4년마다 연방공간개발청

(ARE)에 통지하고(RPV 제30조 제4항), ARE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FFF 실천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함.



제5 장

구조개선정책

1. 농업구조개선사업

1.1. 개요

○ 스위스에서 농업생산 지원정책은 ‘구조개선정책’35으로 명명되고 있는데, 

이 구조개선정책에 속하는 사업은 크게 토지개선 관련 생산기반조성사업

(Tiefbau)과 농업용 시설사업(Hochbau)으로 구분됨.36

○ ｢농업법｣에 따르면, 농업구조개선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위해 연방이 보조

35 스위스에서 말하는 구조개선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의미하는 농업구조개선정책과 약

간의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생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력 내지 

농업경영체 구성의 변화(고령농의 탈농과 경영이양 등을 통해)와 영농규모화를 통

한 생산주체의 체질 강화에 구조개선의 의미를 두는 있는 반면에, 스위스에서는 생

산기반시설 등 물적 자원과 영농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생산의 경쟁력을 제

고시키는 일반적 구조개선에 그 의미를 두고 있음.

36 광의의 구조개선정책에는 농촌의 공간 정비와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농촌정책

이 포함됨. 하지만 연구범위 설정과 관련해서 농업정책 중심의 연구 구성으로 인해 

농촌정책 분야는 이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58

와 융자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LwG 제87조 제1항).37

① 경영기반을 개선함으로써 생산비를 낮추는 사업

② 농촌, 특히 산간지대에서 생활 및 경영활동 관계를 개선하는 사업

③ 농지와 농업용 건축물이 황폐화되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파괴되는 것으

로부터 보호하는 사업

④ 생태환경적, 동물보호적, 공간계획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

⑤ 개울 같은 작은 수로를 자연에 가깝게 복원하는 사업

○ 구조개선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의 방식에 따른 유형에는 ① 공동사업 유형

과 ② 개별 경영체사업 유형이 있는데, 공동사업에는 다시 개별 경영체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일반적 공동사업과 사업지구 전체에 대해 실시하는 광

범위한 공동사업(umfassende gemeinschaftliche Massnahmen)이 있음.

- 광범위한 공동사업은 특정 지구의 토지소유권 재설정 및 전체적 개발과 

같은 사업들이 ① 자연적 혹은 경제적으로 경계가 설정된 지역을 더 확

장하게 하고, ② 생태환경적 보상 및 비오톱들 간의 네트워킹을 촉진하

는 역할을 할 때 지원되는 사업임(LwG 제88조).

○ 개별 경영사업은 ｢농업법｣ 제89조에 적시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실시되는

데, 투자의 유형에 따라서 직불제 수령의 전제조건인 친환경적 영농능력 증

명이 요구될 수 있음(LwG 제89조 제1항 c호).

○ 구조개선사업 실시의 일반적 요건 중 하나로 경쟁중립성(Wettbewerbsneu- 

tralität)이 지켜져야 함. 이것은 사업의 지원으로 인해 지원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해당사자들) 간에 농업경영상의 경쟁력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임(LwG 제89a조).

37 이것은 ｢농업법｣이 연방법이기 때문이고, 칸톤 차원에서 실시하는 추가적인 투융자

는 ｢칸톤농업법(Kantonales Landwritschaftsgesetz: KLwG)｣이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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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개선사업에 사용되는 재정의 형태는 보조와 융자로 구분되는데, 보조는 

연방과 칸톤이 공동으로 재원을 조달함.

- 연방(정부)에 의한 보조는 연방법령에 의해 시행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지만, 칸톤에 의한 보조는 칸톤마다 다르게 적용되

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음.

- 연방에 의한 보조는 사업 유형 및 지대에 따라 사업비의 20～40% 비율

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칸톤에 의한 보조는 연방과는 약간 다른 척도로 

사업비의 25～40% 비율로 지원이 이루어짐.38

○ 칸톤은 전술한 정규 보조와 별도로 시급히 요청되는 구조개선사업에 대해 비

상 보조(Ausserordentliche Beiträge)로 지원할 수 있는데, 정규 보조와 비상 

보조의 합이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됨(KSVV 제4조 제2항).

- 그렇지만 칸톤과 연방이 협의가 되는 경우에 칸톤의 정규 보조와 비상 

보조, 그리고 연방의 보조를 합쳐 전체 사업비 100%를 보조할 수도 있음

(KSVV 제4조 제3항).

○ 융자는 ‘투자신용(Investitionskredite: IK)’으로 명명되는 연방정부의 융자와 

‘경영지원융자(Betriebshilfedarlehen: BHD)’로 표현되는 연방과 칸톤의 매

칭융자가 있음(Kanton Bern 2014: 4).

- IK와 BHD에서는 저리의 융자가 실시됨.

38 여기서 사업비는 실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만 계상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운영비, 

이자, 토지구매비, 운행기구 조달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음. 칸톤 베른의 농업구조개

선시행령(Verordnung über Strukturverbesserung in der Landwirtschaft: KSVV) 제7

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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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대상 및 전제조건

1.2.1. 개별 경영체사업

○ 개념적으로 개별 경영체사업 유형은 단독의 개별 경영체뿐만 작물경작공동

체 및 원예와 수산분야의 유사한 공동체의 구조개선에도 통용됨.39

○ 농업경영체가 개별 경영체 사업 유형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함.

- 농업경영체의 규모가 최소 1 표준노동력 크기(SAK)가 되어야 함(SVV 

제3조).

- 다만, 조건불리지역에 해당하는 산간 및 구릉지 지대에는 0.6 SAK이 최

소 경영체 규모가 됨(SVV 제3a조).

- 농업인(Landwirt) 자격에 해당하는 직업교육을 수료해야 함(SVV 제4조).

○ 개별 경영체 사업에서 배제되는 것은 법인 소유의 경영체이거나 해당 경영

체의 경영이 비농업적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임(SVV 제12조 제2항).

1.2.2. 공동사업

○ 일반적인 공동사업 유형으로 인정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임(SVV 제11조 

제1항).

- 적어도 두 개의 농업경영체가 결부되는 토지개선사업

- 공동으로 운영되는 알프스 방목지 경영체의 구조개선사업

39 ｢농업구조개선 시행령(SVV)｣ 제2조 참조. 연방법령에 속하는 ｢농업구조개선 시행

령｣의 정식명칭도 Verordnung über die Strukturverbesserung in der Landwirtschaft

으로 칸톤 베른의 시행령과 거의 같은 이름이나 통상 약칭으로 Strukturverbesserungs- 

verordnung(SVV)으로 명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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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법｣제93조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 프로젝트 및 향토 농산물 육성 

프로젝트

- 적어도 두 개의 농업경영체에 공동으로 해당되는 시설물 및 기계와 공동 

이니시어티브

- 적어도 두 개의 농업경영체에 공동으로 해당되는 바이오매스에 근거한 

재생에너지 시설

○ 공동사업이 보조가 아닌 융자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

족해야 함(SVV 제11b조).

- 농업생산경영체는 ｢직불제 시행령(DZV)｣ 제11조에 따른 친환경적 영농

능력증명을 충족시킴.

- 공동사업체 중 적어도 두 개의 개별 경영체가 전술한 개별 경영체사업 

유형에서 요구되었던 최소 영농규모 조건을 충족해야 함.

- 공동사업체 내에서 생산자가 과반의 표결권을 가짐.

- 융자사업을 위한 경영콘셉트가 제출됨.

- 사업체의 경제성이 경영계획을 통해 입증됨.

1.2.3. 광범위한 공동사업

○ 광범위한 공동사업 유형으로 인정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임(SVV 제11조 

제2항).

- 소유농지의 재구획화와 기반시설 육성사업과 결부된 정규 농지정비사업

- 정규 농지정비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다수의 동의가 필요한 토지개

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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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사업

2.1. 광범위한 공동사업 유형: 농지정비사업

2.1.1. 농지정비사업 추진방식

○ 토지와 용수를 대상으로 하는 생산기반 조성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농지정비사업인데,40 이 사업은 보조에 기반하여 광범위한 공동사업 방식으

로 추진됨.

<표 5-1> 광범위한 공동사업 유형에 의한 기반조성사업의 연방보조율

단위: %

지대 유형 보조금 지원율

골짜기 저지대 34

구릉지 지대, 산간지대 I 37

산간지대 II-IV, 알프스 방목지 40

자료: ｢농업구조개선 시행령(SVV)｣ 제16조 제1항 a호.

○ 농지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는 연방이, 일부는 칸톤이 보조금 형

태로 지불하고 있음.

- 연방 보조금은 지대별로 지원율이 다른데, 예를 들어 골짜기 저지대에는 

사업비의 34%가 지원되고, 산간지대(II〜IV)에는 40%가 지원됨<표 5-1>.

40 생산기반조성사업의 주된 대상은 농지정비사업을 포함한 농지개량이지만, 이외에도 

공간계획과 관련된 사항과 자연자원의 관리 및 농지보전이 이 사업의 영역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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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농지정비사업의 유형

○ 농지정비사업은 다시 정상적인 정규 농지정비사업(Landumlegung)과 경계

정비사업(Grenzbereinigung) 등 간편한 농지정비사업으로 유형이 세분됨.41

가. 정규 농지정비사업

○ 농지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① 농촌토지의 재정비, ② 농림업의 생산 및 노

동조건 개선, ③ 일반적인 농지개량 및 농촌개발 촉진 등을 목적으로 추구

해 왔음.

- 여기에다 최근에는 농촌지역의 도로 및 선로 등 인프라 시설 건설, 생태

환경보존지역 관리 등이 정비 내용으로 추가됨.

○ 농지정비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됨<그림 5-1>.

- 먼저 농지정비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게마인데 관청(Gemeinderat)42이 농

지정비 구역을 설정한 경계설정계획(Perimeterplan)을 수립하여 이를 공

식적으로 공표함. 여기서 경계설정계획은 해당 구역의 토지이용계획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함(LEV 제1조).

- 이 공표내용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의 반응이 있으면, 게마인데 관청이 해

당 구역 토지소유자들을 초청해 그들의 의견을 수렴함. 여기서 과반이 

넘는 절대다수의 토지소유자들이 농지정비에 대해 동의하면, 농지정비의 

추진이 결정됨(LEV 제3조).

41 농지정비사업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실제 농지정비의 실행을 담당하는 칸톤이 연

방의 ｢건축법(Gesetz über Raumentwicklung und Bauwesen: BauG)｣에 기반하여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칸톤 아르가우(Aargau)의 농지정비 시행령인 

｢Verordnung über Landumlegung, Grenzbereinigung und Enteignung: LEV｣를 참조

하여 내용을 정리함.

42 농지정비의 관할청은 칸톤에 따라 게마인데 관청 혹은 칸톤의 건설부가 됨(LEV 제

2조). 여기서 게마인데(Gemeinde)는 프랑스의 꼼뮨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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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스위스의 농지정비 추진절차

자료: LEV 제1〜13조.

○ 실제 농지정비사업을 실시해 나가는 주체는 토지소유자 연합이 선정한 실

행위원회(Ausführungskommission)가 되는데, 이 실행위원회 위원의 과반은 

농지정비에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함. 다만 토지소유자 연합이 실행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게마인데 관청이 실행위원회를 구성함

(LEV 제5조).

- 실행위원회는 경계설정계획을 토지대장관리청에 신고하고, 농지정비계

획을 수립함. 동시에 대상 토지들의 기존 가치를 평가하고 농지정비로 

인해 새로 형성되는 농지의 가치에 따른 보상액 및 부담액 크기를 산정

함(LEV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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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정비계획에 따른 농지의 재배분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이 동의하고 

특별행정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이 변경사항이 법적 효력을 가짐(LEV 

제9조).43

- 그 다음은 농지정비사업이 실시되고, 사업 후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이

루어짐(LEV 제10〜11조).

- 사업비 정산 후 토지대장상의 소유권 변경이 등록되고 농지정비사업은 

종결됨(LEV 제13조).

나. 간편한 농지정비사업

○ 간편한 농지정비사업에는 토지이용계획상의 개별 필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

해 실시하는 경계정비사업과 간편한 교환‧분합사업에 해당하는 이용권정비

사업(Nutzungsumlegung)이 있음.

○ 경계정비사업은 경계정비계획을 게마인데 관청이 수립하는데, 여기에는 다

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됨(LEV 제16조).

- 기존의 경계와 새로운 경계가 표시된 필지의 정확한 도면

- 기존 상태와 새로운 상태 간의 실제적인 효용(활용도) 차이

- 요구되는 평가

○ 이용권정비사업은 정규 농지정비사업처럼 농지의 교환‧분합에 따른 소유권

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이용권(경작권)의 

교환으로 농지이용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임.

- 사업의 성격 측면에서 정규 농지정비사업이 소유권의 변동과 이행의 강

제성을 동반하는 사업임에 비해 이용권정비사업은 경작권의 교환과 약

한 강제성에 기초해 있는 사업임.44

43 그리고 새로운 농지분배에 따른 가치 차액을 정산하고 나면, 토지소유자는 특별행

정법원에 토지대장상의 소유권 변경을 사전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44 다시 말해, 이용권 정비사업은 농지이용의 개선 측면에서 완전한 자발성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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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통상적) 공동사업 유형

○ 통상적 공동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생산기반 정비와 관련되

는 사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조율은 <표 5-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골짜기 저

지대 27%, 구릉지 및 산간 I지대 30%, 산간 II〜IV 지대 33%가 됨.45

<표 5-2> 공동사업 유형에 의한 기반조성사업의 연방보조율

단위: %

지대 유형 보조금 지원율

골짜기 저지대 27

구릉지 지대, 산간지대 I 30

산간지대 II-IV, 알프스 방목지 33

자료: ｢농업구조개선 시행령(SVV)｣ 제16조 제1항 b호.

○ 생산자들이 창업단계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이니시어티브와 경영체 운

영 중에 생산비 절감을 위해 협력조직을 만드는 이니시어티브에 대해서도 

연방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함(SVV 제19e조 제1항).

- 이런 경우 보조율은 사업비의 최대 30%가 되고, 이니시어티브 건당 최대 

2만 프랑이 지원됨(SVV 제19e조 제2항).

○ 농업용 건축물 중에서도 지역농산물을 가공‧저장‧판매하기 위하여 공동으

로 건립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하여 

산정된 비용의 22%를 연방이 지원함.

공동경작 형태와 강제성이 동반된 농지정비사업 형태와의 중간에 해당하는 농지이

용 개선 방식이라 할 수 있음.

4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방의 보조와 별도로 유사한 크기의 칸톤 보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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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별 경영체사업 유형

○ 개별 경영체사업 중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은 개별 경영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기반정비사업과 농업용 건축과 관련된 일부 사업임.

-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개별 경영체 차원의 기반정비사업으로는 농장 정착

을 위한 수도 및 전기 시설, 농지의 개량 및 농로 개발, 용‧배수 개선사업

등이 됨.

- 보조대상이 되는 농업용 건축은 골짜기 저지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서 방목하는 가축을 위해 축사를 건설하는 것과 모든 지대에서 친환경적 

영농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립하는 시설물이 됨(SVV 제18조).

<표 5-3> 개별 경영체사업 유형에 의한 기반조성사업의 연방보조율

단위: %

지대 유형 보조금 지원율

골짜기 저지대 20

구릉지 지대, 산간지대 I 23

산간지대 II-IV, 알프스 방목지 26

자료: ｢농업구조개선 시행령(SVV)｣ 제16조 제1항 c호.

○ 개별 경영체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연방에서 지원

하는 보조율은 골짜기 저지대 20%, 구릉지 및 산간 I지대 23%, 산간 II〜IV 

지대 26%가 됨<표 5-3>.46

○ 방목하는 가축의 축사건설에 대한 연방의 보조금은 대가축단위당 단가로 

산정하고 경영체당 최고 한도를 두고 있음(예외: 알프스 방목지)<표 5-4>.

- 다만, ｢직불제 시행령(DZV)｣ 제 74조에 따라 특별히 동물친화적인 축사

를 건립한 경우에는 대가축단위당 20% 가산금이 추가로 지급됨(SVV 제

19조 제3항).

46 여기서도 연방의 보조와 별도로 유사한 수준의 칸톤 보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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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방목하는 가축의 축사건설에 대한 연방보조금 크기

단위: 프랑

지대 유형 대가축단위(GVE)당 경영체당 총액(한도)

구릉지 지대, 산간지대 I 2,800 155,000

산간지대 II-IV 4,000 215,000

알프스 방목지 2,600 한도 없음

자료: ｢농업구조개선 시행령(SVV)｣ 제19조 제2항.

○ 친환경적 영농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립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최대 25%(경영체당 최고 5만 프랑)까지 지원됨(SVV 제19조 제8항).

3. 융자사업

○ 개별 경영체사업과 공동사업에 대해 융자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짐.

3.1. 개별 경영체사업 유형

○ 개별 경영체에 대해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 중 대표적인 것이 신규로 창업한 

농업경영체에 대해 지원하는 것임.

- 신규 창업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연령이 만 35세 이하

여야 하고, 경영체의 규모가 5 SAK 이상이어야 함(SVV 제43조 제1항).

- 창업융자 지원은 최대 27만 프랑이 됨(SVV 제43조 제3항).

○ 자경하는 농업경영체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건축에 대해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음.47

47 보조되는 항목과 융자되는 항목이 겹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융자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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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와 온실 등 농업생산시설과 농장가옥의 신축, 개축, 재개발

- 농업시설과 농장가옥의 구매

- 영농활동 및 관련 활동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건설사업

- 특작 생산을 개선하고 그것의 시장적응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과 다년생 

작물을 갱신하는 사업

○ 건축의 내용에 따라 융자액의 크기가 달라지지만, 축사에 대한 신축의 경우 

<표 5-5>에 나타난 단가에 따라 융자액이 결정됨.

- 다만,｢직불제 시행령(DZV)｣ 제 74조에 따라 특별히 동물친화적인 축사

를 건립한 경우에는 총액의 20%가 가산된 금액으로 융자액이 결정됨

(SVV 제46조 제4항).

- 농장가옥에 대한 융자는 20만 프랑임(SVV 제46조 제2항 d호).

○ 융자에 대한 상환기간은 창업지원이 12년이며, 그 외 지원사업이 18년임

(SVV 제48조 제1항).

<표 5-5> 축사의 신축에 대한 융자액 크기

단위: 프랑

구분 대가축단위(GVE)당 지원단가

골짜기 저지대의 방목가축 축사 9,000

구릉지 지대, 산간지대 I의 방목가축 축사 6,000

산간지대 II-IV의 방목가축 축사 6,000

돼지 및 가금류의 축사 9,000

자료: ｢농업구조개선 시행령(SVV)｣ 제46조 제2항 a~b호.

3.2. 공동사업 유형

○ 통상적 공동사업에 대해 융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임.

- 토지개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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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들이 공동의 자조 차원에서 마련하는 공동시설, 기계, 차량

- 농민들의 자조조직 건립비용

- 바이오매스에 의한 재생에너지 생산장치

- 지역발전 프로젝트

- 알프스 방목지 건물(축사)의 신축, 개축, 재개발

○ 공동사업을 위한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비용의 15% 이상을 자부담해

야 함(SVV 제50조 제1항). 그런데 여기서 투자비용은 총비용 중 공적인 보

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함.

○ 공동사업을 위한 융자액은 공적 보조금을 공제한 나머지 비용의 30〜50%

로 정해짐(SVV 제51조 제1항).

- 하지만 특별히 혁신적 프로젝트로 간주되는 것에 대해서는 융자율을 

65%까지 높일 수 있음(SVV 제51조 제2항).48

-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신용(Baukredite)49 형태로 융자율을 75%까

지 높일 수 있음.

- 알프스 방목지 축사의 융자액은 대가축단위(GVE)당 6천 프랑이 됨(SVV 

제51조 제6항).

○ 공동사업 융자에 대한 상환기간은 다음과 같음(SVV 제52조).

- 기계와 시설 및 자조조직 건립: 10년

- 축사 등 건축: 20년

- 건설신용(Baukredite): 3년

48 이 경우 연방농업청(BLW)이 요율 인상에 대한 전제조건을 확정함.

49 건설신용(Baukredite)은 보다 큰 금액을 단기간 융자하는 금융상품에 해당함. 통상 

농업부문 투융자에서 융자의 한도가 50만 프랑이지만, 건설신용의 한도는 60만 프

랑이고 상환기간이 3년임.



제6 장

직접지불제도

1. 직불제의 체계 및 개요

1.1. 운영 현황

○ 2013년 3월 ｢농업법｣의 직불제 관련 규정이 개정되고 동년 10월 연방정부

가 ｢농정 2014-2017｣의 시행지침을 확정함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기

존의 2가지 유형의 직접지불제를 대체하는 7가지 유형의 직불제가 시행됨.

- 7가지 유형의 직불제는 식량안보 직불, 경작경관 직불, 생물다양성 직불, 

경관 질제고 직불, 생산시스템 직불, 자원효율 직불, 과도기 직불이 됨.

- 이 중 ｢농업정책 2014-2017｣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직불은 ① 식량안보 

직불, ② 경작경관 직불, ③ 생물다양성 직불, ④ 경관 질제고 직불, ⑤ 

생산시스템 직불의 다섯 가지임.

- 자원효율 직불은 시비방법과 같은 지속가능한 영농방식에 대한 직불이

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직불제의 상호준수의무에 속하는 친환경적 영농

능력증명에 포함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자원효율 직불은 2019년까지만 

실시되는 이행과도기 직불임.

- 과도기 직불은 2013년 이전의 직불시스템에서 2014년 이후 시스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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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경지 관련 일반 직불과 새로운 직불체계하의 

식량안보 직불 및 경작경관 직불 간의 차액을 보전하는 직불임.

<그림 6-1> 스위스 직불제의 기본 콘셉트

자료: BLW(2016: 194).

○ 이와 같은 전반적인 직불제와 별도로, 특별한 작목 또는 종자에 대한 품목

별 직불이 존재함<표 6-1>.

- 이들 특별품목 직불은 물량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직불수령 

요건도 보편적 직불보다 덜 까다롭고(영농교육 요건 예외 인정, 수령대

상자로 법인 및 공공단체 포함), 외국에서 스위스 농산물로 생산해도 동

일한 단가의 직불금이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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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품목별 직불 대상 및 단가

단위: 프랑/ha

품목 ha당 직불단가

유채, 해바라기, 오일호박, 아마, 홍화, 양귀비 700

감자 및 옥수수의 종자 700

사료용 풀 및 사료용 콩의 종자 1,000

콩 1,000

사료용 땅콩‧완두콩 및 루핀 1,000

설탕용 사탕무 1,800

자료: BLW(2017a: 28).

○ 2016년도 농식품업무분야 연방예산은 36억 5,900만 프랑인데, 직불금 예산

이 약 77%인 28억 900만 프랑이 됨<표 2-15 참조>.

- 직불금의 유형 중에서는 식량안보 직불의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경작경관 직불, 생산시스템 직불, 생물다양성 직불 순이 됨.

1.2. 제도 체계

○ 스위스 직불제도는 ｢연방헌법｣ 제104조의 일반적 근거에 기반하여 ｢농업법

(LwG)｣ 제70조～제77조에 제도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농업법(LwG)｣을 뒷받침하는 시행령으로는 ｢직불제 시행령(Direktza- 

hlungsverordnung: DZV)｣과 ｢개별작목 직불금 시행령( Einzelkulturbeit- 

ragsverordnung: EKBV)｣이 있음.

- 이와 함께 직불금 수령 자격과 관련되는 농업의 개념 및 농업경영체의 

유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농업개념 시행령(Landwirtschaftliche 

Begriffsverordnung: LBV)｣이 직불제를 지원하는 시행령으로 기능함.

○ 농업경영체가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구비해야 할 자격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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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금은 스위스에 거주하며 농업인으로 직업교육을 수료한 토지경작자

에게 지급함.

- 스위스에 소재지를 갖고 있는 (농업)법인과 칸톤 및 게마인데는 직불제 

중 생물다양성 직불과 경관 질제고 직불만 수령할 수 있음.50

- 사육하는 가축규모가 ｢최대사육규모시행령(Höchstbestandesverordnung)｣

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없음.

-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작자 연령은 65세까지로 제한되고,51 농업경

영에 필요한 노동의 50% 이상은 자가(가족)노동력에 기반해야 함.

○ 직불금의 수령과 관련하여 최소영농규모가 전제조건 중 하나가 되는데, 이 

때 사용되는 개념이 ‘표준노동력 단위(Standardarbeitskraft: SAK)’임.

- SAK는 경영체의 크기를 (경지규모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지유형

별 면적, 가축유형별 사육규모, 경사도, 재배 유형, 품목 유형, 자가생산

물에 대한 저장‧가공‧판매 등을 노동시간으로 환산하여 도출함.

- 이런 표준화 과정을 거쳐 도출된 2,600 노동시간이 1 SAK가 되는데, 직

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경영체의 규모가 최소 0.2 SAK가 되어야 함.

- 직불금은 1 SAK당 최대 7만 프랑까지 지불할 수 있음. 다만 경관질제고

직불과 과도기직불 등에는 이런 상한이 적용되지 않음.

○ 이러한 일반적 조건과 별도로 직불금 수령에는 친환경적 영농능력 증명

(Ökologischer Leistungsnachweis: ÖLN)이 옵션으로 부가됨.

- 가축사육에서는 ｢동물보호시행령(Tierschutzverordnung)｣에 입각한 사육 

준수가 요구됨(DZV 제12조).

50 생물다양성 직불과 경관 질제고 직불은 해당 지역 전체가 직불제 수령을 위한 이행

의무를 수행해야 온전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지구를 간단없이 이어지게 

하기 위해 (농업)법인과 국공유지 등에도 직불금을 지급함.

51 이는 스위스 제도상 66세 이상 농업인은 농업노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과 연관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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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사육규모시행령(Höchstbestandesverordnung: HBV)｣에서 정한 사육

규모를 벗어나지 않아야 함(주로 돼지와 산란계가 대상이 됨). 예를 들어 

소사육에는 90일 이상의 방목이 요구됨.

- 비료 사용에서 균형 있는 수지 유지를 위해 과다한 질소 및 인 사용을 

제한하는데(DZV 제13조), 수지 관리의 오차범위 10%로 함.

- 경영체별로 경작농지 중 일부를 생물다양성 촉진토지(BFF)로 전환해야 

하는데, 보유농지의 7%를 BFF로 유지함. 다만 특작의 경우에는 3.5%의 

BFF를 요건으로 함(DZV 제14조).

- 3ha 이상의 작물재배농지는 윤작을 실시해야 하는데, 연간 적어도 4가지 

다른 작목들이 윤작으로 재배되어야 하고, 전체 농지 중 최대경작비율 

혹은 휴경(률)이 지켜져야 함(DZV 제16조).

- 토양보호 및 토양침식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식물보호

제(농약) 사용에서 목표지향적 선택과 제한적 사용이 실시되고, 4년마다 

사후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함(DZV 제17조).

1.3. 집행체계

○ 스위스에서 직불제의 집행은 칸톤이 담당하는데, 통상 칸톤 내에 농업청

(Amt für Landwirtschaft)52을 설치하여 이 농업청이 직불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52 칸톤 베른의 경우에는 이 농업청의 명칭이 농업‧자연청(Amt für Landwirtschaft und 

Natur)으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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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스위스 직불제 집행체계

농업경영체
칸톤

농업청

직불금 지급

/거절

(직불 수요 신고)

직불금 신청

(보완신고)

지역사무소

(게마인데)

(미비사항 통보)
심사결과 보고심사업무 배당

자료: Kanton Bern(2017).

○ 직불업무의 집행절차는 크게 ① 신청, ② 심사, ③ 결정, ④ 이의 제기의 네 

단계로 구성되지만, 실제적인 집행절차는 다음과 같음<그림 6-2>(Kanton 

Bern 2017).

- 다음 해의 직불금 신청을 위해 농업경영체는 전년도 8월 31일까지 희망

하는 직불 프로그램(직불신청에 필요한 친환경적 영농능력증명(ÖLN) 

구비현황 포함)과 희망 지역사무소에 대한 수요를 농업청에 신고함.

- 농업청은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심사업무를 지역사무소들에 배당함.

- 지역사무소의 심사담당자는 신청내용상의 미비점이 없는지 파악하여 미

비점이 있는 경우 이를 해당 농업경영체에게 통보하고, 해당 농업경영체

는 통보받은 후 3일 이내 보완자료를 농업청에 다시 제출함.

- 실제 직불금 신청은 직불금 수령연도 연초에 하고, 신청내용에 변화(토

지면적 등)가 발생한 경우 변동사항을 5월 1일까지 농업청에 신고함.

- 농업청은 농업경영체의 신청내용과 지역사무소의 심사결과를 비교하여 

직불금을 산정하고 이를 지급함.

- 산정된 직불금에 대해 농업경영체는 농업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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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불제 내용

2.1. 식량안보 직불

○ 식량안보를 위해 식량생산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식량안보 직불

(Versorgungssicherheitsbeiträge)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됨.

- ① 기본 직불, ② 생산불리 직불, ③ 다년생 작물 재배농지 직불

2.1.1. 기본 직불

○ 일년생 작물을 생산하는 재배농지와 가축을 (방목)사육하는 녹지에 대해 지

불하는 기본 직불은 ha당 기본 단가 설정과 농지규모 크기에 따른 구간별 

지급률 인하로 설계되어 있음.

- ha당 기본 단가는 ① 농지(작물재배농지+녹지): 900프랑, ② 생물다양성

촉진녹지(BFF): 450프랑으로 설정됨(BLW 2017a: 10).

- 농지면적 크기 구간별 직불단가 인하율은 <표 6-2>와 같음.

○ 작물재배농지가 식량생산의 역량을 유지하지 못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없

음(DZV 제50조 제3항).

○ 기본 직불을 받는 녹지는 지대별로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가축단위에 해당

하는 가축을 사육해야 하며, 요구되는 최소수준보다 적게 가축을 사육하면 

그 비율만큼 직불금이 차감됨(DZV 제50조 제4항).

- 일반 녹지에 요구되는 지대별 방목사료섭취 대가축단위(rauffutterver- 

zehrende Grossvieheinheit: RGVE)의 크기는 <표 6-3>과 같음.53

53 녹지 중 생물다양성촉진녹지(BFF)의 최소가축사육규모는 일반 녹지에 요구되는 수

준의 30%임(DZV 제5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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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농지면적구간별 기본 직불 단가 인하율

단위: %

농지면적 크기 구간 기본 단가 인하율

60ha 까지 0

60~80ha 20

80~100ha 40

100~120ha 60

120~140ha 80

140ha 초과 100

자료: BLW(2017a: 10).

<표 6-3> 지대별 (일반)녹지의 최소가축규모

단위: RGVE/ha

지대 RGVE

골짜기 저지대 1.0

구릉지 지대 0.8

산간지대 I 0.7

산간지대 II 0.6

산간지대 III 0.5

산간지대 IV 0.4

자료: DZV 제51조 제1항.

2.1.2. 생산불리 직불

○ 생산조건이 나쁜 구릉지 지대와 산간지대의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생산불

리 직불은 지대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불됨<표 6-4>.

- 여기서도 농지가 식량생산의 역량을 유지하지 못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없음(DZV 제52조 제2항).

○ 생산불리 직불을 받는 녹지도 기본 직불을 받는 녹지와 마찬가지로 지대별

로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가축단위에 해당하는 가축을 사육해야 하며, 요구

되는 최소수준보다 적게 가축을 사육하면 그 비율만큼 직불금이 차감됨

(DZV 제5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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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지대별 생산불리 직불 단가

단위: 프랑/ha

지대 직불단가

골짜기 저지대 0

구릉지 지대 240

산간지대 I 300

산간지대 II 320

산간지대 III 340

산간지대 IV 360

자료: BLW(2017a: 11).

2.1.3. 다년생 작물 재배농지 직불

○ 이 직불은 작물재배농지에 다년생 작물을 재배할 때 지불하는 직불로서 지

대나 농지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ha당 400프랑)가 적용됨(BLW 

2017: 11). 이 직불은 식량안보 직불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재배되는 농지가 

식량생산의 역량을 유지하지 못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없음(DZV 제53조 

제2항).

2.2. 경작경관 직불

○ 경작경관 직불(Kulturlandschaftsbeiträge)은 세부적으로 ① 농지형상유지 직

불, ② 경사도 직불, ③ 급경사 직불, ④ 포도밭 경사도 직불, ⑤ 알프스 영

농직불(Alpungsbeitrag), ⑥ 알프스 하계방목 직불(Sömmerungsbeitrag)로 구

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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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농지형상유지 직불

○ 농지형상유지 직불(Offenhaltungsbeitrag)은 농지(녹지 포함)의 형상을 유지

하거나 방목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는 토지에 대해 지대별로 차별적으로 

지불되는 직불임<표 6-5>.

- 대상지에서는 수목이 자라 산림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함(DZV 제42조 제3항).

<표 6-5> 지대별 방목 직불 단가

단위: 프랑/ha

지대 직불단가

골짜기 저지대 0

구릉지 지대 100

산간지대 I 230

산간지대 II 320

산간지대 III 380

산간지대 IV 390

자료: BLW(2017a: 7).

2.2.2. 경사도 직불

○ 경사도 직불(Hangbeitrag)은 비교적 높은 경사도를 갖는 농지가 농지로 유

지되는 것을 지원하는 직불임.

-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로는 영구방목지(Dauerweiden)와 포도밭, 잡목림 

등이 있음.

- 지불의 전제조건은 경사도 직불의 최저기준인 경사도 18% 이상의 토지

면적이 경영체당 0.5ha 이상 되어야 함(DZV 제43조 제3항).

○ 경사도 구간별 ha당 직불단가는 <표 6-6>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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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경사도 직불의 단가

단위: 프랑/ha

경사도 구간 직불단가

경사도 18~35% 410

경사도 35~50% 700

경사도 50% 초과 1,000

자료: BLW(2017a: 7).

2.2.3. 급경사 직불

○ 급경사 직불(Steillagenbeitrag)은 경사도 직불 대상 농지 중 다음과 같은 특

정 조건을 충족할 때 추가적으로 지불되는 직불임.

- 농업경영체의 직불금 대상농지 중에서 경사도 35% 초과 농지의 비율이 

30% 이상이 될 때 급경사 직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DZV 제44조).

- 급경사 직불금의 단가는 이러한 경사도 35% 초과 면적비율에 상응하여 

결정됨.

* 단가 산출식: 급경사 직불 단가=100+(900÷70)×(급경사 면적비율–30%)

2.2.4. 포도밭 경사도 직불

○ 포도밭 경사도 직불(Hangbeitrag für Rebflächen)은 경사가 급한 지형에 계

단식으로 포도밭을 운영하는 경작경관 유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임.

- 여기서의 직불금 지불 유형은 <표 6-7>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남.

<표 6-7> 포도밭 경사도 직불의 단가

단위: 프랑/ha

직불 유형 직불단가

경사도 30~50% 1,500

경사도 50% 초과 3,000

경사도 30% 초과 및 계단식 포도밭 5,000

자료: BLW(2017a: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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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알프스 영농 직불

○ 알프스 영농 직불(Alpungsbeitrag)은 알프스에서 가축을 방목하는 방목농가 

및 공동경영체에 대해 지불하는 직불임.

- 여기서 직불금 크기는 면적단위 등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가축의 크

기(사육규모)와 가축의 방목시간으로 정해지는 정상적 방목량(Normalstos: 

NST)에 따라 결정됨.54

- 알프스 영농직불 대상에서 제외되는 동물은 들소와 사슴임.

○ 알프스 영농 직불의 단가는 NST당 370프랑임(BLW 2017b: 9).

2.2.6. 알프스 하계방목 직불

○ 알프스 하계방목 직불(Sömmerungsbeitrag)은 알프스 영농 직불이 농업경영

체의 전체적인 방목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것과 달리 방목사육하는 가축유

형별로 지원하는 것임.55

- 가축에서 주된 구분은 양과 기타 방목가축이며, 직불단가는 가축유형별 

NST당 400프랑이 일반적이지만, 양의 경우 방목 및 방식에 따라 NST당 

120프랑, 320 프랑, 400프랑 등으로 구분됨.

54 정의상으로 1 NTS는 1 GVE(대가축단위)가 100일 동안 방목되는 것을 나타냄.

55 알프스 영농 직불 및 하계방목 직불이 체계상으로 경작경관 직불의 유형으로 분류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일반 직불과는 아주 다르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알프스 직불에서는 일반 직불에서 요구되는 인적, 

물적 전제조건들과 친환경적 영농실적 증명(ÖLN) 등이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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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관 질 제고 직불

○ 경관 질제고 직불은 다양한 경작경관을 보전하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해 칸톤

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연방이 지원하는 직불임(DZV 제63조 제1항).

- 경관 질 제고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목적이 지역적 콘셉트에 기초하거나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사업으로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야 함.

○ 8년간의 사업기간을 원칙으로 하는 경관 질 제고 프로젝트는 통상 몇 가지 

개별 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직불금의 크기는 이들 개별 사업들의 비용 및 

가치에 맞추어 결정됨. 개별 사업별 직불금의 크기는 칸톤이 다음과 같은 

산출근거에 입각해 결정함.

- 개별 사업에 계약을 맺고 참여하는 농업경영체의 농지 ha당 360프랑, 

NST당 240프랑(BLW 2017a: 21).

○ 산출된 직불금의 최대 90%를 연방(정부)이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는 칸톤에 

처리를 위임하는데(DZV 제63조 제4항), 이를 위해 연방은 칸톤에 사업참여 

농지 ha당 최대 120프랑, NST당 최대 80프랑을 교부함(BLW 2017a: 21).

○ 프로젝트 사업기간 중 마지막 연도에는 칸톤이 연방농업청(BLW)에 평가보

고서를 제출해야 함(DZV 제64조 제6항).

2.4. 생물다양성 직불

○ 생물다양성 직불은 특수한 토지이용을 제외하고56 원칙적으로 생물다양성 

촉진토지(BFF)에서 주어진 이행의무에 따라 최소 8년간 토지이용을 하는 

조건으로 지불됨(DZV 제57조).

56 예를 들어 윤작 휴경지의 직불에서는 최소 의무이행기간이 1년임(DZV 제57조 제1항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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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다양성 직불은 크게 ① 다양성 질 직불(Qualitätsbeitrag)과 ② 네트워크 

직불(Vernetzungsbeitrag)로 구분되고, 다양성 질 직불은 다시 16가지 유형

으로 세분됨.

2.4.1. 다양성 질 직불

가. 직불의 구성

○ 다양성 질 직불은 일반적으로 1단계 질 직불과 2단계 질 직불로 구성되는

데, 1단계 직불수령자가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면 2단계 직불까지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DZV 제56조).

○ 제1단계 질 직불은 받기 위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DZV 제58조).

- BFF에 어떠한 비료도 사용해서는 안됨.

- 잡초(문제식물)를 제거해야 하지만, 식물보호제(농약)를 사용해서는 안

됨. 적절한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기구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잡초를 한 곳으로 모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절단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자연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가지나 짚을 쌓아두는 것이 허용됨.

- 멀칭이나 분쇄기 사용이 허용되지 않음.

- 종자로는 R&D 연구기관인 Agroscope가 추천하는 품종을 사용함.

○ 제2단계 질 직불의 공통적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음(DZV 제59조).

- BFF는 식물원적 질을 갖추든지, 생물다양성을 촉진하는 구조를 보일 수 

있어야 함.

- 수확기구(탈곡기)의 사용이 금지됨.

- 조사방법은 연방농업청(BLW)이나 칸톤에서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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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불의 유형  단가57

① 조방적으로 이용되는 녹지: 사료작물재배에 비료 사용하지 않음.

- 지대별 직불: 제1단계(ha당 495～1,350프랑), 제2단계(ha당 1,055～1,650

프랑)

② 덜 집약적으로 이용되는 녹지: 퇴비와 ha당 30kg 이하의 화학비료 사용

- 지대별 직불: 제1단계(ha당 450프랑), 제2단계(ha당 1,000～1,200프랑)

③ 조방적으로 이용되는 방목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방목지로 이용

- 지대 구분없이 ha당 제1단계 450프랑, 제2단계 700프랑 직불

④ 산림방목지: 산림 중 방목되는 면적에 한정

- 지대 구분없이 ha당 제1단계 450프랑, 제2단계 700프랑 직불

⑤ 건초 생육지: 9월 1일 이전에 자르지 말아야 함.

- 지대별 직불: 제1단계(ha당 855～1,800프랑), 제2단계(ha당 1,595～1,700

프랑)

⑥ 초목 울타리 및 담벽, 덤불

- 제1단계: 지대 구분없이 ha당 2,700프랑(폭 3～6m 넓이로 양쪽에 위치)

- 제2단계: 지대 구분없이 ha당 2,300프랑(길이 10m당 5종 이상 나무로 식재)

⑦ 하천변 녹지: 1년에 한 번 이상 잘라야 함.

- 지대 구분없이 제1단계 직불: ha당 450프랑

⑧ 야생식물이 자라는 휴경지: 이런 휴경지로 2년 이상 8년 이하로 존속

- 지대 구분없이 제1단계 직불: ha당 3,800프랑

⑨ 윤작 휴경지

- 지대 구분없이 제1단계 직불: ha당 3,300프랑

⑩ 작물재배지 가장자리에 자라는 야생식물 지대(Ackerschonstreifen)

- 지대 구분없이 제1단계 직불: ha당 2,300프랑

⑪ 작물재배지 위의 비오톱(Biotop): 평균 폭이 최대 12m

57 BLW(2017a), Überblick: Direktzahlungen an Schweizer Ganzjahresbetriebe, pp. 

13-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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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대 구분없이 제1단계 직불: ha당 3,300프랑

⑫ 자연적 종다양성으로 이루어진 포도밭

- 지대 구분없이 제2단계 직불: ha당 1,100프랑(제1단계는 조건으로만 구성)

⑬ 지역특유의 생물다양성 촉진지역

- 직불의 조건 및 단가를 칸톤에서 결정

⑭ 화수분 및 익충을 위한 꽃재배지

- 골짜기 저지대 및 구릉지 지대에 제1단계 직불: ha당 2,500프랑

⑮ 농지 위의 오래된 나무 및 과수목

- (나무)그루당 제1단계 13.5프랑, 제2단계 31.5프랑 직불

⑯ 지역 고유의 토착 나무 및 가로수

- 네트워크 직불과 결부시켜 지불

2.4.2. 네트워크 직불

○ 네트워크 직불은 생물다양성 촉진토지(BFF) 경작자들 간의 연계 프로젝트

(네트워크 결성)를 지원하는 직불임.

- 직불의 전제조건은 ① 다양성 질 직불의 제1단계 조건을 갖춘 토지 혹은 

수목을 대상으로 하여 ② 그 경작자들이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칸톤의 요

구사항에 상응하게 운영하거나 경작하는 것임(DZV 제62조 제1항).

- 네트워크 프로젝트 기간은 8년임.

○ 네트워크 직불의 요율은 칸톤이 정하고, 요율에 따라 결정된 직불금에 대해 

최대 90%를 연방이 부담함(DZV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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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생산시스템 직불

○ 생산시스템 직불은 ① 생물적 농업(유기농업) 직불, ② 조방적 생산 직불, 

③ 녹지에 기반한 낙농 및 육류생산 직불, ④ 동물복지 직불로 구성됨.

- 이 중에서 생물적 농업 직불은 (개별) 경영체 전체가 생물적 농업 방식으

로 생산‧가공‧유통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조방적 생산 직불과 녹지에 기

초한 낙농 및 육류생산 직불은 경영체의 영농활동 중 일부분만 해당 생

산방식에 따른 생산을 하면 직불의 대상이 됨.

2.5.1. 생물적 농업 직불

○ 생물적 농업 직불은 ｢생물적 농업 시행령(Bio-Verordnung)｣ 제3조 및 제6

조～제16조에서 규정한 영농방식을 준수해야 하는 조건을 갖는데, 이 조건

은 유기농업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생산과정뿐 아니라 가공‧유통‧관리과정

에서 철저히 이행되어야 함.

  - 생물적 농업 직불의 세부유형별 직불단가는 <표 6-8>과 같음.

<표 6-8> 생물적 농업 직불의 단가

단위: 프랑/ha

직불 유형 직불단가

특작 1,600

기타 노지 생산 1,200

기타 직불권리를 가진 토지 200

자료: BLW(2017a: 22).

2.5.2. 조방적 생산 직불

○ 조방적 생산에 대해 지원하는 조방적 생산 직불은 생물적 농업만큼 엄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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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지만 생산과정에서 성장제와 화학적-합성적 면역 강화제, 살충제와 균

사 제거제를 완전히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불함(DZV 제69조 제1항).

○ 조방적 생산 직불의 대상 품목은 ① 곡물, ② 해바라기, ③ 두류, ④ 유채 

등이 되는데, 이들 개별 품목의 생산에서는 조방적 생산방식이 경영체 전체

적으로 실시되어야 함(DZV 제69조 제2항).

- 조방적 생산 직불의 단가는 ha당 400프랑임.

2.5.3. 녹지 기반 낙농‧육류 생산 직불

○ 이 직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함.

- 건조한 사료의 90% 이상이 자가생산한 것이어야 함.

- 초지 및 방목지에서 생산된 사료 중에서 건조한 사료의 연간 비율이 ① 

골짜기 저지대에서는 75% 이상, 산간지역에서는 85% 이상이어야 함

(DZV 제71조 제1항).

○ 녹지기반 낙농‧육류 생산 직불의 단가는 녹지 ha당 200프랑임.

2.5.4. 동물복지 직불

○ 동물복지 직불은 다시 ① 특별히 동물친화적 사육시스템 직불, ② 정기적 

자유운동(RAUS) 직불로 세분됨.

○ 특별히 동물친화적 사육시스템 직불(Beitrag für besonders tierfreundliche 

Stallhaltung)의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음(DZV 제74조 제1항).

- 가축을 집단적으로 고정시켜 사육하지 말 것.

- 가축 유형에 맞게 쉬고, 운동하고, 몰두할 수 있는 축사 건립

- 낮 동안의 빛 밝기는 15 Lux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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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 가축유형별 특별한 전제조건들이 있음.

○ 가축 유형에 따른 동물친화적 사육시스템 직불의 단가는 다음과 같음.

- 160일 이상 소, 30개월 이상 말, 1년 이상 염소: 대가축단위당(GVE) 90

프랑

- 새끼 돼지를 제외한 돼지: GVE당 155프랑

- 육계, 산란계, 칠면조, 토끼: GVE당 280프랑

○ 정기적 자유운동 직불(Beitrag für regelmässigen Auslauf im Freien)에서 요

구하는 자유운동은 방목지에서의 사육이나 농장 내의 운동장 또는 축사 외

부 환경에서의 운동을 말함. 정기적 자유운동 직불의 단가는 가축의 유형 

및 연령에 따라 GVE당 165～370 프랑이 됨.





제7 장

농업자원의 보존 및 연구개발 정책

1. 농업자원 보존 및 이용정책

○ 스위스에서 농업‧농촌자원의 보존과 이 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

해서는 ｢자연 및 향토보호법(Bundesgesetz über den Natur- und Heimatschutz: 

NHG)｣이 기본법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업무의 유형에 따라 

제정된 개별 시행령에 근거하여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자연 및 향토보호법(NHG)｣은 ｢연방헌법｣ 제7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

과 같은 업무들을 관장함(NHG 제1조).

- 향토경관과 자연적 및 문화적 기념물을 보호하고 유지‧관리하는 것

- 토착 동식물과 생물다양성 및 그의 자연적 생태계를 보호‧보존하는 것

-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이익공유 지원

- 자연보호 및 향토보존 관련 연구개발 지원

○ 농업‧농촌자원의 보존 및 이용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는 범위가 넓은 편이지

만, 이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도 보다 핵심이 되는 농업분야의 동식물 보존

과 이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정책 및 제도에 중점을 두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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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말해, 농업분야 동식물 유전자원의 보존제도와 이 자원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규정하는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스위스의 입장 및 제

도화 내용에 대해 분석함.

2. 농업 유전자원 보존 및 이용제도

2.1. 농업 유전자원 보존 제도 및 현황

2.1.1. 식물유전자원

○ 1997년 스위스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

한 국가행동계획’(이하 국가행동계획)58을 수립하였는데, 이에 따라 농림업 유

전자원 중 식물유전자원은 국가유전자원은행(Nationale Genbank)에 보존됨.

- 국가행동계획을 주관하는 연방농업청(BLW)은 이 행동계획을 전담하는 

기구로 ｢재배작물 보존을 위한 스위스 위원회(Die Schweizerische 

Kommission für die Erhaltung von Kulturpflanzen: SKEK)를 설치‧운영

하고 있음.

○ 2006년 SKEK는 재배작물 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콘셉

트 및 지침을 개발함. 이러한 지침에 따라 수집하는 식물유전자원은 농업용

으로 이용되는 재래 야생작물, 재배작물의 선행품종인 재래 야생작물, 스위

스 품종, 스위스에 사회문화적 가치를 갖는 외래품종, 희귀한 외래품종, 특

별한 유전적 물질을 가진 품종이 됨(김수석 외 2016: 47).

58 스위스의 국가행동계획은 1996년 6월 세계식량기구(FAO)가 제안한 전 지구적 행동

계획에 상응한 국가 차원의 실행계획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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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EK 지침에 따른 식물유전자원의 보존방식은 ① 종자수집 보존, ② 감자

와 베리의 보존에 활용되는 시험관(in-vitro) 보존, ③ 곤충과 병균 등으로부

터 보호를 위한 시설 내의 보존,  ④ 영양체 보존에 이용되는 영농현장(농

장) 보존,  ⑤ 사료작물 보존에 활용되는 현지 내 보존(서식지 보존)으로 5

가지가 있음(SKEK 2007).

○국가행동계획 프로그램 및 SKEK 지침에 따른 유전자원의 보존은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짐(김수석 외 2016: 48).

① 제1단계인 ‘발굴된 자원의 목록화 및 특성 파악 단계’에서는 시험수집

물로 임시보존 후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liste)에 포함될 정상적 보존 

자원인지 판별함.

② 제2단계인 ‘정상적 보존 작업 단계’에서는 포지티브 리스트에 속하는 

품종은 기본수집물로 보존하고, 안전한 보존을 위해 복제수집물을 따

로 보존함.

③ 제3단계인 ‘보존하는 유전자원의 특성 분석 및 특성정보 제공 단계’에

서는 보존하는 유전자원의 특성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하고, 이 

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함.

○ 이러한 프로그램에 따른 보존활동의 결과 2016년 11월 현재 245과, 18,700

종 이상의 재배작물 유전자원이 국가유전자원은행(National Datenbank: 

BDN)59에 보존되어 있음(https://www.bdn.ch/pages/ch-root/ch-principles).

○ 2013년 현재 유전자원은행에 보존되고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상 유전자원 

수는 75과, 6,146종, 19,679자원임<표 7-1>.

- 이는 보존 상태에 있는 유전자원 중에서 특성분석을 마친 후 포지티브 

리스트에 포함되는 정상적 자원 수가 크게 적은 사실을 의미함.

59 유전자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BDN은 2002년부터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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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스위스의 포지티브 리스트 보존 재배작물 유전자원 수

재배작물 과 종 자원

포도나무 4 141 3,767

베리 6 205 1,154

감자 1 38 118

채소 12 482 506

과일나무 13 3,063 10,937

곡물 4 1,498 2,482

옥수수 1 311 364

아로마 및 약용작물 25 94 37*

콩과사료작물 2 119 119

초본사료작물 7 195 195

계 75 6,146 19,679

주: * 아로마 및 약용작물의 경우, 특성분석 진행 중이어서 분석이 끝난 자원 수가 품종 수보다 적게 나타남.

자료: SKEK(2013), HOTSPOT 28.

2.1.2. 동물유전자원

○ 동물의 종 다양성 및 유전자원 보존을 위해 스위스는 1998년 ｢스위스 농업

가축의 종 다양성 보존을 위한 콘셉트｣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이 ｢콘셉트｣ 실시를 통해 현존하는 동물 종에 대한 목록화가 이루어지고 

멸종위기 수준이 설정됨. 이에 따르면, 스위스의 동물 종수는 250종 이상

인데, 이 중에서 스위스 종은 33종이며, 23종이 멸종위기동물로 분류됨

(BLW 1998: 4-7).

○ 또한 스위스 종(Schweizerraase)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었는데, 동물 중 스위

스 종은 ① 종의 기원을 스위스에 두고 있거나(고유종), ② 적어도 50년 이

상 스위스에서 사육되어 왔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재래종)임(BLW 2007: 

10). 한마디로 스위스 종은 스위스의 지형 및 기후조건에 적응하고 지역전

통과도 밀접히 결부된 가축 종으로 정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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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상으로는 1999년 ｢농업법｣ 개정과 ｢동물사육시행령(Verordnung ϋber die 

Tierzucht)｣ 제정으로 멸종위기 스위스 종을 보존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시행됨.

- 또한 동물유전자원의 보존을 전담하는 조직이 연방농업청(BLW) 내에 

설치됨.

○ 동물유전자원의 동결보존은 2010년 이전까지 개별 축종별로 분리되어 이루

어졌다가, 2010년 이들 데이터들을 통합하는 국가유전자원풀(Nationaler 

Genpool)의 통합데이터은행이 구축됨(BLW 2010: 6-20).

- 동물유전자원의 동결보존은 종래 소의 경우 유전자원회사인 Swissgentics, 

말은 Swiss National Stud, 돼지는 Suisag, 염소와 양은 BLW와 스위스염

소육종협회 등에서 이루어져 왔음.

- 2010년 BLW와 Swissgentics 간의 데이터 공유 합의로 국가유전자원풀

의 웹인 CryoWEB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대해 Swiss National Stud, 스

위스염소육종연합회, Suisag 등이 데이터 공유에 합의함으로써 동결동물

유전자원의 통합데이터은행이 구축됨. 

- CryoWEB으로 대변되는 스위스 동결동물유전자원의 데이터은행은 다시 

유럽동물다양성정보시스템(EFABIS)60과 연결되는 체계를 갖추게 됨.

○ 스위스는 2013년 ｢동물유전자원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

은 2007년 FAO가 수립한 ｢동물유전자원을 위한 전 지구적 행동계획｣에 부

응하기 위한 것임.

- ｢국가행동계획｣에는 4대 전략과 23가지 우선시책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중 4대 전략은 ① 상황과 리스크에 대한 적확한 파악, ② 동물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육종개발 개선, ③ 동물유전자원의 개선된 보존을 

통한 다양성 및 완결성 확보, ④ 범용가능한 정책 및 제도 시행과 능력 

배양임(Marguerat 2016: 22; 김수석 외 2016: 50에서 재인용).

60 European Farm Animal Biodiversity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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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전자원의 보존 및 ABS에 대한 스위스의 기본 입장

○ 스위스는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유전자원의 보존과 이용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유전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생물다양성 보존의 실천과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이익공유 또한 이러한 과업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사항

으로 본다. 다시 말해, 유전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은 전 지구적 지

속가능성 입장에서 인류가 공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실천과업에 속한다는 

것임(김수석 외 2016: 50).61

○ 이에 따라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ABS)’도 개별 국가적 이해라는 전략

적 차원에서 접근할 사항이 아니라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과업의 

실천방안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봄.

- 실제로 스위스는 유전자원의 분포 및 보유 측면에서 자원 제공국보다 자

원 이용국에 가깝지만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를 국익 차원

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생물다양성 보존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나고야 의정서를 수용하고 있음(김수석 외 2016: 51).

2.3. 유전자원 ABS 제도

○ 유전자원 ABS와 관련하여 스위스가 실시하고 있는 제도는 ① 나고야 의정

서 시행 관련 제도, ②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ITPGRFA) 시행 관련 

61 생물다양성 상실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근거가 훼손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 차원에서 공동으로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

제가 됨(Bosshard u.a. 2013: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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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③ 특허출원에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 관련 제도임.

2.3.1. 나고야 의정서 관련 제도

○ 스위스는 2014년 7월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2014

년 3월에 이미 ｢자연 및 향토보호법(NHG)｣62을 개정하여 유전자원 관련 규

정을 신설하고, 2015년 12월 ｢나고야 시행령｣63을 제정하여 시행함.

 ○ ｢자연 및 향토보호법｣에 삽입된 유전자원의 ABS 규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됨.

① 실사의무(due diligence) 규정: 유전자원 이용자는 제공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정(ABS)을 준수할 것(NHG 제23n조).

② 신고의무 규정: 유전자원 이용의 산출물이 시판되기 전에 실사의무 이

행에 대한 내용을 연방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함(NHG 23o조).

③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규정: 스위스 소재 유전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

한 이용 차원에서 유전자원의 이용 및 이익공유(ABS)를 규정함(NHG 

제23q조).

○ ｢자연 및 향토보호법｣에 따라 실사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유전자원은 ① 나

고야 의정서의 체약국이 아닌 국가에서 유래한 것, ②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국내 법령을 갖추지 못한 국가에서 유래한 것 등으로 명문화함(NHG 

제23n조 제2항).64

62 전술한 바와 같이 NHG는 농업‧농촌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의 기본법으

로서 자연보호와 향토문화재 보존뿐 아니라 토착 동식물 보호와 습지 보호, 유전자

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국립공원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63｢나고야 시행령｣의 정식명칭은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생겨난 이익의 형

평하고 공정한 공유에 관한 시행령(Verordnung über den Zugang zu genetischen 

Ressourcen und die ausgewogene und gerechte Aufteilung der sich aus ihrer 

Nutzung ergebenden Vorteile)｣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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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사의무 규정에 따른 유전자원의 이용은 유전자원의 유전적 또는 생화

학적 구성성분에 대한 연구‧개발로 명시함(NHG 제23n조 제3항).

○ ｢나고야 시행령｣은 ｢자연 및 향토보호법｣상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한 것인

데, 무엇보다 국내 소재 유전자원의 접근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나고야 시행령｣ 제8조).

- 스위스 소재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내국인이든 외국인든 상

관없이 유전자원의 접근과 관련한 기본정보를 기록‧보관하고 그 정보를 

후속이용자에게 전달해야 하며65 유전자원 이용의 산출물이 시판되기 전

에 전술한 기본정보를 연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함(｢나고야 시행령｣ 제8

조 제3항).

○ 스위스는 나고야 의정서 제8조에 따른 비상업적 연구에 대한 ABS 규정을 

법령에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자발적인 ABS 협약형태로 개발하여 운영하

고 있음.66

2.3.2. ITPGRFA 조약 관련 제도

○ 스위스는 2005년 2월 ITPGRFA 조약에 가입하여 조약체약국이 되었는데, 

64 이밖에 나고야 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항, 즉 ① 개별 국가의 영토 바깥

에서 유래한 유전자원, ② 인간유전자원, ③ ITPGRFA 등 특별한 국제규정에 따른 

것, ④ 의정서상의 이용이 아닌 교역 및 소비재로 이용되는 유전자원 등에는 실사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65 기본정보의 항목으로는 ①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② 대상 유전자원에 대한 서술 

및 용도, ③ 유전자원의 접근 시점 및 장소, ④ 제3자가 유전자원을 직접 취득하게 

되는 경우, 제3자의 이름과 주소 및 취득시점, ⑤ 유전자원이 전달(양도)되는 경우, 

후속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및 전달시점 등이 됨(｢나고야 시행령｣ 제8조 제1항).

66 비상업적 연구에 대한 자발적 ABS 합의서(Agreement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for Non-Commercial Research) 내용에 대해서는 김수석 외(2016) 부록 3, p. 

1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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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약에 따른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익공유에 대한 제도는 

2013년 ｢농업법｣에 농업‧식량유전자원에 관한 규정(제147a조 및 147b조)

이 신설되고, 2015년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시행령(Verordnung über die Erhaltung und die nachhaltige Nutzung 

von pflanzengenetischen Ressourcen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PGRELV)｣이 제정됨으로써 실제적인 규율이 이루어짐.

○ PGRELV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됨.

①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국가유전자원은행 운용(제3～4조)

② 국가유전자원은행의 접근 및 이익 공유(제5조)

③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보존방안(제6～6a조)

④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제7조)

○ PGRELV 시행령 제4조상의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국가유전자원은행은 종

자은행과 보존수집물 및 현지 내 보존용 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 종

자은행은 식물유전자원 중에서 ① 스위스에서 생성되었거나 육종된 품종 

및 재래종, ② 이전에 전국 또는 지역 차원에서 의미를 가졌던 품종 및 재래

종의 유전체를 수집‧보존함(PGRELV 제4조 제1항).

○ 국가유전자원은행의 보존자원은 ITPGRFA에 따른 표준물질이전협약(SMTA)67

이 체결된다면 농업‧식량생산 연구 및 육종, 기본증식물질의 생산에 이용될 

수 있음(PGRELV 제5조 제1항).

67 ITPGRFA의 표준물질이전협약(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 SMTA) 방식에 

따른 ABS는 다음과 같이 표준화된 두 방식 중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음. ① 이용

자가 유전자원의 연구개발 산출물에서 얻은 매출액의 30%를 공제한 나머지(70%) 

금액에 대해 1.1%의 요율을 곱한 금액 지불, 또는 ② 10년의 계약유효기간을 두는 

경우에 유전자원 산출물의 매출액에 대해 0.5% 요율을 곱한 금액 지불. SMTA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김수석 외(2016), pp. 33-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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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ITPGRFA 조약은 표준물질이전협약(SMTA)에 따라 ABS를 실시하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을 ITPGRFA의 부속서에 규정한 64개 작물에 한정하

고 있는데, 스위스는 SMTA에 따라 ABS를 실시하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

원을 64개 작물에 한정하지 않고 식량농업작물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

장을 견지하고 있음.

- 스위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식량농업유전자원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지

속가능하게 이용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임.

○ 스위스의 PGRELV 시행령은 이밖에도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유전적 다

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와 이러한 유전적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이용하

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함.

2.3.3. 특허출원에서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

○ 스위스는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를 특허출원의 의무사항으로 함으로써 원소

재인 유전자원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음. 이것은 나고야 의정서가 비

준되기 훨씬 이전인 2008년에 ｢발명특허법(Bundesgesetz über die Erfindun- 

gspatente: PatG)｣을 개정함으로써 실시함.

- ｢발명특허법｣ 규정에 따르면, 발명이 유전자원에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특허출원에서 해당 유전자원의 출처가 제시되어야 함(PatG 제

49a조 제1항 a호).68 

- 출처가 알려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명기해야 하고(PatG 제

49a조 제2항),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특허등록

이 이루어지지 않음.

○ 발명특허시행령(PatV) 제45a조에 따르면, 출처와 함께 공개되는 내용은 ① 

68 유전자원에 관한 토착지역공동체의 전통지식도 같은 규정이 적용됨(발명특허법 제

49a조 제1항 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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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협약(CBD) 제2조 및 제15조상의 유전자원 제공국, ② ITPGRFA 

제10조 제2항상의 다자시스템, ③ CBD 제8조상의 토착지역공동체, ④ CBD 

제2조상의 유전자원 원산국, ⑤ 유전자원은행과 같은 현지 외 보존 출처, ⑥ 

학술문헌 등이 됨.

○ ｢발명특허법｣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출처를 제시하는 경우에 최고 10만 프랑

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이 판결내용을 관보에 공시하게 함(PatG 제81a조).

○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의 출처를 공개하는 방안이 아직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전체의 협약으로 발전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WIPO 회원국들 중에

서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를 국내법으로 입법화하여 시행하는 국가들이 

2016년 현재 22개국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스위스와 인도가 출처공개

를 특허등록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가장 강한 보호를 하고 있음<표 7-2>.

<표 7-2> 유전자원 출처공개 국가별 유형

국가 공개 형태 특허 효력 ABS 이행 관련 법령

스위스 출처공개 의무
특허등록의 전제조건, 

허위정보에 벌칙금 부과
연계하지 않음 발명특허법

인도 출처공개 의무

특허등록의 전제조건,

출처 비공개 또는 허위정보 시 특허등록 

불가, 기등록된 특허도 취소

연계하지 않음 특허법

노르

웨이
출처공개 의무

특허권 효력에 영향 없음. 불이행 시 벌칙

금 부과
ABS 이행 사전 준수 특허법

중국 출처공개 의무 위반시의 법적 효과   아직 규정하지 않음 연계하지 않음 전리법

독일 알려진 경우, 지리적 출처 공개 특허권 효력에 영향 없음 ABS 이행 사후 연계 특허법

EU 알려진 경우, 지리적 출처 공개 특허권 효력에 영향 없음 연계하지 않음
생명공학적 발명의 법적 

보호규정

자료: WIPO(2016); 김수석 외(2016: 4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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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결

○ 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의 근간이 되는 CBD 협약은 생물다양성 보존과 

보존된 생물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기본적인 실천원리로 하기 때문

에 유전자원 ABS 운용에서 이익 공유보다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음.

- 이처럼 CBD 협약의 보편적 원리와 이에 대한 실천수단으로서의 나고야 

의정서의 의의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정책적 대응

은 경제적 이해득실을 고려한 국익 차원의 전략적 대응을 뛰어넘는 수준

이 되어야 함.

○ 스위스는 유전자원의 이용국에 가까운 편이지만, 생물다양성 보존이라는 

CDB의 기본취지에 입각하여 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차원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를 선도적으로 제도화하고 있음.

○ 스위스에서 유전자원의 보존은 국가행동계획과 이에 대한 실행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유전자원의 ABS는 나고야 의정서와 

ITPGRFA의 이행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음. 나아가 유전자원에 대한 ABS 

보호가 특허법 차원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출처 공개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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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연구개발 정책

3.1. 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전략

3.1.1. 연구개발 추진체계

가. 법  근거

○ 농업연구개발의 법적 근거는 궁극적으로 ｢연방헌법｣ 제104조인 농업조항에 있음.

- ｢연방헌법｣은 스위스 연방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과업을 수행하

기 위해 행하는 조치 중의 하나로 농업 연구와 컨설팅 및 교육훈련의 육

성을 들고 있음(｢연방헌법｣ 제104조 제3항 e).

○ 다음으로 ｢농업법｣에서 농업연구개발의 추진체계와 연구기관의 과업을 규

정함(｢농업법｣ 제114～117조).

- 연구기관의 과업으로 ① 영농현장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개발, ② 농업정책적 결정을 위한 기반 연구, ③ 농업정책방안의 개발 및 

평가, ④ 농업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한 근거 제공, ⑤ 친환경적‧동물

보호적 생산방식을 위한 기반 제공 등이 있음(｢농업법｣ 제115조).

○ 농업연구개발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은 ｢농업연구 시행령(Verordnung 

über die landwirtschaftliche Forschung: VLF)｣이 담고 있음.

나. 연구개발 추진기

○ 스위스에서 농업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주된 연구기관은 Agroscope임.

- 조직체계상 연방농업청(BLW)의 일부를 구성하는 Agroscope는 BLW의 

지휘‧감독을 받음(VLF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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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roscope의 업무는 ① 농식품산업을 위한 연구개발, ② 연방의 공공연

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평가와 모니터링 및 법제화를 위한 결정 

근거 산출, ③ 농업부문 법제화 및 타 부처와의 합의 차원에서 이루어지

는 실행업무가 됨(VLF 제5조 제1항).

○ Agroscope 다음으로 중요한 연구기관은 ‘생물적 영농(유기농) 연구소

(Forschungsinstitut für Biologischen Landbau: FiBL)’임.

- FiBL은 1973년 유기농업을 하는 농업인들과 친환경 농업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에 의해 유기농법을 개선하고 서로의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공동

의 이해에 부합하는 민간재단으로 설립됨.69

- 민간기구이지만 스위스 연방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농업인에 대한 컨설팅 및 기술보급은 AGRIDEA가 전담하고 있음(BLW 

2016a: 110). AGRIDEA의 회원은 스위스의 칸톤들과 리히텐슈타인, 그리

고 약 40개의 조직들로 구성되고, 주된 재정적인 지원은 스위스 연방이 담

당함.

○ 이 밖에 가금류에 대한 연구로 특화되어 있는 Aviforum 재단과 대학 산하의 

연구소들이 농식품부문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음.

- 전형적인 민간연구기관으로는 네슬레(Nestlé)와 신젠타(Syngenta) 산하 

연구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들은 국제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

다. 연구개발에 한 재정 지원

○ 2016년 현재 연방농업청(BLW)이 재정지원하는 연구개발 예산은 1억 2,212

만 프랑임<표 7-3>. 이 중 91%가 Agroscope의 연구개발비로 사용되고, 6%

의 예산이 FiBL에 지원됨.

69 FiBL은 스위스뿐 아니라 독일과 오스트리아에도 설립되어 있어 국제적 연대가 이

루어지는 조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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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스위스 연방농업청의 연구개발 지원예산

단위: 천 프랑

구분 공개경쟁에 의한 연구용역 FiBL 지원 Agroscope 예산 합계

2012a) 1,753 4,320 80,983 87,056

2013a) 1,823 4,470 81,416 87,709

2014a) 1,596 6,320 115,751 123,667

2015a) 1,662 6,170 117,009 124,841

2016b) 3,834 7,190 111,100 122,124

2017c) 3,937 7,190 108,100 119,227

2018c) 3,919 7,190 108,100 119,209

2019c) 3,980 7,190 108,100 119,270

2020d) 3,980 7,190 108,100 119,270

주: a: 결산, b: 예산, c: 재정계획, d: 예상

자료: BLW(2016a: 88).

3.1.2. 연구개발 전략

가. 국가  략

○ 스위스는 농업부문 연구개발의 국가적 전략을 ‘지속가능한 먹거리 조달 체

계 구축(Nachhaltiges Schweizer Ernährungssystem)’에 두고 있음(BLW 

2016a: 24-25).

- 이 전략은 스위스가 범부처적으로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2016-2019 

전략’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추진되고 있음.

○ 스위스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조달 체계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먹거리의 생산

과 소비 및 리사이클링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향하고 있음(BLW 2016a: 26).

- 제1단계는 영농활동의 여건을 조성하는 단계로서 주어진 자원의 본원상

태를 유지‧보존하는 과정임. 여기서는 종 다양성 유지와 유전자원의 보

존 및 토양 복원 등이 실시됨.

- 제2단계는 친환경적‧동물복지적 생육으로 농업생산이 이루어지는 과정

임. 한마디로 동식물이 건강하게 자라야 건강한 식품이 된다는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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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으로 하여 도축(또는 수확) 전까지 사육(또는 재배)되는 동식물 입장

에서 생육하는 것임.

- 제3단계는 건강한 고품질의 농산물로 소비되게 하는 과정임. 여기서는 

이력제 및 인증제 실시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의 산물이 그 가치를 제

대로 인정받고 지속가능한 소비 전략으로 판매될 수 있게 하는 것임.

- 제4단계는 지속가능한 농업이 지속될 수 있게 농업생산의 에코서비스시

스템(생태계)을 복원하는 과정임. 한마디로 자연의 환류 및 리사이클링 

단계인데, 이러한 리사이클링에는 생산 및 소비활동의 종료 이후뿐 아니

라 윤작처럼 생산과정 중에 실시되기도 함.

<그림 7-1> 스위스 먹거리 조달체계의 단계

자료: BLW(2016a: 26)에서 재구성.

○ 이처럼 스위스의 농업부문 연구개발은 지속가능한 농업이 선순환하여 공동

경제적 성과를 확대할 수 있는 기술 및 방안을 개발하고 창안하는 것을 전

략적 목표로 삼고 있음.

나. 연구기 의 략  연구목표

○ 스위스 농업 연구개발의 주축이 되는 Agroscope는 다음과 같은 17가지 전

략적 목표를 설정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BLW 2016a: 79-84).

① 다원적 기능을 갖는 초지 이용과 가축 사육을 적정화함.

② 경종작물 및 특작 재배를 위한 자원효율적 영농방식을 개발함.

③ 성과 및 시장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식물종자를 육종하여 공급함.

④ 사람과 동물에 대한 단백질 조달을 적정화함.

⑤ 지속가능하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식물보호제를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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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동물복지적 사육과 가축위생 및 건강을 지원함.

⑦ 입지에 맞는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동물유전공학을 응용함.

⑧ 농식품산업에서 미생물의 다양성을 이용할 수 있게 함.

⑨ 식품안전을 위해 세균 리스크와 항균의 내성을 낮춤.

⑩ 식품의 품질 제고와 생산혁신을 육성함.

⑪ 스마트팜을 통해 생산시스템을 적정화함.

⑫ 스위스 농식품산업의 성공적 시장진입 및 점유전략을 제시함.

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잠재력을 발굴함.

⑭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생태 효율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⑮ 토양을 보존하고 입지에 맞게 이용함.

⑯ 종 다양성과 농업경관의 공간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함.

⑰ 농업을 기후변화에 적응하게 하고 기후변화의 원인 제공을 줄여나감.

○ FiBL은 연구대상을 ① 토양학, ② 작물학, ③ 축산학, ④ 사회경제학, ⑤ 상담‧

교육 분야로 나누어 24개의 연구테마를 설정하고 있음(BLW 2016a: 85-87).

3.2. 연구개발 내용

○ 스위스의 농식품산업부문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농업정책의 중점분야별 연구개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농식품산업 활동영역별 연구개발 내용임(BLW 2016a: 31-53).

3.2.1. 농업정책 중점분야별 연구개발 내용

가. 경쟁력 강화

○ 스위스 농정에서 경쟁력 강화는 가격경쟁력 강화와 함께 품질경쟁력을 포

함하는 차별화 전략이 주된 연구개발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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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 농식품과 외국산(수입) 농식품 간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주된 연구내용으로 함.

- 이를 위해 국내산 농식품을 사회적‧환경적으로 수용되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부합하는 형태로 생산하게 하는 연구개발과, 국내산과 수입산

의 환경영향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함.

- 또한 지역특성 조사를 통한 특정 지역 농식품의 독특성을 연구하는 연구

개발과 도시 및 독신생활과 같은 특정 틈새시장을 겨냥하여 이런 생활집

단에 적합한 맞춤형 농식품 연구개발을 함.

○ 궁극적으로 국내 농업생산의 표준화 수준을 높임으로써 ‘스위스산’이라는 

표시가 질적 차별화를 통한 가격 차별로 일반화될 수 있게 하는 ‘스위스 농

식품 생산체계’ 구축을 연구목표로 함.

나. 생산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 토지, 물, 유전자원 등 농업생산자원의 이용에서는 자원의 공급에 한계가 있

다는 점과 자원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

어야 하기 때문에 생산자원의 연구개발에서는 이 점을 시발점으로 함.

○ 이 분야 연구개발은 일차적으로 토지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

한 연구에 중점을 둠.

- 여기에는 토양경화의 예방 및 복원과 같은 토지특성을 복원하는 연구와 

토지의 특성과 토양미생물 간의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연구, 토지의 합리

적 윤작체계 연구, 토양 속 미생물공동체의 기능에 대한 연구 등이 속함.

○ 토지 이외 생산자원 일반에서는 가치(창출)사슬의 모든 단계에서 에너지 및 

영양분 효율과 수자원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유실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연

구개발을 함.

- 이로써 생산자원에 대한 외국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이고 건실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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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함.

- 여기에는 기후변화와 소비자의 기호 변화, 생물다양성 파괴와 전 세계적

으로 확산되는 자원 부족 현상하에서 자연자원의 보존 필요성과 먹거리

를 지키려는 사회경제적 행동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개발을 통해 규명하

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됨.

○ 식생활체계에서 자원 리사이클링과 같은 자원순환에 대한 연구와 농업생산

에서 양분 수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연구대상이 됨.

-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농식품 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연구와 효율적이

고 안전한 쓰레기 처리기술의 개발이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을 구성함.

- 농업경영체 차원에서 축산과 경종농업 간에 유기물질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지력을 증진시키고, 환경의 부담을 줄이면서 비료 및 사료의 구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경영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또한 대상이 됨.

다. 고품질  출처 표시로 뒷받침하는 생산체계

○ 생산된 농식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 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가 대상이 됨.

- 원산지 표시와 GMO 성분표시, 생산이력제 의무화 또는 확대방안을 연구함.

- 유기농산물 인증과 지리적 표시 인증 등 품질인증을 촉진하는 방안을 연구함.

○ 기후변화로 인해 질병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함.

- 식품의 안전성 보장에는 과학적으로 정교하게 개발된 위험도 평가시스

템이 기초수단이 되는데, 이 평가를 통해 농작물 및 가축의 병균 침입 여

부와 손상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 

- 여기서 위험도 평가시스템을 보다 고도화하고 평가방법을 신속‧정확하

게 하는 연구개발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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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건하에서 경쟁력을 갖

추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건실한(resilient) 농업생산시스템을 개발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당면한 핵심과제이자 연구개발의 중심주제가 됨.

-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① 전 지구적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방

안, ②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방안 연구로 나눌 수 있음.

-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연구에는 가축사육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및 

매탄가스와 화학비료 사용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N2O)를 줄이는 방

안과 온실가스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 소재 원료 사용을 억제하는 

방안 연구가 개발되고 있음.

3.2.2. 농식품산업 활동영역별 연구개발

가. 식물농업분야 연구개발

○ 농작물의 육종 연구는 비료와 농약(식물보호제)을 적게 필요로 하고 물의 

사용량을 줄이는 품종을 개발하는 연구와 인체 유해성분 및 독성을 줄여나

가는 육종이 주된 연구임.

- 작물재배증식기술에 대한 연구는 농작물에 대해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

하지만, 자원 및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둠.

- 하지만 유전자변형기술(GMO)이 중심이 되는 녹색 유전공학의 활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개발에는 스위스가 중

점을 두고 있지 않음.

○ 작물보호에 대한 연구개발은 한편으로 질병감염과 저항력 형성 간의 구조

를 연구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식물보호제의 효능을 연구하는 것임.

- 예고-예방-진단-처방의 전략이 보다 개선되고 보다 최적화되는 연구를 

개발함.



111

- 화학적 식물보호제의 사용 대신 생물학적 천연식물보호제의 사용을 확

대하기 위해 천연식물보호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함.

○ 스위스가 특별히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독특한 연구개발로  ‘통합적 작물보

호’ 방안을 들 수 있음. 이것은 품종의 선택, 기능적 종 다양성 유지, 작물의 

특성에 부합하는 입지 선정, 익충 활용, 토양 개량, 윤작 실시 등을 종합적으

로 실시하여 생태적인 저항력을 높이고 식물보호제의 종속에서 벗어나게 

해서 건강한 농업생태시스템(Agrarökosystem)을 구축하는 방안임. 

나. 축산분야 연구개발

○ 축산의 연구개발에서 기본으로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육종 및 재생

산기술이 갖는 가능성과 위험성을 조기에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예를 들어,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육종연구로 지속가능한 축산을 확대하

는 것임.

○ 가축을 키우는 사료공급에서는 배합사료보다 조사료의 공급을 확대하고, 단

백질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사료로 사용될 수 있는 대안적인 단백질 원천

(예를 들어 곤충단백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함.

○ 가축생리학에 대한 연구는 가축의 성장방식과 활력 및 번식력의 크기 간의 

종합적인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함.

○ 가축의 건강에 대한 연구는 최적 조건에서 사육된 가축들이 질병 감염이 적

고 보다 생산적일 뿐 아니라 안전한 식품을 위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입

증하는 연구를 수행함.

- 이 결과로 가축들이 동물복지적 환경에서 사육되는 것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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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도출되는 핵심사항은 모든 가축의 일반적 건강 증진이 항생제와 

같은 약품의 사용을 줄이고, 이것이 다시 사람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게 

된다는 사실임.

○ 가축사육에 필요한 연구개발은 무엇보다 사육시스템을 동물복지에 부합하

게 만드는 것임.

- 축사와 같은 사육시스템의 개선이 동물복지를 증진시키고, 이것이 다시 

질병의 유발과 항생제의 사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됨.

- 가축을 이동하거나 도축할 때 스트레스를 줄이고 동물복지를 증진하는 

방안을 개발하는 것도 가축사육과 관련한 연구개발에 해당함.

다. 식품의 가공‧ 장  리스크 리

○ 가공분야의 연구는 원료의 특성에 부합하는 가공을 통해 식품의 건강가치

를 높이고 환경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및 방안을 창출하는 것임. 

- ‘농장에서 식탁으로’의 유통과정도 이 연구영역에 속하는데, 여기서는 

무엇보다 농축산물의 이력제 등을 통해 소비단계에서 생산단계로 역추

적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에 주력함. 

- 이는 생산된 농식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 

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역할을 함.

○ 생산된 농식품을 품질의 저하 없이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 미생물을 투입하

는 방법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능성 식품 원료를 혁신적 생산과정을 통해 신

제품으로 개발하는 연구개발이 이루어짐.

○ 또한 원료의 생산부터 가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 이르는 과정과 이후의 식

생활 과정 전체가 하나의 가치사슬 체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연

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이 분야의 연구개발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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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리스크 방지 연구는 원하지 않는 성분이 사료를 통

해 식품사슬체계에 들어오는 것(carry over)을 최소화하는 연구 등이 해당함.

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생활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생활 연구는 크게 식품과 관련된 건강 및 삶의 질에 

대한 연구와 건강하고 안전하며 맛있는 식자재 섭취를 통한 균형 잡힌 식생

활양식에 대한 연구로 구성됨.

- 여기서는 식품 및 영양 섭취로 인한 신체 이상(징후)을 줄이는 방안을 찾

기 위해 식품구성요소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에 기반한 혁신기술 개발

이 핵심이 됨.

○ 스위스의 소비자 행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식품소비자들의 지속가능한 

영양섭취 행태가 환경친화적이고 자원절약적이며 사회적으로 납득되는 생산

방식을 고려하여 생산된 농식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BLW 2016a : 50).

- 이처럼 지속가능한 식생활 양식에 대한 연구는 건강하고 안전한 식자재

의 수요(지속가능한 소비)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함.

○ 이 분야의 연구대상이 되는 소비자행태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가치판단과 

사회적으로 우려하는 여론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이 핵심사항이 됨.

 - 소비자의 소비행태 결정에는 관련 사항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특정 행

위를 유발하게 하는 주위 환경이 중요함.

- 다시 말해, 여기서는 해당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수준이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개발은 식품 및 식생활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제8 장

품질인증제도 및 시장판매 지원정책

1. 유기농업 현황

○ 2016년 현재 유기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수는 6,538개소인데, 이는 

2016년의 전체 경영체 수(2,263개소)의 12.5%를 차지함(Bio Suisse 2017: 3).

- 유기농업경영체 중에서 스위스의 유기농연합체인 Bio Suisse에 속한 경

영체(Knospe-Betrieb)가 6,144개소로 94%에 해당함.

○ 유기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은 2016년도에 14만 3천 ha로 전체 농지 107

만 2천 ha의 13.4%를 차지함.

- 지대별로는 골짜기 저지대 농지의 유기농업 이용률이 8.1%로 낮은 편이

지만, 산간지대의 이용률은 21.8%로 높게 나타남(Bio Suisse 2017: 5).

○ 2017년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위스 소비자들의 51%가 매일 

또는 한 주 중 여러 번 유기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Bio Suisse 

20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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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인증 및 표시제도

○ 스위스에서 농식품에 대한 품질인증 및 표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형태로 

이루어짐.

① 유기농업 및 유기농식품

② 원산지 표시 및 지리적 표시

③ 산악 및 알프스 생산물

④ “스위스산(Swissness)” 인증

2.1. 유기농업 및 유기농식품

2.1.1. 일반적 규정

○ 유기농업을 통해 생산된 농식품의 품질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는 ｢농업법｣ 

제15조와 ｢유기농업 및 유기농식품 표시에 관한 시행령(Verordnung über 

die biologische Landwirtschaft und die Kennzeichnung biologisch produ-

zierter Erzeugnisse und Lebensmittel: Bio-Verordnung)｣임.70

○ 유기농식품(biologische Erzeugnisse)의 생산‧가공‧판매에서 다음과 같은 기

본원칙들이 유지됨(Bio-Verordnung 제3조).

- 자연적 순환 및 생육과정이 고려됨.

- 화학합성 보조재 및 성분의 투입이 방지됨.

70 스위스에서는 유기농업 또는 유기농식품 등에 대한 용어로서 “생물적(biologisch)” 

또는 “생태적(ökologisch)”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통상 사용하

고 있는 용어의 용법을 고려할 때 이 단어들을 유기농 또는 유기농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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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생물체(GMO) 및 그 결과물은 이용되지 말아야 함. 다만 수의

학적 생산물은 예외로 함.

- 생산물이 이온화된 광선으로 처리되지 않아야 하고, 광선 처리된 생산물

은 사용되지 않도록 함.

- 사육하는 동물의 수는 생성되는 퇴비를 처리할 농지면적에 맞도록 함.

- 사육되는 동물은 살아있는 전 기간 동안 ｢유기농업 시행령(Bio-Verordnung)｣

에서 정한 방식대로 사육됨.

○ 유기농업(생산)은 개별 경영체가 전체적으로 유기농법으로 영농을 해야 인

정되며, 부분적인 유기영농은 유기농업으로 인정되지 않음.

- 다만 경영체 내에서 다년생 작물을 생산하는 토지 부분이 유기영농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직불제 시행령(DZV)｣에서 규정한 친환경적 영농

능력 증명의 조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 경영체를 유기농업경영체로 

인정함(Bio-Verordnung 제7조).

○ 관행 농업에서 유기농업으로 전환한 경영체는 전환 후 2년 동안 전환경영체

(Umstellungsbetrieb)로 간주되는데, 유기농업경영체로 인정되는 시점은 2년

이 지난 다음 해 1월 1일이 됨(Bio-Verordnung 제8조 제1항).

- 전환기 동안 전환경영체는 ｢유기농업 시행령(Bio-Verordnung)｣이 정한 

규정들을 준수해야 함.

- 즉각적인 전환이 힘든 포도 및 과수 농업경영체 등은 단계적인 전환도 

허용되는데, 총 전환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음(Bio-Verordnung 제9조 

제1항).

2.1.2. 작물생산

○유기농업적 식물생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토양의 비옥도 및 생물적 활동

이 보존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이것들이 증대되도록 함. 이러한 목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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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함(Bio-Verordnung 제10조).

- 토양은 그 자체가 갖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특성으로 인한 지속가능

한 수확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경작되어야 함.

- 생물적 다양성이 촉진되어야 함.

- 윤작, 초지 이용 및 영농활동이 어떠한 윤작문제, 토양침식, 비료 및 식물

보호제의 과다사용 또는 유실로 이어지지 않게 구성되어야 함.

- 사료작물 재배에서 이용의 강도는 입지에 맞게 차별화되어야 함.

○ 해충과 병균 및 잡초를 방제하기 위해 ① 적절한 품종 선택, ② 적절한 윤

작, ③ 기계활용적 방제, ④ 익충의 활용 등이 장려됨(Bio-Verordnung 제11

조 제1항).

- 식물보호제는 경작에 직접적인 위험이 존재할 때만 사용됨(예방적 사용 

금지).

○ 퇴비와 거름과 같은 유기질 비료는 가급적 경영체 자체에서 생성된 것을 사

용하도록 함.71

- ha당 비료 소요량은 골짜기 저지대의 경우 최대 2.5 비료대가축단위

(Düngergrossvieheinheit: DGVE)72가 되고, 다른 지대는 토양의 부담능력과 

지형적 관계를 고려하여 더 낮게 책정됨(Bio-Verordnung 제12조 제4항).

○ 종자 및 채종종자는 유기농업경영체로부터 생성된 것이어야 함(Bio-Verordnung 

제13조 제1항).

71 농업경영체들 간의 유기질 비료의 전달은 ｢직불제 시행령(DZV)｣에 따른 친환경적 

영농능력 증명 조건을 갖춘 경영체로 한정함. Bio-Verordnung 제12조 제6항 참조.

72 가축분뇨에 의한 유기질 비료 크기를 나타내는 비료대가축단위(DGVE)는 600kg의 

젖소가 연간 배출하는 분뇨의 평균 크기에 해당하는 것임. 1DGVE를 화학비료로 환

산하면 105kg의 질소 및 15kg의 인 비료가 됨. ｢상수원보호법(Gewässerschutzgesetz: 

GSchG)｣ 제14조 제8항 및  ｢상수원보호시행령(Gewässerschutzverordnung: GSchV)｣ 

제2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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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종자시행령(Saatgut-Verordnung)｣에 따라 시험실에서 채종이 승인

된 종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함(Bio-Verordnung 제13조 제3항).

○ 유기농 종자를 사용하지 않는 농업경영체는 다음과 같은 사실 중 하나를 입

증해야 함(Bio-Verordnung 제13a조 제1항).

- 요청되는 적절한 유기농 종자 또는 채종종자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는 것

- 이용자가 적시에 종자를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자공급자가 파종시기 

전까지 종자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 유기농 종자를 사용하지 않은 자는 사용된 종자의 양과 품종에 대한 정보를 

유기농 연구소(FiBL)의 정보시스템에 신고해야 함(Bio-Verordnung 제13a조 

제3항).

○ 식용 야생식물의 채취는 ① 채취 전 3년 동안 식물의 생육지에 유기농적으

로 허용되지 않는 물질이 사용된 적이 없고, ② 채취가 식물의 자연적 생활

공간에 대한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을 뿐 아니라 품종의 현지 내 보존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때 유기농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간주됨(Bio-Verordnung 제14조 제1항).

- 채취지역은 지리적 경계가 설정되어야 하고, 채취활동이 상세히 기록되

어야 함(Bio-Verordnung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2.1.3. 축산

○ 유기축산에서 동물은 묶이지 않고 사육되어야 함(Bio-Verordnung 제15a조).

- 다만, 안전 또는 동물보호 때문에 제한된 시간동안 개체별로 묶어둘 수 

있고, 소들에 한해 ｢직불제 시행령(DZV)｣ 제75조에 따른 정기적인 운동

을 실시하는 경우 묶은 채로 사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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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사양은 동물의 성장단계에 맞게 영양생리적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고, 생

산량의 극대보다 질적 생산에 기여하는 양축이 되어야 함(Bio-Verordnung 

제16조).

○ 유기축산에서 어떠한 사료가 허용되며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

행규칙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특정 사료성분 및 가공보조원료

의 사용과 특정 가공방식의 적용을 금지할 수 있음(Bio-Verordnung 제16a조).73

- 유전자변형생물체(GMO)에 의해 만들어진 사료성분 및 가공보조원료라 

하더라도 다른 원료로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다르게 만들어져서는 시장에

서 획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가함(Bio-Verordnung 

제16a조 제3항)

○ 유기축산 사양의 특별규정에 따르면,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사료의 60% 이

상을 신선한 풀이나 건초 또는 발효사료 형태의 조사료로 사양되어야 함

(Bio-Verordnung 제16b조 제1항).

- 젖을 먹는 새끼동물은 모유를 먹는 최소기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소와 

말은 3개월, 양과 염소는 35일, 돼지는 40일로 되어 있음(Bio-Verordnung 

제16b조 제2항).

- 가금류의 경우, 사료의 65%가 곡물의 알곡과 두류 및 유지작물로 구성되

어야 함(Bio-Verordnung 제16b조 제3항).

○ 사육동물의 건강과 생명력 강화는 적절한 종의 선택과 사육방법을 통해 이

루어지게 함(Bio-Verordnung 제16c조).

- 동물의 번식은 자연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함.

73 금지되는 사료성분 및 가공보조 원료는 ① 유전자변형생물체, ② 항미생물 활성물

질, ③ 콕시디아증을 예방하기 위한 보조제, ④ 아미노산 및 그것의 염분, ⑤ 비단

백질소 결합물 등임. ｢유기농업 시행규칙(Verordnung des WBF über die biologi-

sche Landwirtschaft)｣ 제4a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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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위적 교잡이 허용되지만, 수정란 이식 등과 같은 다르게 영향을 미치

는 재생산방식은 허용되지 않음.

○ 가축의 질병예방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실시함(Bio-Verordnung 제16d

조 제1항).

- 적절한 종 또는 계통 선택

- 개별 동물의 유형에 맞는 욕구가 고려되는 사육방식과 질병에 대한 저항

력을 높이고 감염을 예방하는 사육방식 적용

- 고품질 사료로 사양, 동물의 자연면역력을 강화하는 정기적 운동

- 밀집사육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사육밀도 유지

○ 유기축산에서 수의약품의 사용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름(Bio-Verordnung 

제16d조 제3항).

- 경험상 해당 동물의 질병에 치료제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 

식물치료제와 동종요법에 따른 약품을 화학합성적 대증요법에 의한 약

품 또는 항생제보다 우선적으로 사용함.

- 식물치료제와 동종요법의 약품으로 효력이 나타나지 않고 동물의 고통

을 줄이기 위해 다른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에 수의사의 책임하에 화학합

성적 대증요법 약품이나 항생제가 처방됨.

- 콕시디아증 치료제의 사용과 번식을 컨트롤하기 위해 호르몬 및 이와 유

사한 소재의 사용은 금지됨. 다만 수의학적 치료를 위한 경우에 호르몬

은 개별적으로 처방될 수 있음.

- 화학합성적 대증요법 약품이나 항생제에 대한 예방적 처방은 금지됨.

○ 동물의 신체를 변형하는 동물성형(Zootechnische Massnahme)은 최소한으로 

제한됨(Bio-Verordnung 제16e조).

- 꼬리와 이빨 자르기, 가금류의 부리와 발가락 및 날개 자르기, 성년동물

의 거세와 뿔자르기, 돼지에게 코걸이 사용 등은 금지됨.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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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육동물은 원칙적으로 유기축산경영체에서 유래한(태어난) 것이어야 함.

- 유기축산경영체에서 유래하지 않고 초기에 전환경영체에서 입식이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유기농업시행령(Bio-Verordnung)｣ 규

정을 준수해야 유기축산으로 인정됨(Bio-Verordnung 제16f조 제2항).

- 말과 육우: 12개월과 생명기간의 3/4

- 작은 되새김질 동물과 돼지: 최소 6개월

- 우유를 생산하는 동물: 최소 6개월

- 생후 3일 전에 입식된 육계(가금류): 최소 56일

- 산란계(산란가금류): 최소 6주

2.1.4. 식품 및 사료의 가공

가. 유기식품

○ 가공된 유기식품의 생산에서 지켜야 할 기본원칙으로는 앞서 언급한 ｢유기

농업 시행령｣ 제3조의 규정 외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Bio-Verordnung 제

16i조).

- 유기식품은 유기농업의 산물로 만들어져야 함. 다만 그것의 일부 성분을 

시장에서 유기농적 생산물로 획득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유기농적 성분을 가질 수 없는 기계적･센스적 기능과 미량영양소로 구성

된 식품의 첨가물은 최소량으로 제한하고, 근본적인 기술적 요구나 특별

한 영양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로 한정함.

- 식품은 세심하게 가공되어야 하는데, 생물적･기계적･물리적 가공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함.

○ 가공된 유기식품의 생산은 비유기식품의 생산과 공간적･시간적으로 분리되

74 이들 사항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Bio-Verordnung 제16e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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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수행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들도 충족해야 함(Bio-Verordnung 제

16j조).

- 유기식품의 주성분이 농산물에서 유래한 것이어야 함.

- 소금, 효소, 비타민, 미네랄 등 첨가물은 유기식품 생산에 사용이 허가된 

것이어야 함.

- 사용된 유기농적 성분과 동일한 비유기농적 성분은 같이 사용될 수 없음.

- 유기식품과 그의 성분은 이온화된 광선으로 처리되지 않아야 함.

○ 유기식품 가공 시 첨가물 및 비유기농산물의 사용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

족하는 경우에 허용됨(Bio-Verordnung 제16k조 제1항).

- ｢유기농업시행령(Bio-Verordnung)｣에 따라 허용된 대안이 가용하지 않

는 경우

- 이러한 생산물 및 소재 없이는 유기식품의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유지될 

수 없는 경우

나. 유기사료

○ 가공된 유기사료의 생산에서 지켜야 할 기본원칙으로는 ｢유기농업 시행령

(Bio-Verordnung)｣ 제3조의 규정 외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Bio-Verordnung 

제16kbis조).

- 사료첨가물 및 사료가공보조제의 사용은 최소량으로 제한하고, 근본적인 

기술적 요구 또는 동물성형적 요구에 해당하거나 특별한 영양 목적에 기

여하는 경우로 한정함.

- 식품은 세심하게 가공되어야 하는데, 생물적･기계적･물리적 가공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함.

○ 가공된 유기사료의 생산은 비유기사료의 생산과 공간적･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수행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들도 충족해야 함(Bio-Verordnung 제16l조).

- 사용된 유기농적 사료-원소재(Futtermittel-Aussgangsprodukt)와 동일한 



124

비유기농적 사료-원소재가 같이 사용될 수 없음.

- 유기사료의 생산에 사용되는 사료-원소재는 화학합성적 완화재의 투입

을 통해 생산되지 않아야 함.

2.1.5. 표시

○ 먹지 않는 생산물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기농적 생산물로 표시할 수 있음

(Bio-Verordnung 제17조).

- 표시가 분명하게 농업생산과 관련될 때

- 유기농적으로 생산 또는 가공된 것이거나 유기농식품으로 수입된 것일 때

○ 가공식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유기식품이라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음(Bio-Verordnung 제17조 제1항).

- 앞서 언급한 유기식품의 생산조건(Bio-Verordnung 제16j조)을 충족함.

- 식품 중 농업적 성분 무게의 95% 이상이 유기농적이어야 함.

○ 전환경영체에서 생산된 생산물에 대해서는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중에 

생산된” 것이라는 표시를 사용하게 함(Bio-Verordnung 제20조).

- 이 전환경영체 표시도 유기농업으로 전환 후 4개월이 경과해야 사용할 

수 있음.

○ 가공한 사료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한 후 ‘유기사료’ 표시를 사용함

(Bio-Verordnung 제21a조).

- 가공사료와 관련된 ｢유기농업 시행령｣ 및 실행규정을 충족함.

- 가공사료에 포함된 식물적･동물적 출처를 가진 성분들은 모두 유기농적 

사료-원재료로 구성됨.

- 생산물의 건조된 양의 95% 이상이 유기농적 출처를 가진 사료-원재료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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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품질인증 관리 업무

가. 유기농업  유기식품 경 체의 의무

○ 유기농업 및 유기식품 경영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짐(Bio-Verordnung 

제24a조).

- 모든 작업과정에서 ｢유기농업 시행령｣상의 규정을 이행해야 함.

-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유기농적 생산을 보호

하기 위해 마련된 수단의 관철을 수용함.

- 규정 위반과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해당 생산물을 구매한 자에게 문서로 

그 사실을 전달하여 해당 생산물에서 유기농적 생산 관련성을 배제하도

록 함.

- 규정 위반 및 부정확한 정보에 관한 사실을 지체없이 관할 품질인증기관

에 통보함.

○ 유기농업 및 유기식품 생산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음(Bio- 

Verordnung 제25조).

- 부기 기장을 함.

- 작물재배, 축산, 사료 및 보조재 투입에 대해 상세한 표시를 함.

- 유기농업경영체 내에 유기농업에 허용되는 경영투입재를 보관함.

나. 품질인증기

○ 유기농업 및 유기농식품에 대한 품질인증기관(Zertifizierungsstelle)은 다음

과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함(Bio-Verordnung 제28조).

- 품질인증기관은 품질인증과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구성됨.

- 이 기관은 품질인증과 관리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시설 및 

인프라를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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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생산물의 유기농적 상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충분한 전문가를 

직원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함.

- 품질인증기관은 유기농업의 품질인증과 관리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

한 이해갈등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함.

○ 품질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짐.

- 품질인증기관은 경영체당 적어도 연간 한 번 컨트롤 업무를 수행함.75

- 이와 별도로 품질인증기관은 표본 추출에 의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데, 

표본 추출방식은 인증을 갱신해야 하는 경영체들 중 10%에 대해 위험분

석 방식에 따라 추출함(Bio-Verordnung 제30조 제2항).

- 품질인증기관은 인증하는 내용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함. 이 증명서에는 

경영체(경영주) 이름과 생산물의 유형 및 품목, 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이 

기재됨(Bio-Verordnung 제30a조).

다. 품질인증 리체계

○ 유기농업 및 유기농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에 관리는 품질인증기관이 주축이 

되어 실시하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① 연방농업청(BLW), ② 품질인증기관, 

③ 유기농 연구소(FiBL), ④ 칸톤이 서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체계로 되어 

있음.

○ 연방농업청은 ｢유기농업 시행령｣에 따른 품질인증 관리에 전반적인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들을 담당함(Bio-Verordnung 제31조).

- 관리감독 대상이 되는 경영체의 이름과 주소로 이루어진 목록 관리

- 품질인증기관으로 승인된 기관의 목록 관리

- 칸톤의 관계 기관과 품질인증기관에 행정수단에 대한 정보 제공

- 품질인증기관에 대한 감독

75 전환경영체에 대해서는 연간 두 번 조사를 함. Bio-Verordnung 제30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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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업 및 유기식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주무기관인 품질인증기관

(Zertifizierungsstelle)은 유기농 연합체인 Bio Suisse가 됨.

- 2017년 현재 Bio Suisse 산하 품질인증기관은 6개소가 있음.

○ 유기농 연구소(FiBL)는 유기농적 종자 및 채종종자의 정보시스템(Organic 

Xseeds)을 관리함(Bio-Verordnung 제33a조).

- 이 정보시스템은 유기농적으로 생산된 채종종자가 공급자에 의해 등록

되게 하는 역할을 함.

- 동시에 유기농적으로 생산된 채종종자의 실시간 제공능력을 보여줌.

○ 칸톤에서 식품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은 식품법령에 부합되게 ｢유기농업 시

행령｣을 실행하고, 수의위생을 담당하는 기관은 수의위생법적 감독 범위 내

에서 이 시행령의 규정이 준수되게 함(Bio-Verordnung 제34조).

- 칸톤의 식품감독기관 및 수의위생기관이 유기농 품질인증 관련 위반사

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연방농업청과 품질인증기관에 통지함.

2.2. 원산지 표시 및 지리적 표시

2.2.1. 일반적 규정

가. 법  근거

○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및 지리적 표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농업법｣ 제16조와 

｢농산물 및 가공된 농산물과 임산물 및 가공된 임산물의 원산지 표시 및 지리적 표

시에 대한 보호 시행령(Verordnung über den Schutz von Ursprungsbezeichnungen 

und geografischenn Angaben für landwirtschaftliche Erzeugnisse, verarbei-

tete landwirtschaftliche Erzeugnisse und waldwirtschaftliche Erzeugnisse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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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arbeitete waldwirtschaftliche Erzeugnisse: GUB/GGA-Verordnung)｣임.76

○ 스위스에서 와인의 지리적(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와인 시행령(Weinverordnung)｣

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칭을 컨트롤된 원산지 표시

(kontrollierte Ursprungsbezeichnung: TUB)로 사용함.

나. 원산지 표시와 지리  표시의 차이

○ 원산지 표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특정 장소, 특정 지

역 혹은 예외적으로 국가의 명칭을 생산물의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게 하는 

것임(GUB/GGA-Verordnung 제2조 제1항).

① 특정 생산품이 상응하는 장소, 상응하는 지역 또는 상응하는 국가에서 

생겨나고,

② 그 품질 또는 특성이 주로 혹은 전적으로 자연 및 인간의 영향을 포함

하는 해당 지역의 지리적 관계에 기인하며,

③ 제한된 지리적 영역 안에서 생산되고 가공되며 정교해짐.

○ 반면에 지리적 표시는 그 규정이 원산지 표시와 대동소이하나, 두 번째 조

건에서 “그 생산물의 특별한 품질, 명성 또는 다른 특성이 이러한 지리적 

출처에 기인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차이를 둠(GUB/GGA 시행령 제3조).

○ 스위스 제도에서 설정하고 있는 두 가지 표시들 간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두 

표시가 동일한 것임. 차이점은 원산지 표시가 생산품의 특성과 지리적 출처 

간의 관계에서 품질이 주요한 척도가 되지만, 지리적 표시는 생산품의 특성

과 지리적 출처 간의 관계에서 품질 그 자체가 아니라 품질이나 특성에 대

76 농림산물 및 그 가공품이 아닌 생산물의 지리적 표시는 이 시행령과는 별도의 시행

령(Verordnung über das Register für Ursprungsbezeichnungen und geografische 

Angaben nicht landwirtschaftlicher Erzeugnisse)에 의해 규율되고 관리기관은 연방지

적소유권연구소(Eidgenössisches Institut für Geistiges Eigentum: IGE)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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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성(브랜드)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임.77

-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표시보다 지리적 연관성 요구에서 덜 엄격하다 할 

수 있음. 이것은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연관성 이외에 명성이나 다른 특

성에 의해서도 표시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임(BLW 2017c: 7).

2.2.2. 등록 내용 및 절차

○ 원산지 표시나 지리적 표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시를 신청하는 생

산자연합 내지 단체가 해당 생산물의 생산자로서 대표성을 가져야 함. 따라

서 대표성의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함(GUB/GGA 시행

령 제5조 제1항).

① 표시를 신청하는 생산자들이 적어도 해당 생산물의 생산량 중 절반을 

생산하거나 가공 또는 정교하게 함.

② 적어도 해당 생산물의 생산자의 60%, 가공업자의 60%, 정교하게 하는 

자의 60%가 신청자 연합의 회원이 됨.

③ 회원들의 연합체가 민주적 정관에 따라 조직되었다는 증명을 제출함.

○ 원산지 표시 혹은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위한 신청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

용이 구비되어야 함(GUB/GGA 시행령 제6조 제2항).

- 신청조직(단체)명과 대표성에 대한 증명

- 표시의 명칭

- 표시가 식물의 품종이나 동물의 종 명칭에서 유래하지 않았다는 증명

- 생산물이 표시의 규정에 부합하는 지역에서 유래했다는 (역사적) 진술

77 두 표시 간의 차이는 나라마다 약간씩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의 경우 

원산지 표시는 원료부터 가공품에 이르기까지 생산의 전 과정이 해당 지역에서 생

산된 생산물에 한해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지리적 표시는 전 생산과정 중 한 가지

(예를 들어 가공과정)만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져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제

도적 차이를 두고 있음. <https://www.bmnt.gv.at/land/lebensmittel/qs-lebensmittel/leb-

ensmittelqualitaet/herkunft-spezialitaetenschutz/Herkunftsschutz.html>. 검색일: 2018.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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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물의 특성이 특별한 지리적 조건에서 유래했다는 (인과관계) 진술

○ 신청 시 같이 첨부되는 것으로서 신청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노트(Pflichtenheft)

가 있는데, 의무노트에는 다음과 같은 진술들이 포함됨.

- 표시명을 포함한 생산물 명칭

- 표시의 지리적 경계

- 생산물의 특성

- 제조방법

- 인증기관의 명칭과 컨트롤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

○ 등록 신청사항에 대해 연방농업청이 심사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 표시를 스위스 관보에 공표함(GUB/GGA 시행령 제9조).

○ 공표한 표시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이해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된 이의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들의 청문을 거쳐 연방농업청이 등록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림(GUB/GGA 시행령 제11조).

- 표시의 등록은 ① 이의 제기가 없었거나, ② 이의 제기가 거부되었을 때 

확정되며, 이 내용이 다시 관보에 공표됨(GUB/GGA 시행령 제12조).

○ 표시의 등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입력됨(GUB/GGA 시행령 제13조).

- 원산지 표시(GUB) 및 지리적 표시(GGA) 마크와 등록번호

- 생산자단체의 이름

- 의무노트

- 등록 일자와 공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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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표시의 보호

○ 원산지 표시와 지리적 표시 그리고 이들의 약칭 GUB 및 GGA의 사용 시

유사 제품에 의한 오용과 남용이 금지되어야 함.78

○ 생산물의 라벨로 사용되는 원산지 표시와 지리적 표시의 마크는 공인된 문

서 양식으로 표현되어야 함(GUB/GGA 시행령 제16a조).

○ 다음과 같은 경우 보호된 표시의 상업적 사용이 금지됨(GUB/GGA 시행령 

제17조).79

- 의무노트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유사 제품

- 유사하지 않지만 보호된 표시의 명성이 이용되는 경우

2.2.4. 관리기구

○ 원산지 표시 및 지리적 표시에 대한 관리는 연방농업청(BLW)이 책임하에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 및 사후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권리의 침해

를 방지하는 표시 보호 부분은 칸톤의 식품관리부서가 담당하는 체계로 되

어 있음.

○ 연방농업청은 원산지 표시 및 지리적 표시의 인증기관 리스트를 작성하고, 

위반 시 부과하는 처분내용을 정하며, 인증기관의 관련 업무를 감독함

(GUB/GGA 시행령 제21조).

78 표시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해서는 와인에 대한 원산지 표시 KUB에 대한 것도 포함

하고 있음. ｢GUB/GGA 시행령｣ 제16조 참조.

79 여기에는 보호된 표시를 모방하거나 번역하는 경우와 “같은 형”, “같은 타입”, “모

방”, “처방에 따라”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보호된 표시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해당됨(GUB/GGA 시행령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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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농업청은 인증기관의 지정 및 감독업무를 스위스 검증사무소

(Schweizerische Akkreditierungsstell: SAS)에 위탁함.

○ 표시에 대한 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함(GUB/GGA 

시행령 제19조).

- 인증기관은 표시에 대한 인증과 사후감독 절차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어

야 함.

-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보장과 함께 업무이행에 필요

한 수준 높은 인력 및 자원을 구비해야 함.

2.3. 농식품의 ‘산악’ 및 ‘알프스’ 표시

2.3.1. 일반적 규정

○ 산간지대에 생산된 농식품에 대해 ‘산악(Berg)’ 또는 ‘알프스(Alp)’라는 표

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인증조건 및 절차, 그리고 이에 대한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산악 및 알프스 시행령(Berg- und Alp-verordnung: BAlV)｣80이 

규정하고 있음.

- 이 시행령을 지원하는 시행규칙으로는 ｢산악 및 알프스 산물의 공식적 

표시에 관한 시행규칙(Verordnung des WBF über die offiziellen Zeichen 

für Berg- und Alpproduke)｣이 있음.

○ ‘산악(Berg)’ 또는 ‘알프스(Alp)’ 표시는 시행령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경

우 상품의 표시로서 사용하고 광고에 사용할 수 있음(BAlV 제2조 제1항).

80 이 시행령의 정식명칭은 ｢농식품을 위한 ‘산악’ 및 ‘알프스’ 표시 사용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Verwendung der Bezeichnungen《Berg》und《Alp》für land-

wirtschaftliche Erzeugnisse und daraus hergestellte Lebensmittel)｣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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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 번역 표시나 여기서 유래한 표시도 사용할 수 있음.

○ 알프스 표시 중에서 단수 명칭인 Alp와 달리 복수명칭인 Alpen은 시행령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생산물이 지리적 영역인 알프스

와 관련을 가진다면 사용할 수 있음(BAlV 제3조 제1항).

2.3.2. 표시 등록의 조건

○ ‘산악(Berg)’ 표시는 일차적으로 ｢농업지대 시행령(Landwirtschaftliche Zonen- 

Verordnung)｣81 제1조 제3항에 따른 산간지대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 

사용할 수 있음(BAlV 제4조).82

- 반면에 ‘알프스(Alp)’ 표시는 엄밀한 의미의 알프스 방목지(Sömmerungs 

gebiet)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 사육되고 있는 동물에 대한 ‘산악’ 표시는 되새김질하는 동물의 사료 중 

70% 이상이 알프스 방목지 또는 산간지대에서 생산된 것에 사용할 수 있음

(BAlV 제5조 제항).

- 사육동물에 대한 ‘알프스(Alp)’ 표시는 알프스 하계방목 직불을 수령하

기 위한 조건과 동일함(BAlV 제5조 제2항).83

81 이 시행령의 정식명칭은 ｢농업생산토지대장과 지대의 분리에 관한 시행령(Verordnung 

über den landwirtschaftlichen Produktionskataster und die Ausscheidung von Zonen)｣임.

82 ｢농업지대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의거한 광의의 알프스 방목지(Sömmerungsgebiet)

는 ‘산악’ 표시 지역에 포함됨(BAlV 제4조).

83 알프스 하계방목 직불을 수령하기 위한 동물의 사양조건으로는 정상적 방목량(NST)

당 최대 50kg의 건초사료와 100kg의 사일리지 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젖소와 젖

을 생산하는 염소와 양에 한해 추가로 100kg의 건초사료와 100kg의 배합사료의 제

공이 허용됨.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불제 시행령(DZV)｣ 제3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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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류 및 육류 요리에 대한 ‘산악’ 표시는 ① 도살된 동물이 생존기간 중 2/3 

이상 알프스 방목지 또는 산간지대에 체류하고, ② 알프스 방목지 또는 산간

지대를 떠난 지 2개월 이내 도살되어야 사용할 수 있음(BAlV 제6조 제1항).

- 육류에 대한 ‘알프스(Alp)’ 표시는 도살되는 당해 연도에 알프스 방목지

에서 방목되던 동물이어야 사용할 수 있음(BAlV 제6조 제2항).

○ 가공된 식품에 대한 ‘산악(Berg)’ 또는 ‘알프스(Alp)’ 표시는 식품의 성분 중 

농산물에서 유래하는 것은 모두 해당 표시의 원산지(지역) 조건을 충족해야 

사용할 수 있음(BAlV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가공된 식품의 가공장소가 표시 지역(지대) 내여야 하는데, ‘산악’ 표시 

사용을 위해서는 산간지대나 알프스 방목지 내에 소재한 게마인데

(Gemeinde)에서 가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알프스(Alp)’ 표시 사용을 위

해서는 알프스 방목지에서 가공생산이 이루어져야 함(BAlV 제8조).84

○ 가공식품이 제품 전체로 ‘산악’이나 ‘알프스’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도 그 성분표시로 특정 성분에 대해 ‘산악’이나 ‘알프스’ 출처를 표시할 수 

있음(BAlV 제8a조 및 제9조).

2.3.3. 표시의 인증 및 관리방식

○ ‘산악(Berg)’ 또는 ‘알프스(Alp)’ 표시를 갖는 생산물은 생산, 중간유통, 가

공에서부터 라벨링 및 포장까지 전 과정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함(BAlV 제

10조 제1항).

- 다만 일차 생산품의 경우에는 라벨링이나 포장에서의 인증은 받지 않아

도 됨(BAlV 제10조 제2항 a호).

84 하지만 가공과정 중 일부 과정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축산물 

가공의 경우 도축은 해당 지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허용됨. 이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BAlV 제8조 제3항 참조.



135

- 또한 자가 소비를 위한 것과 소비자에게 직판하는 생산물에 대해서는 인

증의무가 면제됨(BAlV 제10조 제2항 b호).

○ 표시는 산 그림이 있는 로고와 글자가 같이 들어가는 형태로 구성됨.85

- ‘산악(Berg)’ 표시는 산의 중하단으로 나타난 그림과 ‘스위스 산악제품

(Schweizer Bergproduk)’이란 글자가 들어간 로고로 표시함.

- ‘알프스(Alp)’ 표시는 산의 상단으로 나타난 그림과 ‘스위스 알프스제품

(Schweizer Alpproduk)’이란 글자가 들어간 로고로 표시함.

○ ‘산악(Berg)’ 또는 ‘알프스(Alp)’ 표시 생산물을 생산하는 경영체는 2년마다 

인증기관 또는 상응하는 감독기관으로부터 규정 준수에 대해 검사를 받음

(BAlV 제12조 제1항).

- 알프스 방목경영체(Sömmerungsbetrieb)는 8년마다 검사를 받음.

2.3.4. 관리체계

○ 식품에 대한 ‘산악(Berg)’ 및 ‘알프스(Alp)’ 표시는 칸톤의 식품관리부서가 

식품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식품 이외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연방농업청

(BLW)이 농업법령에 따라 관리함(BAlV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 연방농업청은 표시의 인증기관 리스트를 작성하고, 위반 시 부과하는 처분

내용을 정하며, 인증기관의 관련 업무를 감독함(BAlV 제14조 제3항).

- 연방농업청은 인증 및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인증기관을 지정함.86

- 연방농업청은 인증기관의 감독업무를 스위스 검증사무소(Schweizerische 

Akkreditierungsstelle: SAS)에 위탁함.

85 ｢산악 및 알프스 산물의 공식적 표시에 관한 시행규칙｣의 조문 및 부록의 그림 참조.

86 ‘산악(Berg)’ 및 ‘알프스(Alp)’ 표시의 인증기관은 세 곳으로 ① q.inspecta GmbH, 

② ProCert Safety AG, ③ Organisme International de Certification (OIC)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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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악(Berg)’ 및 ‘알프스(Alp)’ 표시의 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함(BAlV 제11조 제1항).

- 인증기관은 표시에 대한 인증과 사후감독 절차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어

야 함.

-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보장과 함께 업무이행에 필요

한 수준 높은 인력 및 자원을 구비해야 함.

2.4. “스위스산(Swissness)” 인증

2.4.1. 일반적 규정

○ 일반적으로 상품시장에서는 스위스에서 만들어졌다는 “Swiss made” 표시

가 몇몇 상품에서는 판매가격 20%까지―사치품의 경우는 최대 50%까지― 

추가적인 수익(보너스)을 유발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는 상황에서87 스

위스 연방의회는 2013년 6월부터 “스위스산(Swissness)” 인증을 입법화하

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효력은 2017년 1월 1일부터 발생하게 됨.

가. 법  근거

○ “스위스산(Swissness)” 인증은 2013년 일차적으로 ｢상표보호법(Markensch- 

utzgesetz: MSchG)｣88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만듦.

- ｢상표보호법｣제48조와 이어지는 제48a조, 제48b조, 제48c조에서 상품에 

대한 “스위스산(Swissness)” 인증의 기본요건을 규정함.

87 이 조사결과는 중소기업을 위한 스위스 연방 포털(Portal)에서 확인할 수 있음. 

KMU Portal(2018), “Swissness”: Präzisere Kriterien: <https://www.kmu.admin.ch/kmu/ 

de/home/praktisches-wissen/kmu-betreiben/etiketten/swissness.html>. 검색일: 2018. 2. 22.

88 ｢상표보호법｣의 정식 명칭은 ｢상표 및 출처표시 보호법(Bundes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Herkunftsangaben)｣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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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시기에 표시의 시각적 차별화를 지원하는 ｢스위스 로고 보호법

(Wappenschutzgesetz: WSchG)｣89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은 스위스 국가 로

고와 관련된 기존 법들을 통폐합하여 만든 것임.

- 스위스 국가 로고로 대표적인 것이 스위스 십자가(Schweizerkreuz), 십자

가가 들어가 있는 삼각형 방패, 스위스 국기 모양 등임.

○ ｢상표보호법｣에 근거하여 식품에 대해 스위스산(Swissness)” 인증을 규정하

는 시행령이 2015년 9월에 제정되었는데, 이 시행령의 명칭은 ｢식품의 스위

스 출처표시 사용에 관한 시행령(Verordnung über die Verwendung von 

schweizerischen Herkunftsangaben für Lebensmittel: HasLV)｣임.

- 산업제품의 경우에는 스위스의 정밀산업을 대표하는 시계에 대해 기존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분야에서 “스위스산(Swissness)” 표시가 제대로 

운용되게 함.90

나. “스 스산(Swissness)” 표시방식

○ 스위스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생산품의 “스위스산(Swissness)” 표시는 스위

스를 출처로 나타낼 수 있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식 모두 사용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스위스” “메이드 인 스위스”, “스위스 품질”, “스위스 생산

물”, “스위스 방식으로”, “Suisse Garantie”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칸톤

이나 도시명을 “스위스산(Swissness)” 표시로 사용할 수 있음.

○ “스위스산(Swissness)” 표시로 스위스 로고(Logo)가 같이 사용될 수 있는데, 

개별 경영체는 스위스 십자가의 사용이 가능함.

89 이 법의 정식명칭은 ｢스위스 방패로고와 다른 공공적 로고에 대한 연방법(Bundesgesetz 

über den Schutz des Schweizerwappens und anderer öffentlichen Zeichen)｣임.

90 1971년에 제정된 시계에 대한 시행령, 즉 ｢시계의 스위스 명칭 사용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Benutzung des Schweizer Namens für Uhren)｣이 2016년 6월

에 전면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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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스위스 방패 로고는 개별(사적) 경영체 차원에서 사용할 수 없고 

공동체 차원으로만 사용이 가능함.

○ 농식품의 경우에는 “스위스산(Swissness)” 표시를 스위스 전체가 아니라 특

정 지역으로 한정해야 하는데, 특히 농산물 등 1차 생산물은 다음과 같은 

장소를 출처로 표시하여야 함(상표보호법 제48a조).

- 광물 생산물: 획득 장소

- 작물: 수확 장소

- 육류: 동물이 주로 서식하거나 체류한 장소

- 육류 이외에 동물에서 얻은 생산물: 사육 장소

2.4.2. 농식품의 “스위스산(Swissness)” 인증 규정

○ “스위스산(Swissness)”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생산물의 생산에 요구되

는 일반적인 요건 및 품질기준을 충족해야 함(상표보호법 제48조 제2항).

- 식품의 경우에는 식품의 특정 품질이 그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거나 

그 지역이 식품과 관련한 특별한 명성을 가질 때 그 조건을 충족해야 함

(HasLV 제5조 제1항).

○ 식품이 “스위스산(Swissness)”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원료의 80%(중량 기

준)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고, 우유와 낙농제품은 원료의 

100%가 현지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함(상표보호법 제48b조 제2항).

- 원료의 비중 환산에서 주어진 자연조건 때문에 현지에서 생산이 불가능

하거나, 일시적으로 충분한 양을 공급하지 못하는 원료는 환산에서 제외함

(상표보호법 제48조 제3항).

○ 원료 환산에서 같이 고려해야 할 또 다른 항목은 해당 식품 원료들의 자급률임.

- 환산되는 원료들의 스위스 전체 자급률이 50% 이상이면 그 중량을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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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정하고, 자급률이 20% 이상 50% 미만이면 중량의 1/2을 인정하며, 

자급률이 20% 미만이면 환산에서 제외함(상표보호법 제48조 제4항).

○ 초콜릿과 커피는 원료가 스위스에서 생산되지 않더라도 가공과정이 전적으

로 스위스에서 이루어져서 스위스 가공품의 특성을 갖는 경우 “스위스산

(Swissness)” 인증을 받을 수 있음(HasLV 제5조 제4항).

3. 시장판매 지원 및 소비육성 정책

3.1. 시장판매 지원정책

○ 스위스에서 시장판매 지원정책은 국내 시장에 대한 것과 국외 시장, 즉 수

출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짐.

- 2016년도에 시장판매 지원사업에 6천만 프랑의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이 

중 국내 시장 판매지원에 5,600만 프랑, 수출지원사업에 400만 프랑이 

책정됨(BLW 2017c).

3.1.1. 일반적 규정

가. 법  근거

○ 시장판매 지원정책은 ｢농업법｣ 제12조와 이 조항을 구체화한 ｢농업판매촉

진 시행령(Landwirtschaftliche Absatzförderungsverordnung: LAfV)｣91에 근

거하고 있음.

91 이 시행령의 정식 명칭은 ｢농산물 판매촉진의 지원에 관한 시행령(Verordnung über 

die Unterstützung der Absatzförderung für Landwirtschaftsprodukte)｣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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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조건

○ 시장판매 지원사업은 농산물의 시장판매를 촉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

하는데, 이 프로젝트는 개인이나 개별 사업체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여

러 사람 내지 여러 법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함

(LAfV 제1a조).

- 지원내용으로는 ① 기초광고 및 직판의 개념 창출과 전파, ② 매스컴 홍

보, ③ 마케팅 프로젝트 및 마케팅 관리 등이 있음.

○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농산물은 ｢상표보호법｣ 제48조 및 제48a조, 제48b

조에 따른 “스위스산(Swissness)” 인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LAfV 제3조 

제2항).

○ 지원 프로젝트는 신청자의 자부담이 포함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되어

야 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은 산정되는 비용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LAfV 

제5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3.1.2. 국내 시장 지원사업

가. 지원사업의 유형

○ 지원사업은 ① 전국 차원으로 조직된 프로젝트, ② 공동경제적 성과를 알리

기 위한 전국 차원의 프로젝트, ③ 광역지역(지역들 간의 연계) 차원으로 조

직된 프로젝트, ④ 보완적인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 등으로 나누어짐.

나. 지원사업 유형별 로젝트 추진방식

○ 전국 차원으로 조직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범주의 특정 농산물을 대상

으로 함(LAfV 제9a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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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법｣ 제14조에 따른 ‘산악’ 및 ‘알프스’ 생산물

- ｢농업법｣ 제15조에 따른 유기농산물

- ｢농업법｣ 제16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및 지리적 표시 농산물

- 지역생산물

- 자연농업적 생산을 통한 농산물

- “스위스산(Swissness)” 인증 산물

- 농업관광 영역의 농업 서비스 활동

○ 전국 차원으로 조직된 프로젝트는 농산물 유형별 및 이러한 범주별로 한 가

지만 지원됨(LAfV 제9a조 제2항).

○ 지역들 간의 연계 차원에서 조직된 프로젝트는 ① 공동으로 실현되는 마케

팅 커뮤니케이션과 ② 개별 지역 차원에서 조직된 프로젝트에 대한 서비스 

활동으로 구성됨(LAfV 제9c조 제1항).

-  지역들 간의 연계 차원에서 조직된 프로젝트는 자부담의 비율이 25% 

이상 되어야 함(LAfV 제9c조 제2항).

○ 보완적인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는 생산자들이 가공업자들이나 유통업자

들 혹은 소비자들과 연계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임(LAfV 

제9d조 제1항).

- 조직적인 연계는 스위스 전체적(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 이 프로젝트는 최대 4년간 지원됨(LAfV 제9d조 제2항)

다. 지원사업의 내용

○ 지원내용은 조직체(품목연합체 등)의 시장조사와 마케팅 및 광고에 사용된 

비용과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임.

- 지원사업 신청자 중에서 농산물 품목별･범주별로 매년 1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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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수출지원사업

○ 수출지원사업은 새로운 시장 개척 시 전략적 성공 가능성에 대한 평가사업

과 특정 (품목)부문연합체 또는 개별 사업체의 시장개척 전략의 실행을 지

원하는 것임(LAfV 제12조).

- 이 사업은 프로젝트별로 최대 5년간 지원됨.

○ 지원대상이 되는 활동 및 비용은 ① 시장분석, ② 사업진출에 기여하는 사

업, ③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사업, ④ 현지 사업소 인력의 인건비 등임.

3.2. 소비육성정책

3.2.1. 소비육성의 기반: 품질전략

○ 스위스 농식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 촉진의 기

반을 조성하여야 함. 다시 말해, 소비 촉진을 위해 앞서 서술한 품질인증제

를 포함한 여러 가지 표시제 실시를 통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기반 조성을 넘어서 실제적인 소비동력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는 스위스 농식품이 갖는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함.

- 스위스 농식품의 경우 대외적으로 가격경쟁력을 갖는 품목들이 제한적

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력, 즉 품질경쟁력을 갖게 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

한 상황이었음.

- 여기서 추진된 전략이 스위스 농식품에 대한 품질전략임.

 

○ 스위스의 연방농업청(BLW)이 수립한 품질전략(Qualitätsstrategie)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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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품질전략은 ① 품질 리더십, ② 시장 공세, ③ 품질 파트너십으로 구성

됨(Schweizerischer Bundesrat 2012: 2162-2166).

- 품질 리더십은 품질의 개념 규정에서 선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데, 스위스에서 농식품의 품질 개념은 건강보호‧자연보호‧동물보호와 

자발적인 친환경적 영농능력 증명(ÖLN)의 품질요구를 충족하는 것임.

- 시장 공세는 국내외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여 유지하는 것을 의

미하는데,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국내외 시장 분석과 매스미디어를 통한 

홍보,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이 있음.

- 품질 파트너십은 농식품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시장 원리 간의 공조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생산물의 품질과 생산과정의 질

적 수준 간의 분리가 가치창출을 높이는 정도와 이 둘의 결합이 가치창출을 

증대시키는 정도 간의 차이를 파악하여 협력 수준을 높이는 것을 말함.

○ 그런데 농식품에 대한 품질전략은 추진주체가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이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육성하는 체계로 이루어져야 함. 이런 맥락에서 스

위스의 유기농 연합체인 Bio Suisse가 수립된 품질전략이 중요한 의미를 갖

는데, Bio Suisse가 2008년에 수립한 품질전략은 다음과 같은 9개 항목의 

프로그램임(Bio Suisse 2008).

① 일관성 있고 경쟁력 있는 스위스 농업의 창출

② 고품질과 희소성･안전성･신뢰성의 상징으로서 ‘스위스 메이드(Swiss 

made)’가 스위스 농산물에도 적용되게 함.

③ 스위스의 유산 및 성과가 계속 발전되게 함.

④ 쉽게 복사할 수 있는 대량 생산물을 목표로 하지 않음.

⑤ 양보다 질을 추구(Klasse statt Masse!)

⑥ 연방은 품질전략의 완공을 위해 재정적･아이디어적 시장지원을 함.

⑦ 전후방 산업에 속한 경영체들이 이 전략에 포함되어야 함.

⑧ 관광과 연계된 시너지를 이용함.

⑨ 스위스는 연구개발과 동식물 육종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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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연방정부는 품질전략에 대응해 ‘농정 2014’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변화를 추진함(Schweizerischer Bundesrat 2012: 2169).

- 전체 식량경제적 차원에서 공동적 품질전략을 새로이 수립하게 함(농업

법 제2조 개정).

- 종전까지 수출과 관련해서만 제정하게 했던 품질규정을 수출뿐 아니라 

스위스의 국제적 의무 이행 내지 국제적 규범 준수 차원에서도 이를 제

정할 수 있게 함(농업법 제10조 개정).

- 농업이 이룩한 공동경제적 성과에 대한 대중 홍보를 지원할 수 있게 함

(농업법 제12조 개정).

- 종전까지 임의적 사용으로 했던 공식적인 표시(스위스 로고) 사용을 의

무화함(농업법 제14조 개정).

3.2.2. 지속가능한 소비

○ 소비자의 소비행위가 식량생산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지원하는 소비 개념을 창안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소비임(Schweizerischer Bundesrat 2012: 2143).

○ 지속가능한 소비는 일차적으로 건강한 농식품을 소비하길 원하는 개인적 

선호에서 출발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지원하는 

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짐.

- 즉, 소비자들은 농식품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생산되며,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자 함.

- 이것이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작용하여 지속가능한 농

업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 및 입법활동에 영향을 줌.

○ 지속가능한 소비는 그 대상을 스위스 국내 생산물에 한정하지 않고 수입하

는 농식품에 대해서도 사회적 행동으로 영향력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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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스위스 국민이 필요로 하는 농식품 중 거의 절반가량을 외국으로부

터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하에서, 수출국들의 지속가능한 생

산기반의 파괴가 장기적으로 스위스의 농식품 조달 상태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수입되는 농식품에 대해서도 누구에 의해 어떻게 

생산되고,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산국가들의 사회적 여건이 

어떠한지 알고자 하며, 수입 농식품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정을 

통해 생산된 상품이길 요청함.

○ 한마디로 지속가능한 소비 개념은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성 실현에서 

생산단계의 활동뿐 아니라 소비단계의 활동 또한 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





제9 장

스위스 농정 패러다임에서의 시사점

1. 스위스 농정 패러다임의 특성

○ 현행 스위스 농정은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정)을 통해 공동경제적 성과를 

높이는 패러다임을 채택하고 있음. 여기서 공동경제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불하는 직불금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육성하는 인센티브로 기능함.

○ 스위스 농업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이 현상적으로 구현되는 형태는 매우 광

범위하고 그 깊이가 깊은데, 생물다양성 차원에서 유전자원 및 고유종의 보

존에서부터 농업생산의 원천이 되는 토양의 지속적 복원 등 농업생산 이전 

단계의 회복탄력성(레질리언스) 유지, 재배작물 및 사육가축에 대한 건강한 

생육환경 조성(집약적 영농 및 밀집사육 억제―윤작 및 동물복지 의무화), 

친환경 영농(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 제한과 경축순환농업) 등 농업생산과정

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가공‧유통과정에 대한 관리 등 생산과정 이후 상품

화 과정의 지속가능성을 망라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농업이 동반하는 가격경쟁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하여 품질전략

(Qualitätsstategie)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전략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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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표시 및 인증제임. 지속가능한 농업의 가치 실현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는 소비자의 사회적 행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소비가 있음. 지속가능한 소비는 지속가능한 생산과정을 통해 생산된 농식

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소비하는 의식화된 행동임.

2. 스위스 농정을 둘러싼 구조적 환경과 대응방식

○ 스위스의 농업은 오랜 사회경제적 전통 속에 가족농 중심주의로 확립되어 

있음. 이에 따라 농업생산의 근간이 되는 농지제도도 가족농 중심의 경자유

전 및 농지상속 제도로 구성되어 있음.

- 경쟁력 강화라는 명제에서 보면, 이러한 가족농 중심주의는 경쟁력 강화

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체 또는 약화가 시도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스위스는 그러한 길을 택하지 않았음.

○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위스의 농지제도는 가족농 육성과 경자유전

이라는 두 가지 원칙에 기반해 있음. 이에 따라 농장 및 농지의 소유‧이전 

관계에서 거래를 통한 제3자로의 이전보다 가족 내의 양도 및 승계가 일반

적인 형태로 자리잡고 있음.

○ 이 두 원칙 중에서는 가족농 육성이 우선권을 가짐. 그것은 두 원칙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 경자유전 원칙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가족농(보다 정확하

게는 가족의 농지소유) 체제 유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임.

- 다시 말해, 자경하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자경하지 않는 상속인도 농

장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이 결과 농지에 대한 광범위한 임대차가 이루어지고 있음.



149

○ 스위스에서 가족농을 육성하는 것은 가족경영이 농업경영의 건전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임.

-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 및 태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947년에 

개정된 ｢연방헌법｣ 제31조 경제조항에 이미 “건전한 농민계층 및 성과를 

낼 수 있는 농업의 보전과 농민적 토지소유(bäuerlicher Grundbesitz)에 대

한 규정”이 있었고, 1999년에 전면 개정된 ｢연방헌법｣의 제104조 농업조

항에서 농민적 농지소유92 확정을 위한 지침 제정을 재천명함으로써 가족

농 육성을 헌법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연방헌법｣ 제104조 제3항 f호).93

  

○ 스위스의 농지제도는 농지소유의 집중을 막고 가족단위 규모의 농지소유 

구조로 이어지게 한 것에 기여한 점이 있음. 또한 이것이 스위스 농업의 동

력을 영농규모화에 의한 경쟁력 강화보다는 스위스 농업 고유의 특성을 유

지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에 두게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임. 다시 말해, 그러

한 구조적 환경이 스위스 농정의 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선택하

게 한 계기가 되었다 할 수 있음.94

○ 이상과 같은 대내적 여건과 별도로 대외적 여건으로 스위스는 우루과이 라

92 농민적 토지소유(bäuerlicher Grundbesitz)가 가족농적 농지소유를 의미한다는 법리

적 해석은 헌법적 규정에 따라 제정된 ｢농민적 농지법｣이 가족농 육성을 법 제정의 

일차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데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음.

93 그런데 이러한 법리 구성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자경하지 않는 가족에게로

의 농장승계가 가족농 육성 또는 건전한 농업구조 창출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

임. 다시 말해, 농장의 가족구성원 모두가 농장소유를 포기하지 않는 한, 농장의 소

유가 가족 간 승계로 이어지게 한 스위스의 현행 농지제도가 건전한 농업구조 창출 

입장에서 경자유전 원칙의 훼손을 감수할 만한 가치 또는 실익이 있는가 하는 점임.

94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적 농지소유의 유지와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 인정으로 구성

된 스위스 농지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한 것으

로 생각됨. 즉, 스위스 농지제도의 평가에는 법리적 분석과 함께 이 제도가 스위스

의 농업‧농촌구조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종합적 분석에 기반한 평가가 한편으로 우리나라 농지제도의 방향 모색에, 다른 한

편으로 농지제도 원리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150

운드에서 시작된 농산물무역자유화를 스위스 농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수단으로 활용함. 즉, WTO의 농산물무역협상을 계기로 가격지지정책에서 

직불제도를 전환하고, (특정품목) 생산과 무관한 농업보조 요구를 활용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공동경제적 성과)을 지원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함.

3.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3.1. 스위스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과정에서의 시사점

○ 스위스 농정의 본격적인 변화는 ｢연방헌법｣의 농업조항 개정으로부터 시작

되었지만, 이러한 내용상의 변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연방헌법｣ 개정의 

국민표결과정에서 이루어진 국민적 합의 도출과정임.

- 1990년대 중반까지 농정이 농업인만의 농정이라는 인식 때문에 ｢연방헌

법｣의 농업조항을 포함한 일련의 농정 이슈 및 안건들이 국민표결에서 

부결되었음.

- 하지만 1996년 농업인과 소비자가 연대하는 시민운동(Agrarallianz)의 전

개로 농업인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농업 및 농정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연방헌법｣ 농업조항에 대한 국민적 수용과 

농정 개혁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음.

○ 이처럼 스위스의 농정 전환과정이 주는 시사점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농업 

및 농정이 되기 위해서는 농정의 내용 자체가 농업 및 농업인만을 위한 정

책에서 벗어나서 한국 사회와 국민 전체를 고려하는 정책으로 탈바꿈해야 

된다는 것임. 그리고 이러한 개혁을 전개하는 과정 또한 전통적인 농민운동 

차원을 벗어나 일반 시민운동과 연대하는 국민적 참여운동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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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농정 패러다임 전환의 역사적 과정은 대내외적 여건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주관적 조건이 충족되어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러한 전환의 이면

에는 새로운 농정에 대한 청사진 및 모델에 대한 연구가 농정당국의 주관 

하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사실이 바탕에 있음.

- 이러한 사전준비 작업이 없었다면, 새로운 농정에 대한 여건이 성숙했더

라도 방향이 정립되고 체계적 내용이 채워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없었을 것임.

○ 현재 우리나라도 농업 및 농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수요라는 측면에서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이 높다 할 수 있음. 그렇지만 실제 농정의 기본틀 

수립에 책임이 있는 정권담당자들은 정권교체기의 공약 제시 및 이에 근거

한 단기적 정책개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새

로운 패러다임으로 준비된 농정 개혁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스위스처럼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 연구를 목

적으로 하는 특별위원회 혹은 특별연구단(TF)을 구성하게 하여 이 연구

단이 농정 개혁의 근본 대안들을 준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3.2. 스위스 농정 패러다임 내용에서의 시사점

3.2.1. 패러다임 전환을 지향하는 농정 개혁 방향

○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현행 스위스 농정 패러다임은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이 영농현장에서 실현되게 하는 데에 최대의 중점을 두고, 그 결과

로 공동경제적 성과, 즉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제고되게 하는 것을 지향함.

- 이 과정에서 정책적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 직불제임.

- 그리고 가치실현 문제(가격경쟁력)를 보완하기 위해 품질전략과 ‘지속가

능한 소비’ 전략이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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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컨대 스위스의 농정 패러다임은 ① 지속가능성, ② 공동경제적 성과, ③ 

경쟁력이란 개별 농정목표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 목표들이 서로 분리되

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축으로서 전체 패러다임을 뒷받침하는 형태로 

밀접히 결부되어 있음. 다시 말해, 세 축 중 한 축이라도 없으면, 전체 패러

다임이 구성되지 못하거나 불완전한 형태가 됨.

- 따라서 우리나라가 농정 개혁의 한 모델로 스위스 농정 패러다임을 고려

한다면, 그것은 농정 패러다임 전체를 대상으로 것이 바람직하며 부분적 

도입 내지 적용은 그 성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임.

○ 우리 농업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농업정책의 대안으로 스위스 농정 

패러다임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그것은 우리나라의 지형적･물리적 

영농여건이 경쟁력 지상주의로 가기에 한계가 있고, 무리한 경쟁력 강화 드

라이브가 농업자원의 회복탄력성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건강한 농식품의 

생산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는 농업이 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스위스와 같이 지속가능한 농업 및 다원적 기능 확산을 지향하는 농

정으로의 전환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스위스 농정 패러다임을 모델로 하는 농정 개혁의 기본골격은 다음과 같음.

- 농정의 기본방향: 지속가능한 농업에 의한 다원적 기능 확산

- 농정 개혁과정: 농업인 중심 농업에서 국민 중심 농업으로 전환

- 농정 개혁의 중심이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 추진에 놓이게 되는데, 

여기서 중점을 두는 정책은 ① 지속가능한 농업에 의한 고품질의 건강한 

농식품 생산과 ② 지속가능한 소비를 염두에 둔 시장지향적 생산이 됨.

- 또한 농정 개혁에서는 농업인의 인식 및 행동변화가 요구되는데, 여기서

는 무엇보다 농업경영체(농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낮은 소득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영농활동과 다원적 

기능 확산에 대한 정당한 보수로 지급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함.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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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가. 토양 복원  토지의 지속가능한 이용

○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하는 것이 토양의 복원

임. 농업에서 근간이 되는 것이 토지인데, 이 토지가 지속가능한 농업의 원

천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지력을 갖는 땅이 되어야 함. 

- 토지를 풍부한 지력을 갖는 땅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토양 복원임.

○ 토양 복원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토양 복원을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해야 

함. 토양 복원을 위한 연구개발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함.

- 토양 경화의 예방 및 복원을 위한 연구

- 토지의 물리적 특성과 토양미생물 간의 연관성 파악 연구

- 토지의 합리적 윤작체계 연구

- 토양 속 미생물공동체의 기능에 대한 연구

○ 토양 복원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를 영농현장에 적용하는 정책 추진

이 필요함.96

95 2018년 2월에 작성된 우리나라 농식품부의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

전계획｣에 따르면,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① 농정가치를 경쟁‧효율 강조에서 

사람 중심‧삶의 질 제고로, ② 농정대상을 농업인 중심에서 국민 전체로, ③ 농정방

향을 생산‧공급 중심에서 농업‧환경‧먹거리의 균형 발전으로, ④ 농정추진체계를 

중앙정부 주도에서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로 전환할 것을 천명하여 외견상으로 스

위스의 농정과 유사한 농정 개혁이 기대됨. 하지만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구체화

하는 실천계획 및 실행방안이 동반되지 않아 구호적 선언에 그치고 있음. 즉, 패러

다임 전환과 결부되어야 할 농정의 기본방향이 ① 가격‧소득‧경영의 안전망 확충, 

② 스마트 농업 등에 의한 지속가능한 농업, ③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④ 

복지농촌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패러다임 전환과 연계가 약할 뿐 아니라 내용적

으로도 기존의 농정방향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96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는 토양복원에 대한 연구개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도 연구

개발 차원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하지만 연구결과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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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농업생산이 선순환체계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토지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용을 가능하게 함.

- 윤작 실시, 양분 수지 관리, 친환경 영농, 자연‧환경자원의 복원 및 리사

이클링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토지자원의 역량을 복원하고 지

속가능한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게 함.

나. 지속가능한 축산

○ 지속가능한 축산이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축산이 스위스처럼 토지에 기반한 

농업의 한 유형으로 정착되어야 함.

- 스위스에서 축산이 토지에 기반한 농업의 한 유형으로 바뀐 것은 축산의 

사육 형태가 조사료의 자가생산과 가축의 운동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형

태로 바뀌었기 때문임.

○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한 축산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축산의 사

양기준을 바꾸고 동물복지 사육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다른 한

편으로 대규모의 토지(초지)를 확보해야 함.

- 여기서 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료작물 재배지 및 방목지로 기능하는 

대규모의 토지 마련임.97

○ 대규모의 사료작물재배지(방목지 포함)를 어떻게 공급하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우리나라의 토지여건상으로는 임야가 상대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임야

를 초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농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발된 기술의 시장성과 농가 수용성, 그리고 정책적 

육성 의지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야 하는데, 이 점에서 우리나라가 아직 취약한 

면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97 아직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토지에 기반한 축산을 일반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은 상태로 판단됨. 우리나라의 여건상 공장식 밀집사육이 불가

피하다는 생각이 농업계, 특히 축산인들 사이에 만연해 있음. 하지만 소비자들 중에

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뿐 아니라, 스위스의 

농정 개혁도 소비자들의 의견 수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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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현행 초지 개념을 확대하여 임야 중 단기

임산물 재배가능지를 사료작물 재배가능 초지가 되게 하는 것임. 

- 지속가능한 축산 도입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농경지 개념 및 분

류에 근본적인 변화가 시도되어야 할 것임.

다. 유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 스위스는 유전자원의 제공국보다는 이용국에 가까운 편이지만, 생물다양성 

보존이라는 CDB의 기본취지에 입각하여 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차원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를 선도적으로 제도화

하고 있음.

- 이는 나고야 의정서가 이익 공유보다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중

점을 두는 원리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임.

- 이처럼 CBD 협약의 지속가능성 원리와 이에 대한 실천수단으로서의 나고

야 의정서의 의의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정책적 대응

은 단기적 이해득실에 기초한 전략적 대응을 뛰어넘는 수준이 되어야 함.

○ 우리나라도 농업 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전 지

구적 차원의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관점에서 우리나라 제도를 구축

할 필요가 있음.

- 즉, 우리나라도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및 실행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농업유전자원의 ABS를 나고야 의정서와 ITPGRFA의 이행 차

원으로 실시하며, 특허법 차원에서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까지 의무화하

는 완결된 제도가 구축되도록 해야 함.98

98 현재 우리나라 특허청은 특허출원에서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

음. 이에 대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유전자원 이용국이기 때문에 이를 선제적으로 도

입할 필요가 없으며,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가 특허출원의 제약요인이 되어 활발한 

출원활동을 저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임.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론은 김수석 외(2016: 

87-88)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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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지속가능성 및 다원적 기능 확산을 뒷받침하는 정책방안

가. 농정목표를 구체화하는 실천목표 설정

○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농정목표를 지속가능한 농업에 의한 다

원적 기능 확산으로 설정하는 경우에 이 목표를 구체화하는 실천목표 수립

이 필요함.

- 분야별 세부목표에 해당하는 실천목표들을 지표화하여 기준연도 지표값

과 목표연도 지표값을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함.99

- 스위스의 경우 농정목표로 정립된 지속가능성과 공동경제적 성과에 대

해 각각의 실천목표를 수립하였는데, 예를 들어 다원적 기능의 확산에 해

당하는 공동경제적 성과의 실천목표로 식량안보, 생물다양성 보존, 경작

경관, 동물복지 등이 설정되었고, 실천목표별 지표 및 지표값이 제시됨.

○ 실천목표 설정 이후에는 지표에 따른 목표치 달성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이 

필요함.

나. 직불제도 개편

○ 스위스의 직불제가 지속가능한 농업의 육성과 다원적 기능의 확산에 기여

하는 인센티브로 기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직불제 또한 이런 성격을 갖

는 직불제로의 개편이 필요함.

○ 개편되는 직불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져야 할 것임.

- 직불사업의 목적: 지속가능한 농업의 육성과 다원적 기능 확산에 기여

- 사업의 성격: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이 아니라 사회적 과업(다원적 기능 

확산)에 대한 정당한 보수

- 직불금 지급의 전제조건: 상호준수의무 이행(친환경 영농 의무 이행)

99 지표값 설정과 관련해서는 reference level에서의 지표값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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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금 지급 방식: 다원적 기능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 

(식량안보 직불, 생물다양성 직불, 경작경관 직불 등)

○ 전반적으로 현재의 품목 위주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는 것임.100

3.2.4. 소비지원 전략

○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이 생산 및 재생산을 영속적으로 영

위하기 위해서는 질적 경쟁력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질적 경쟁력을 뒷받침

하는 표시제도의 실시와 이 표시를 차별적으로 선택하는 소비자의 사회적 

행동(지속가능한 소비)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 현재 스위스에서 운용하고 있는 소비지원 전략을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한다

면 다음과 같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임.101

- 출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 제도적 지원: 보다 엄격하고 정밀한 표시제 및 인증제 실시로 지속가능

한 농업 생산물의 차별화

- 정책적 지원: 품질전략 지원 및 시장판매지원사업 실시

- 소비자의 사회적 행동: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캠페인

100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직불제 개편은 ① 쌀‧밭 고정

직불을 가칭 ‘농지관리 직불’로 통합하고 농업경영체의 상호준수의무 수준을 강화

하고, ②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입하고, ③ 변동 직불제를 쌀의 적

정생산을 유도하는 형태로 개편하는 것임.

101 소비지원 전략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면, 원산지 표시와 지리적 표

시 등의 표시제와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유기식품 인증,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등의 각종 인증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고품질을 지향하는 품질전략과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의 연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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