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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내년은 친환경농업 원년 선포 이후 20주년이 되는 중요한 해이다. 기존 국내 

친환경농업 정책은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친환경농업 확대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되는 바탕이 되었으나 국민들이 환경친화적 농

업의 범위를 협소하게 인식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에서 ‘농업환경 강화’를 강

조하면서 인증 이외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동 계획에 

근거하여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T/F를 구

성하여서 높은 수준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활동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한국형 농업환경 정책 수

립에 대한 실질적인 농정 변화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농업환경 현황 및 해외사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안)

과 농가 수용성을 함께 살펴보고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한 정책 

과제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이제 시작 단계로 대

상 지역 범위, 참여 대상, 인센티브 수준의 결정, 관련 농업환경 지표 및 데이터

베이스 확보, 이행평가 방안, 의무 선택 활동의 구분, 개별 농업인 공동체 활동

의 구분, 기존 농식품 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 해결해야 하는 다양한 과제를 동

반하고 있다.

모쪼록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수정 및 개선, 실제 

현장 적용에 대한 정책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추후 이어질 농업환경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연구에 도움을 주신 농업환경 분야 여러 전문가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7.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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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는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T/F에서 도출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

램(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농업인 인식 및 수용성을 함께 분석하여 제시함

으로써 향후 성공적인 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위하여서 해결해야 하는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내 농업환경 부분은 다양한 개선 노력에도 정책적 한계와 개선의 필요성

이 존재하고 있음. 또한 국내외적으로 농정 패러다임이 생산력 중심에서 농

업환경보전을 포함한 공익적 기능 제고로 변화하고 있음.

- (예) 미국 환경질개선지원제도(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 Program:

EQIP)와 보전책무제도(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CSP), 영국의 

농촌관리(Countryside Stewardship: CS) 프로그램, 일본형 직접지불추진

교부금(日本型直接支払推進交付金) 도입 및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를 구성

하여 프로그램(안)을 마련함.

- 프로그램 활동안은 토양 용수 대기 경관 및 생활 농업유산 및 생태 영

역으로 구분되며, 선택 의무 지정 활동과 개별 공동 활동으로 나눌 수 

있음.

- 프로그램의 실제 도입에서는 참여 지구 범위 설정, 참여 대상자 선정, 활

동 목록과 환경 영향에 대한 근거 보완, 활동 유형화 및 난이도에 따른 

실질적인 인센티브 설정, 프로그램 계획부터 수행 이행평가에 이르기까

지 각 주체의 역할 정립, 이행평가 수단의 비용효과성 분석, 관련 농업환

경 지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협약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 마련, 기존 

정책 사업과의 관계 정립 등이 정책 과제로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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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안)의 현장적용성과 농가수용성을 살펴보기 위하여서 12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대상 지역은 양분수지, 저수지 수혜

면적과 수질, 경종 및 축산 농가 여부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음.

○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상호준수 상호의무준수에 대하여서는 대다수가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활동안 중 ‘토양 및 용

수, 대기 보전 활동’에 대한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음. 이에 반

해, ‘농촌 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 활동’과 ‘농업유산 및 생태 보전 활동’에 

대한 수용성은 높게 평가되어 향후 프로그램의 단계적 도입에 대한 실마리

를 제공함.

○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다시 한번 지역별, 농가별 특성에 따라서 농업

환경보전에 대한 다른 인식 및 의지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여, 향후 프로

그램이 지역특이적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과하는 것이 중요함

을 확인하였음.

○ 단,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논의는 큰 틀에서의 농업환경 정책 

수립 및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음.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과 같은 인센티브(보조금) 성격의 정책 수단을 도

입하기 위해서는 도입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의 합의가 중요한 부분임.

- 지속가능한 농업 체계 구축을 위해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시

작으로 중장기적인 농업환경 정책 로드맵 또는 방향성 수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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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gricul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Programs

○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the contents of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Programs' (draft, AECP) derived from the task for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 in 2017.  This 
study also summarizes the future policy tasks in order to successfully 

adopt the AECP by analyzing the farms' awareness and acceptance about 
the programs.

○ Despite various efforts to improve the domestic agricultural environment, 

there are policy limitations and need for further improvement. In addition, 
the paradigm of agricultural policy has changed from production increase 

and competitiveness to an increase in the public function of agriculture 
including conserving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 Examples are the 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 Program (EQIP) and 
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CSP) in the USA, the Countryside 

Stewardship (CS) program in the UK, and the Japanese style grant for 
direct payments that were introduced as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policies.

○ MAFRA has operated the task force for the preparation of agricul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programs (AECP), and the task force 

established the draft of the programs with the specific activity list.
  - Program activities are categorized into the areas of soil, water, 

atmosphere, landscape and rural living, and agricultural heritage and 
ecological conservation.  Also, the activities are divided into optional, 

mandatory, or designated activities as well as individual or joint activities 
of the community.

  - For the actual introduction of the programs, there are the following policy 
tasks: setting the scope of the candidate area, eligibility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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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vant activities and incentives according to the type and difficulty of 
the activity, adding more evidence of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activities, establishing each agent's role in planning, implementing, and 
evaluating the programs, analyzing cost-effectiveness of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tools, developing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indicators and related database, disincentives to nonfulfillment, and 

clarify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existing policy projects.

○ As a result of farmers' survey, most of them are not well aware of 
'cross-compliance.' The acceptability of the group of activities which is 

related to soil, water, and atmosphere conservation is relatively low while 
that of the activities related to 'landscape and rural living' and 'agricultural 

heritage and ecological conservation' is high. This result implies the 
direction of the step-wise introduction of the programs.

○ The result also confirms the importance of designing flexible program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s and farmer types because different 
farmers in different regions have various levels of awareness and 

acceptability.

○ However, it is needed to discuss the introduction of the AECP under the 
national agricultural environmental policy and sustainable society 

framework.
  - The public consensus on the legitimacy of introducing the AECP, one of 

the incentive (subsidy) measures, is significant.
  - As a start point for establishing a mid or long-term agriculture 

environment policy road map or at least direction of the policy 
framework, AECP introduction is necessary for establishing the 

sustainable agricultural system.

Researchers: Lim Youngah, Cho Wonju
Research period: 2017. 8. ∼ 2017. 12.

E-mail address: limy@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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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 필요성

○ 농업은 국가 경제 비중보다 환경자원 이용의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국가 환

경자원 이용 및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국내 농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부가가치 대

비 2.0%에 불과하지만, 환경자원 이용에서는 국가면적 대비 16.4%를 농

지로 이용 중이며(국가지표체계; 통계청 2017) 전체 용수의 61%가 농업

용수로 이용되고 있음(국토교통부 2016).

- 즉, 국가 환경자원 관리 측면에서 농업이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다

양한 공익적 기능(생물 다양성 제고, 대기질 및 수질 정화, 탄소 저장 등)

과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양분 유출, 수질 악화, 탄소 배출 

등)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 및 환경자원 관리는 중요한 요소임.

○ 농업이 제공하는 환경서비스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환경서비스를 고려한 농

업환경자원 관리 정책 마련의 중요성이 국내외적으로 대두됨.

-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

면서 농업이 제공하는 환경서비스의 중요성과 사회적으로 최적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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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을 위하여서 어떠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

행되고 있음.

- 예를 들어, UN의 지속가능 목표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 및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2017년 베를린에서 있었던 G20 농

업장관회의에서는 식량과 용수 안보에 대한 액션 플랜을 채택하면서 식

량 생산, 용수 보호, 토지 생물 다양성 에너지 사용에 대한 동반 편익 및 

상충관계를 고려할 것을 밝히고 있음. OECD에서는 농업환경공동작업반 

회의를 통하여서 녹색성장,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농업정책의 환경 영

향 평가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관련 자료 구축, 모형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 농식품부도 관련 자료 제공 및 개발된 모형의 국내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특히 파리협정 이후 신기후체제 출범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농업 내 에

너지 절감 이외에도, 온실가스 배출원이자 흡수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농지 이용 및 관리, 논 물관리 등은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중요한 요소임.

- 한국 농정은 ‘경쟁적 농업’에서 ‘다원적 농업’ 및 ‘국제 생산’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위치한 것으로 보임(김병률 외 2017). 이러한 농정 변화는 2017

년 8월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서 경쟁 기조의 인프라 확충 및 일자

리 창출, 소득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농산어촌의 휴식공간 조성, 환경 친

화적이고 스마트한 농식품산업 확산 및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과제 목

표로 제시한 것에서도 드러남.

○ 농업환경보전 및 환경질 향상을 위한 농업 부문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양분수지 초과 문제와 토양 침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4년 주기 농업환경

자원 변동조사 및 흙토람을 통한 시비 처방전 제공이 시행됨. 1999년부터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추진 및 2005년 화학비료 보조 폐지 등 화학비료 및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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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투입 저감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양분수지 초과와 토양 침식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2014 한국 OECD 양분수지: 질소 수지 245kg/ha, 인 수지 47kg/ha

- 밭 토양 68.7%가 토양 침식에 대한 OECD 권장기준 초과(국립농업과학

원 2006년 자료,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 내부자

료에서 재인용)

- 농약 사용량(kg/ha): 13.5(2000) → 11.2(2010) → 9.3(2016)

- 화학비료 사용량(kg/ha): 382(2000) → 233(2010) → 268(2016)

○ 농업용수 관리와 관련하여서 �농어촌용수 이용합리화 계획 2015~2024� 수

립, 2016년 농업가뭄지원단 개소, 맞춤형 물관리 추진 등 노력이 이어져 왔

으나 대부분 수량 관리와 공급 위주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짐. 농업용수 수

질 문제나 수요 중심 물관리에 대한 정책이 미흡한 실정임.

- 수질 악화 농업용 저수지(개소): 257(2013) → 576(2016)

- 수질은 2000년 이후 우수 양호 등급 시설 구성비는 감소, 보통 나쁨 등

급 시설 구성비는 증가 추세이며 2016년도 기준 주 오염원의 가장 큰 비

중은 토지계(비점오염원)임(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2016).

○ 가축분뇨와 관련하여서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리에 관한 법 이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로 바뀌었으며 이것은 가축분뇨를 오

염원에서 자원 및 에너지화 가능 자원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함.

국립환경과학원의 전국오염원 조사자료에 따르면 가축분뇨 폐수 및 고형물 

발생량은 2012년과 2016년 큰 차이가 없으며, 앞으로도 오염원 저감 및 자

원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분야임.

- 가축분뇨 폐수 발생량(톤/일): 112,272(2012) → 113,290(2016)

- 가축분뇨 고형물 발생량(톤/일): 64,839(2012) → 65,198(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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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 2030 국가 로드맵 , 저탄

소농림축산기반구축사업 등이 진행 중임. 기후변화는 장기적 환경 문제이

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며, 특히 2015년 신기

후체제 출범 이후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성과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 

또한 중요해지고 있음.

○ 기존의 하향식 농정을 벗어나,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쌍방향식 지

역 단위 농업환경 관리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 기존 한국 농업환경 정책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규제 및 관리와 농림

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한 지원 및 개선 사업이 별도로 수행되어 왔음.

상호준수(cross-compliance)는 중앙부처 간 정책의 틈을 줄이고 농업환경

보전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제고 및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

- 기존의 친환경농업 인증제도에서 더 나아가 기존 관행농가의 환경친화

적 농법 수행, 의신 개선, 농촌 환경자원 보존 및 개선을 장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향후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부정적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는 맥락 특이적(context-dependent)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업환경

자원 관리가 중요함. 특히 농업환경 질 개선은 개별 농가의 노력이 아닌 

지역 단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역 단위’ 차원의 정책 접근이 

필요함.

- 이러한 지역 단위 농업환경 자원 이용 관리는 농가 소득(경제적 측면)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환경 및 사회적 측면) 간 상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농업 시스템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음.

○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에서는 인증제도 개선 및 친환경인증 

농축산업 육성과 더불어서 농림업의 환경보전 기능 강화를 목표로 정책 과

제를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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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환경보전 강화 목표 아래 ‘농림업의 환경보전 기능 강화’와 ‘농업환

경조사 시스템 구축’을 정책 과제로 제안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농림업의 환경보전 기능강화’에서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

램 마련, 적정 시비 및 방제시스템 구축,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관리 

강화, 산림의 환경보전 기능 제고를 포함하고 있음.

- 동 계획에서는 한국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모형을 2020년까지 5개소 

육성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를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안)’을 도출하였음.

○ 실제 현장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

책 과제가 해결되어야 함. 본 연구는 프로그램(안) 도입에 앞서 (1) 농업인

의 수용성, (2) 현재 안의 개선 가능성, (3) 향후 정책연구 과제 등에 대하여

서 제시하고 향후 효과적인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기초 자

료를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T/F에서 도출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

램(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농업인 인식 및 수용성을 함께 분석하여 제시함

으로써 향후 성공적인 프로그램 도입을 위하여서 해결해야 하는 정책 과제

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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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김창길 외(2016a)는 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가치를 추정하고 유기농업의 환

경보전적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을 하였음. 대체가격법과 선택실험법

을 활용하여서 생물 다양성, 토양질 개선, 온실가스 감축, 토양유실 방지, 효

과적인 물 이용, 정서적 치유 기능 등의 가치를 평가함.

○ 강창용 최진용(2016)은 농촌지역 오염원을 파악하고 오염원 관리에 대한 

규범적이고 이론적인 문제점을 정리하였음. 또한 설문조사를 통하여서 농

촌 오염원 처리 실태를 파악하였음.

○ 김창길 외(2016b)는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의 방향성을 제시

하면서 앞선 제3차 육성계획의 성과를 평가하였음. 향후 육성계획에서는 인

증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등을 제언함.

○ 정학균 외(2015)는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가치 평가함. 가상가치평

가법을 활용하여 토양, 물, 생물 다양성,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친환경농업

의 환경보전 기능의 가치를 화폐액으로 평가함.

○ 김창길 외(2013)와 김창길 외(2014)는 지속가능 농업시스템 구축을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분석하였음. 농업인이 지속가능 농업을 선택하는 

것에는 소득, 인식도, 이웃과의 갈등 정도가 영향을 미치며 지속가능 농업 

실천 의향에는 화훼농 여부, 실천 정도, 문제 인식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함.

○ 김태연 외(2013)는 농업을 중심으로 환경자원을 보존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농업환경 프로그램 도입, 프로그램의 전국 확대, 후속 정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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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제언하였고, 덧붙여 프로그램 시범사업 실시방안(안)과 구체적 활동 

및 활동 유의사항을 정리하여서 제시하였음.

○ OECD(2010)는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환경 기준, 환경세, 농

업환경 지불 및 거래 가능한 배출권리에 중점을 두고 가이드라인을 작성함.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환경 성과 목표가 있을 때, 해당 환경 문제를 최소한

의 비용으로 해결 가능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정책 목표 달성에 있

어서 농업인에게 유연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였을 때가 가장 비용 효과적인 

정책이 성립되었음.

○ OECD(2005)는 2004년 12월에 있었던 농업환경정책 평가 워크숍 내용을 정

리함. 다양한 정책 평가 도구와 사례, 농업활동과 환경영향의 인과관계, 정

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영국, 핀란드, 독일, 스웨덴, 스위스, 미국, 덴마

크, 노르웨이,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네덜란드의 정책 사례가 평가되었음.

○ 본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 중인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전문가 

T/F’ 그룹의 협의 내용과 자료에 기반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안)에 대한 분

석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됨. 본 연구에서는 농업정책의 방

향성과 기준을 제시한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국내 농업 현장 중심의 세부 

이행사항과 정책 제언을 다루고 있음. 또한,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점에서 기존 공익 기능(긍정적 다원

적 기능)을 강조하던 선행 연구와 차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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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내용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

○ 해외 농업환경보전 소개 및 시사점 도출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안) 세부사항 소개

- 토양보전 프로그램 활동 및 인프라

- 용수보전 프로그램 활동 및 인프라

- 가축분뇨 관리, 악취 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

- 경관 및 생활환경보전 프로그램 활동 및 인프라

- 농업유산 및 생태보전 프로그램 활동 및 인프라

○ 사례 지역 농업환경 현황 및 농업인 인식 수용성 분석

- 토양 현황 및 양분수지

- 농업용 저수지 수질 현황

- 온실가스 배출 현황

- 농업환경에 대한 농축산업인 인식 및 수용성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정책 과제 제시



제2 장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필요성

1. 공익적 기능의 개념

○ ‘공익적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

치’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해야 함.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은 경제협

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

D)에서 논의된 개념으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서 논의되는 비교역적 기능(non-trade concerns: NTC)과 국내 농업 정책에

서 거론되는 공익적 기능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 가능함.

○ 다원적 기능은 식량과 섬유 제공이라는 농업의 일차적 기능에 덧붙여 농업

활동이 경관 형성, 환경 보전(토양 보전, 재생 가능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생물 다양성 보존),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 개발목표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

을 의미함(OECD 1998).

- OECD(2003)는 지속가능성은 미래세대의 필요 충족을 해치지 않는 선에

서 현재의 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목적 지향적(goal-oriented)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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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지만, 다원적 기능은 하나의 경제 활동이 다양한 산출물을 생산하면

서 다양한 사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동 지향적(activity-ori-

ented)이라고 정의함.

- 다원적기능은 단순히 농업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경제 활동이 

일차적 산출물 이외에도 다양한 외부효과적인 산출물을 생산한다면 비

농업 부문에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농업환경, 국토관리, 농촌 활력, 국격 제고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표 2-1>.

<표 2-1>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다양한 분류

분류 농업의 다원적 기능

WTO (1) 환경보전, (2) 식량안보, (3) 농촌개발

OECD
(1) 경관, (2) 종 생태계 다양성, (3) 토양의 질, (4) 수질, (5) 대기의 질, (6) 물 이용, (7) 경지보전, 

(8) 온실효과, (9) 농촌활력화, (10) 식량안보, (11) 문화유산, (12) 동물복지

FAO

사회적 기능 (1) 도시화 완화, (2) 농촌공동체 활력, (3) 피난처 기능

문화적 기능 (4) 전통문화 계승, (5) 경관 제공

환경적 기능 (6) 홍수방지, (7) 수자원 함양, (8) 토양보전, (9) 생물 다양성

식량 안보 (10) 국내 식량공급, (11) 국가 전략적 요청

경제적 기능 (12) 공동체의 균형발전과 성장, (13) 경제위기 완화

일본
(1) 국토보전, (2) 수자원 함양, (3) 생물 다양성 보전, (4) 농촌 경관의 창조, (5) 전통문화의 유지,

(6) 휴양처 제공, (7) 식량안보

노르웨이
(1) 농촌 경관 및 문화적 전통기능, 생물 다양성, 휴양처 기능, 과학적 교육적 기능, (2) 식량안보, 식품안전기능, 

(3) 농촌활력기능

핀란드 (1) 식량안보, (2) 환경보전, (3) 농촌활력화, (4) 동물복지, (5) 식품안전기능

한국

식량안보 (1) 식량안보(안정적 공급과 안전성 보장)

환경적 기능
(2) 홍수조절 효과, (3) 수자원 함양 효과, (4) 토양유실경감 효과, (5) 대기정화 효과,

(6) 폐기물처리

농촌 경관과 

사회‧문화보전 

등의 기능

(7) 자연 경관 유지 및 생태계 보전 기능, (8) 사회‧문화적 순기능

농촌활력 (9) 도시화 완화, (10) 공동체의 균형발전과 성장

그 외
(11) 환경적 기능-기후 완화, 생물 다양성, (12) 농촌활력-농촌지역 일자리 제공 및 

국토관리 (13) 국격 제고

자료: 서동균 외(2002: 22); 임형백‧이성우(2004); 김병률 외(201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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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는 다원적 기능을 농업을 보호해야 하는 논리 또는 농업인을 보조

해야 하는 논리의 근거로 활용되어 옴으로써 다원적 기능을 공익적 기능 또

는 공익적 가치와 혼동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 다원적 기능 확보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외부

효과와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한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있는지, 시장재화 

및 비시장재화 간 생산결합성(jointness of production)이 존재하는지, 그

리고 비정부적 개입과 비교하여서 비용효과적인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

가 선행되어야 함.

○ 엄밀하게 보자면 다원적 기능은 농업의 결합 산출물 중 외부효과성을 가진 

결과물을 모두 의미하며 부정적 외부효과(토양 유실, 토양 및 수질 오염, 온

실가스 배출, 가축분뇨 악취 문제, 관리되지 않은 경관의 비효용성 등)와 긍

정적 외부효과(표 2-1에서 제시하는 긍정적 기능들)를 모두 포함하는 가치 

중립적인 개념임.

-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내 연구는 국민 인식 조사와 가치 평가로 분류 가

능함. 그러나 다원적 기능의 존재 여부에 대한 연구는 권오상 외(2004)를 

제외하고 찾기가 힘듦.

- 국내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다원적 기능의 가치 평가를 주로 하고 있으

며, 이때 가치평가의 대상이 되는 다원적 기능은 긍정적 외부효과만을 

포함하고 있음.

- 다원적 기능의 생산결합성, 외부효과 및 공공재적 성격과 시장실패 가능

성에 대한 기초연구가 없이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보에 대한 정부 개

입을 정당화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공익적 기능은 다원적 기능 중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면서 긍정적 기능을 의

미한다고 볼 수 있음.

- 순수 공공재(pure public goods)는 비 배타적(nonexcludable)이면서 비 경

합적(nonrival)인 재화를 의미하며, 공유자원(open access resources)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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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이지만, 경합적(rival)인 재화를 의미함. 예를 들어, 국방이나 전 지

구적 기후는 순수 공공재이며 바다의 어류 자원은 공유자원에 해당함.

반면에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지만,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비

재화(bads)는 온실가스를, 공유자원 성격을 가지지만,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 영향을 주는 비재화는 중세 시대 생활폐기물을 생각할 수 있음

(Kolstad 2011).

- 국내에서 논의되는 공익(公益)적 기능은 순수 공공재나 공유자원 재화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편익을 발생시키는 재화(goods)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공익적 가치’는 이러한 공익적 기능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가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규범적인(normative) 용어로 해석

해야 함.

2. 농업환경 현황과 관련 정책1

○ 공익적 기능의 측면에서 농업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농업이 

농업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음.

즉, 농업환경 면에서 공익적 기능 제고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고 긍정적 

외부효과를 늘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본 절에서는 농업환경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농업활동이 공익적 기능 

제고에 이바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고자 함.

1 농업환경 현황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추가로 인용한 자료는 별도로 인용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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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토양

○ ‘농업환경변동조사’를 통하여 농경지의 토양 화학성 및 물리성, 미생물, 농

업생태계 생물상, 농업용수 수질 등을 평가함.

- 농업환경변동조사사업은 친환경농업의 일환으로 1998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된 환경농업육성법 제11조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항

목에 근거하여서 1999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함(흙토람 2017).

- 조사주기는 4년이 1주기로, 5차 조사가 밭(’17), 과수원(’18), 논(’19), 시

설(’20) 진행 중임.

○ 필지별 농가 적정 시비를 위하여서 ‘토양검정 사업’을 시행 중임.

- 주요 작물 재배지 토양검정 사업(’90~’15)을 통하여서 적정 시비사용량

을 추천함.

- 비료사용처방서는 ‘흙토람’을 통하여서 발급 가능함.

- 대표 필지 중심의 토양검정 사업(’16~’20)을 통하여 비료 공급 정책지원

을 강화할 계획임.

<표 2-2> 농업환경변동조사 분야(’17~’20)

단위: 지점 수

조사 분야 2017 2018 2019 2020

토양 화학성 밭(1,760) 과수원(1,470) 논(2,110) 시설(1,374)

토양 물리성 밭(320) 과수원(320) 논(320) 시설(320)

중금속 전국(600) 전국(600) 전국(600) 전국(600)

비료사용실태
노지채소

(900)

과수

(900)

벼‧식량작물

(900)

시설작물

(900)

농업용수 수질 매년 하천수 300지점 3회, 지하수 200지점 2회 조사

○ 작물재배 시 필요한 양분은 양분 종류와 요구량, 흡수형태, 흡수원리, 식물

체 내부 양분 작용, 토양에서의 양분 변화가 수반되지만, 토양비옥도 적정

범위는 <표 2-3>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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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친환경인증 및 우수관리인증(GAP) 농산물은 시비처방전 발급이 의무

화되어 있음.

- 비료사용처방 작물 수: 13작물(1990) → 121(2016) → 133(2017)

○ <표 2-4>는 한국 농경지 토양 화학성 변동을 보여줌. 농경지 유형에 따라서 

토양의 유기물 함량, 치환성 칼슘(Ca)과 마그네슘(Mg)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농지가 더욱 비옥해짐을 의미함. 산성도(pH)와 유효 규산 함량 증가

는 토지개량제 보급의 효과로 보임.

○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토양 화학성 검사에서 비옥

도 적정범위보다 부족, 적정, 과다한 지점 수를 나누어서 살펴보았을 때에

는 산성도(pH)는 모든 농경지 유형에서 부족한 지점 비율이 감소함. 시설재

배지에서는 다른 농경지 유형과 비교하였을 때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양이온이 적정범위보다 과다한 지점의 비율이 높았음.

<표 2-3> 토양 화학성 적정범위

지목 pH EC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양이온 유효

규산K Ca Mg

(단위) (1:5) dS m-1 g kg-1 mg kg-1 ----- cmolc kg-1 ----- mg kg-1

논 5.5-6.5 ≤2.0 20-30 80-120 0.2-0.3 5.0-6.0 1.5-2.0 157≤

밭 6.0-7.0 ≤2.0 20-30 300-550 0.5-0.8 5.0-6.0 1.5-2.0 -

과수원 6.0-7.0 ≤2.0 20-30 300-550 0.5-0.8 5.0-6.0 1.5-2.0 -

시설재배지 6.0-7.0 ≤2.0 25-35 300-550 0.5-0.8 5.0-6.0 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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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농경지의 토양 화학성 변화

지목 차수 (연도)
조사

점수

pH EC 유기물
유효

인산

치환성 양이온
유효규산

K Ca Mg

1:5H2O dS m-1 g kg-1 mg kg-1 cmolc kg-1
mg 

kg-1

논

1 (1999) 4,047 5.7 0 22 136 0.32 4 1.4 86

2 (2003) 2,010 5.8 0 24 139 0.32 4.7 1.4 119

3 (2007) 2,110 5.8 0.45 25 131 0.3 4.8 1.4 127

4 (2011) 2,110 5.9 0.52 27 130 0.3 5.3 1.3 153

5 (2015) 2,110 5.9 0.45 28 138 0.3 5.6 1.3 182

밭

1 (2001) 1,650 5.9 0.63 24 547 0.81 5.9 1.6 -

2 (2005) 1,650 5.9 0.64 26 571 1.29 5.9 1.8 -

3 (2009) 1,753 6.1 0.78 27 607 0.82 6.1 1.8 -

4 (2013) 1,760 6.3 0.63 28 596 0.77 6.6 1.7 -

과수

원

1 (2002) 1,360 5.8 0.62 33 560 0.93 5.3 1.6 -

2 (2006) 1,360 5.7 0.67 38 653 0.89 6.2 1.7 -

3 (2010) 1,464 6.1 0.5 38 600 0.93 6.1 1.8 -

4 (2014) 1,473 6.2 0.68 41 642 0.95 7.3 1.9 -

시설

재배

지

1 (2000) 2,651 6.3 2.84 35 975 1.67 7.7 3.4 -

2 (2004) 1,274 6.4 3.17 35 947 1.7 9.5 3.6 -

3 (2008) 1,374 6.4 3.43 36 1046 1.53 10.6 3.5 -

4 (2012) 1,374 6.6 3.09 38 1034 1.58 10.6 3.3 -

5 (2016) 1,384 6.5 3.61 39 1041 1.63 11.1 3.4 -

<표 2-5> 농경지의 토양 중금속 함량 변화

지목 차수 (연도)
조사

점수

As Cd Cr Cu Hg Ni Pb Zn

----------- mg kg-1 ---------------

논

1 (1999) 4,047 0.62 0.15 0.35 4.7 - 0.7 4.9 4.5

2 (2003) 2,010 0.69 0.09 0.46 3.9 - 0.6 4.8 4.4

3 (2007) 2,110 0.94 0.09 0.40 3.3 - 1.2 4.8 4.6

4 (2011) 2,110 4.79 0.75 0.28 15.2 - 14.2 18.7 53.7

5 (2015) 2,110 3.94 0.30 25.69 15.0 0.10 14.0 17.1 56.9

밭

1 (2001) 1,650 0.48 0.09 0.47 3.1 - 3.1 2.7 10.7

2 (2005) 1,650 0.40 0.21 0.39 3.5 - 1.7 2.4 10.9

3 (2009) 1,753 0.68 0.10 0.38 3.2 - 6.6 2.2 38.1

4 (2013) 1,760 4.34 0.52 0.34 23.6 0.03 17.4 17.5 74.7

과 수

원

1 (2002) 1,360 0.71 0.09 0.41 3.1 - 1.2 2.3 10.1

2 (2006) 1,360 0.82 0.08 0.51 3.9 - 1.4 2.4 17.7

3 (2010) 1,464 4.25 0.35 3.65 27.7 0.09 18.4 19.0 76.4

4 (2014) 1,473 4.18 0.30 - 31.6 0.06 21.9 23.9 77.4

시설

재 배

지

1 (2000) 2,651 0.39 0.15 0.71 4.8 - 1.4 2.7 31.2

2 (2004) 1,274 0.58 0.13 0.68 4.4 - 1.5 2.0 33.1

3 (2008) 1,374 0.98 0.10 0.50 3.4 0.04 1.2 1.5 25.5

4 (2012) 1,374 4.72 0.44 0.39 32.1 0.03 14.4 17.0 103.5

5 (2016) 1,384 3.76 0.31 41.61 44.0 0.04 29.8 59.4 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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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경지 토양 중금속 함량은 토양오염 우려 기준보다 낮은 편임. 상대적으로 

과수원과 시설재배지에서 구리(Cu)와 아연(Zn)의 함량이 높아졌는데 이것

은 가축분 퇴비의 영향으로 보임.

- 향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서 가축분 퇴 액비 시용에 대한 시비처방

전 발급과 준수가 필요한 부분을 의미함.

- 카드뮴(Cd), 납(Pb), 비소(As)의 함량도 2010년 이후 증가 추세임.

- 중금속의 경우에는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 공업지역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농업환경 관리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15년도 기준 OECD 양분수지를 보면, 질소 수지는 222kg/ha로 회원국 중 

1위이며, 인 수지는 46kg/ha로 회원국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임

(OECD 양분수지 통계).

○ 1999년부터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추진 및 2005년 화학비료 보조 폐지 등 화

학비료 및 농약 투입 저감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량은 감소 추세임.

- 농약사용량(kg/ha): 13.5(2000) → 11.2(2010) → 9.3(2016)

- 화학비료사용량(kg/ha): 382(2000) → 233(2010) → 268(2016)

○ 토양의 화학성과 마찬가지로 농경지의 물리성에 대한 적정범위 기준도 존

재함<표 2-4, 표 2-5, 표 2-6>.

- 관리기준 설정: 논, 밭(2016) → 과수원, 시설재배지(2017)

○ 농경지 유형별 심토 용적밀도가 밭, 논, 과수원, 시설재배지 순서로 높으며,

이것은 밭 토양의 물리성 관리가 가장 시급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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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논 토양 물리성 적정범위

기준 지표

토 성

식양질

(점토함량 18% 이상)

사양질

(점토함량 18% 미만)

경운심(cm) >15 >15

작토심(cm) >20 >20

표토 용적밀도(Mg m-3) <1.20 <1.25

심토 용적밀도(Mg m-3) <1.40 <1.50

심토 경도(mm) <20 <20.5

<표 2-7> 밭 토양 물리성 적정범위

기준 지표
토 성

관리 범위(내용)
사양토 양토 식양토

표토 용적밀도(Mg m-3) <1.30 ○ 다짐

심토 용적밀도

(Mg m-3)
<1.55 <1.50 <1.40

○ 유효수분, 투수성, 통기성, 뿌리 뻗음, 

생산성 고려

지하수위(cm) >100 ○ 일정 기간 물 머무름.

<표 2-8> 과수원 토양 물리성 적정범위

기준 지표 공 통

심토 삼상(%)

고 상 45-60

액 상 15-38

기 상 10-30

경 도(mm) <25(65cm 내)

유효토심(cm) >100

○ 국내 농경지는 여름철 집중 강우와 농경지의 경사도로 인하여서 토양침식

에 취약한 실정임.

- 국립농업과학원(2006,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

자료에서 재인용)의 자료에 따르면, 단위면적 당 토양유실량은 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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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ha/yr 이하, 임야 3.5 MT/ha/yr, 과수원 11.1 MT/ha/yr, 밭 41.0

MT/ha/yr임.

- 전국 토양유실량은 임야 22백만 톤/년, 농경지 29백만 톤/년으로 추정됨.

- 특히 밭 토양의 68.7%가 OECD 권장기준인 토양유실량 11.0 MT/ha/yr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시급한 관리가 필요함을 암시함.

○ 토양 물리성 개량 기술로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존재하며, 농업환경보전을 

위하여서 지역 특성에 맞춘 기술 도입이 필요할 것임. 단, 기계 활용과 경사

진 농경지에 대한 기술 적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서 비용효과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 경작지 내 토사 유출 예방: 등고선 경운, 작물잔류물에 의한 피복, 다년생 

식품식재, 녹비식물 식재 등; 식생사면보호, 식생우회수로 설치를 통한 

저감

- 경작지 내 토사 이동 저감: 계단식 경작지 조성, 식생수로 및 식생대 설치

- 경작지 하단의 토사 유출 저감: 저류조, 물둠벙, 식생여과대 등 설치

- 수변구역 토사 이동 저감: 천변저류지 조성, 하천 폭 확대, 수변습지 조성 등

2.2. 농업용수와 가축분뇨

○ 농업용수와 관련하여서는 농업용수 수량에 초점을 맞춘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과 계획 2015~2024 와 수질에 초점을 맞춘 제2차 비점오염관리 종합

대책(2012~2020) 이 진행 중임.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매년 ‘농업용수 수질실태 일제 조사’를 실시함.

- 1단계 간이수질조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의 냄새, 수색, 부유물질 여부 

등을 육안으로 조사하여 우수, 양호, 보통,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 

등 6개 수준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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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수질분석시험에서는 수소이온농도(pH), 총유기탄소(TOC),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부유물질(SS) 등 6개 항목에 대한 분석

을 실시하며,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호

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에 따라서 수질 등급을 구분함.

- 2000년 이후 수질 육안조사 결과 수질이 나쁠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을 

2단계 수질분석시험시설로 정하여 조사하였음.

- 2008년부터는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시설을 제외한 저수지 중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을 선정하여서 2단계 수질분석을 수행함.

- 2012년부터는 신뢰도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서 수혜면적이 20ha 이상

인 시군관리 저수지도 2단계 조사에 포함시킴.

- 정기적으로 수질분석시험을 하는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938개소),

환경부 호소 수질측정망(15개소), 한국농어촌공사 수질전수 조사시설

(2,505개소) 등에 대해서 연 4회 수질조사 결과를 활용하여서 통합 분석 

실시 중임.

○ 2016년도 일제 조사의 경우, 1단계 간이수질조사 대상인 16,977개소 중 ‘양

호’ 등급(우수, 양호)은 7,925개소, ‘보통’ 등급(보통)은 7,885개소, ‘나쁨’ 등

급(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은 1,167개소로 조사됨<표 2-9>.

- 양호 등급의 저수지 비율이 감소하고 보통 및 나쁨 등급의 비율이 증가

하였음.

- 1단계 간이수질조사에서 주 오염원은 토지계 83.1%, 생활계 11.6%, 축산

계 4.2%, 기타 1.1%로 조사됨.

- 비점오염원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 부산, 광주, 강원, 전북, 경북, 경남

- 점오염원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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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연도별 농업용 저수지 수질 변화(1단계 간이수질조사)

(단위: 개소)

연도
전체

시설

간이수질

조사시설

양호

등급

보통

등급

나쁨

등급
비고

2002 17,891
17,847

(100%)

14,089

(78.9%)

3,404

(19.1%)

354

(2.0%)
수질 육안조사

2004 17,773
17,648

(100%)

13,943

(79.0%)

3,232

(18.3%)

473

(2.7%)
수질 육안조사

2006 17,708
17,545

(100%)

13,369

(76.2%)

3,632

(20.7%)

544

(3.1%)
수질 육안조사

2008 17,661
17,032

(100%)

12,108

(71.1%)

4,366

(25.6%)

558

(3.3%)

COD test kit

수질 육안조사

2010 17,581
17,150

(100%)

10,298

(60.0%)

6,150

(35.9%)

702

(4.1%)

COD test kit

수질 육안조사

2012 17,517
17,060

(100%)

10,296

(60.1%)

5,795

(33.8%)

1,043

(6.1%)
수질 육안조사

2014 17,439
17,060

(100%)

9,033

(52.9%)

6,913

(40.5%)

1,114

(6.5%)
수질 육안조사

2016 17,401
16,977

(100%)

7,925

(46.7%)

7,885

(46.4%)

1,167

(6.9%)
수질 육안조사

주: 간이수질 조사시설은 기능상실, 저수량 저하 등으로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농업용 저수지를 제외한 실제 조사시설을 의미

함. 2002~2014년은 담수호 포함 결과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2016).

○ 2016년도 일제 조사의 2단계 수질분석시험에서는 조사시설 총 4,486개소에

서 주 오염원으로 토지계 71.7%, 생활계 18.2%, 축산계 9.4%, 기타 1.1%로 

조사됨.

○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중 수질이 악화한 곳의 개소는 매년 증

가하는 추세임(김철민 의원실 2017).

- 257개소(2013) → 358(2014) → 330(2015) → 576(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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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기준으로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시설 975개소에 대한 주 오염원

을 살펴보면, 비점오염원인 토지계가 484개소(4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그러나 수질 기준 초과시설 주 오염원을 살펴보면 전체 220개소 중 

점오염원인 생활계와 축산계가 각 102개소(46.4%)와 87개소(39.5%)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수질측정망 조사시설만 본다면 농업용수의 대부분 오염원은 비점오염원

이지만, 수질 기준 초과지역에 대한 용수질 개선 사업에서는 비점오염원

보다 점오염원을 관리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낼 가능성도 있음.

<표 2-10> 연도별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시설 주 오염원 현황

연도 시설수(%) 생활계(%) 축산계(%) 토지계(%) 산업계(%) 양식계(%)

2006 492 (100.0%) 171 (34.8%) 146 (29.7%) 177 (36.0%) 1 (0.2%) 2 (0.4%)

2007 492 (100.0%) 158 (32.1%) 143 (29.1%) 188 (38.2%) 1 (0.2%) 2 (0.4%)

2008 526 (100.0%) 172 (32.7%) 160 (30.4%) 191 (36.3%) 1 (0.2%) 2 (0.4%)

2009 826 (100.0%) 231 (28.0%) 204 (24.7%) 388 (47.0%) 1 (0.1%) 2 (0.2%)

2010 825 (100.0%) 221 (26.8%) 220 (26.7%) 380 (46.1%) 2 (0.2%) 2 (0.2%)

2011 825 (100.0%) 230 (27.9%) 224 (27.2%) 367 (44.5%) 2 (0.2%) 2 (0.2%)

2012 825 (100.0%) 228 (27.6%) 227 (27.5%) 366 (44.4%) 2 (0.2%) 2 (0.2%)

2013 825 (100.0%) 238 (28.8%) 216 (26.2%) 366 (44.4%) 2 (0.2%) 3 (0.4%)

2014 825 (100.0%) 233 (28.2%) 223 (27.0%) 363 (44.0%) 2 (0.2%) 4 (0.5%)

2015 975 (100.0%) 261 (26.8%) 224 (23.0%) 484 (49.6%) 2 (0.2%) 4 (0.4%)

2015

수질 초과
220 (100.0%) 102 (46.4%) 87 (39.5%) 30 (13.6%) 1 (0.5%) 0 (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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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와 관련하여서는 2004년 11월 농림부와 환경부가 합동으로 ‘가축

분뇨의 관리 이용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 ‘환경을 고려한 축산정책, 축산을 고려한 환경정책’ 의미 부여

- 분뇨 처리가 가능한 수준의 가축 사육두수 유지

- 분뇨 퇴 액비처리 지원 및 공공처리시설 설치

○ 2006년 9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리에 관한 법 중 오수 분뇨는 

하수도법 으로, 가축분뇨는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로 분리함.

이는 가축분뇨를 오염원에서 자원으로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가축분

뇨 자원화 및 에너지화 사업 추진을 촉진시켰음.

○ 가축분뇨 폐수 및 고형물 발생량은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임(국립환경과

학원 해당 연도).

- 가축분뇨 폐수 발생량(톤/일): 112,272(2012) → 113,290(2016)

- 가축분뇨 고형물 발생량(톤/일): 64,839(2012) → 65,198(2016)

○ 가축분뇨 관리는 토양 및 수질 관리, 악취 문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공

통 매개가 되는 매우 주요한 부분임. 그러나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이해당사

자인 축산업자와의 갈등이 심각한 문제이기도 함. 일례로 2004년 발표한 분

뇨 처리가 가능한 수준의 가축 사육두수 유지에 대하여서는 축산업자에 대

한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현재까지 정확한 정책 가이드라

인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축산업자와의 심도 있는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지속해서 협업하여 해결해야 하는 환경 문

제이므로 다른 환경 문제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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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기

○ 2015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내에서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은 3.0%로 배출량은 20.6백만 톤 CO2-eq로 2014년 대비 1.2% 감소한 

수치임.

<그림 2-1>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17).

○ 기후변화 완화(온실가스 배출 감축)와 적응(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경감) 측

면에서 국가 차원에서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17~’36) , 2030 국

가온실가스감축 기본 로드맵 ,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16~’20) 계

획이 수립되어서 진행중임. 연계하여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농림수

산식품 기후변화 대응 세부추진계획(’11~’20) 이 진행 중임<표 2-11>.

- 대기환경 보전 측면에서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낮추기 위한 적응 정책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을 직접적인 농업환경 정책으로 볼 수 있음.



24

<표 2-11>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대응 세부 추진계획(’11~’20) 목록

분야 대분류
과제

번호
세부 과제명

1.

경종 

1.1 감축
1.1.1 온실가스 감축 영농기술 개발

1.1.2 친환경농업 확대

1.2 흡수

1.2.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토양 탄소 관리기술 개발

1.2.2 농경지 토양보전기술 개발

1.2.3 농경지 토양의 탄소축적 및 변화량 평가

1.3 적응

1.3.1 기후변화에 따른 벼 영향평가/예측 및 작물모형개선

1.3.2 기후변화에 따른 잡곡 영향평가/예측

1.3.3 원격탐사를 이용한 농경지 모니터링 기술개발

1.3.4 기후변화에 대한 농생물 다양성 장기변동 조사 및 영향평가

1.3.5 기후변화 적응 벼 품종 개발

1.3.6 기후변화 적응 맥류 품종 개발

1.3.7 기후변화 적응 콩 품종 개발

1.3.8 기후변화 적응 옥수수 품종개발

1.3.9 기후변화 적응 감자 품종개발

1.3.10 녹비작물 품종개발

1.3.11 기후변화 적응 맥류 재배법 및 작부체계 개발

1.3.12 기후변화 대응 옥수수 재배법 및 작부체계 개발

2.

원예

2.1 흡수 2.1.1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2.2 감축 2.2.1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방안

2.3 적응

2.3.1 기후변화 대응 과수 안전재배지대 설정연구

2.3.2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생육 장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

2.3.3 기후변화에 따른 채소 생산 영향평가 및 예측

2.3.4 미래 예측 원예작물 모형 및 영농 시뮬레이터 개발

2.3.5 해발고도별 기온편차를 이용한 생리반응 연구

2.3.6 기후변화 대응 기온과 CO2 과수 영향 평가

2.3.7 기후변화 적응성 사과·배 품종 개발

2.3.8 기후변화 적응 채소품종 및 신작물 개발

2.3.9 특작 분야 기후변화 적응 품종 및 신작물 개발

2.3.10 인삼 고온 및 염류 저항성 계통 선발 및 지역적응성 검정

2.3.11 지역 권역별(북부, 중부, 남부) 개량형 인삼 해가림 시설 개발

2.3.12 기후변화에 따른 약용작물 적지 재설정

2.3.13 아열대 자원작물 유전자원 수집 및 적응성 평가

2.3.14 참다래 품종육성 및 재배법 개발

2.3.15 고품질 만감류 육성 및 노지재배 적응성 조사

2.3.16 열대/아열대 채소 도입 및 재배법 개발

2.3.17 인삼 기후변화 대비 종합기술 투입 현장실증

2.3.18 고온성 버섯작목 재배법 개발

2.3.19 버섯 고온성 품종 육성 및 안전생산기술 개발

3.

축산
3.1 감축

3.1.1 온실가스 감축 축사시설 개발

3.1.2 가축 장내발효에 의한 메탄 발생 저감 연구

3.1.3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 개발

3.1.4 가축분뇨 에너지화 기술개발

3.1.5 가축분뇨 자원화 및 에너지화 시설 확대

3.1.6 축산물 가공과정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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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분야 대분류
과제

번호
세부 과제명

3.

축산
3.2 적응

3.2.1 기후변화 대응 가축개량·축사관리 기술 개발

3.2.2 한우 안정생산 기술 개발

3.2.3 젖소 안정생산 기술 개발

3.2.4 돼지 안정생산 기술 개발

3.2.5 가금 안정생산 기술 개발

3.2.6 온난화에 따른 가축질병 방지대책

3.2.7 사료 맥류 품종 개발

3.2.8 조사료 생산기술 개발

3.2.9 사료작물 최대 생산기술 및 작부체계 개발

3.2.10 목초 신품종 개발 및 초지생산성 향상 개발

3.2.11 양질조사료 확대·보급

6.

산림

6.1 흡수

6.1.1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확대 유지

6.1.2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

6.1.3 숲 가꾸기 산물 이용 확대 및 바이오 순환림 조성

6.1.4 북한 황폐지 복구

6.1.5 주요 용재수종 육성을 위한 선발 및 유전검정 시험

6.1.6 기후변화 적응 및 탄소흡수 증진을 위한 수종육성 연구

6.1.7 탄소흡수 증진을 위한 산림 시업체계 및 생산시스템 개발

6.1.8 인도네시아 열대림 생장우수 수종 및 리그닌 저함량 품종 육성

6.1.9 온실가스 산림상쇄 기반 구축

6.2 감축

6.2.1 자원의 순환이용 및 목질 바이오에너지 확대

6.2.2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6.2.3 산림바이오에너지 산업화 기술 개발

6.3 적응

6.3.1 산림생태계 취약성 평가 및 생산성 유지

6.3.2 지구환경변화에 대응한 장기생태 연구

6.3.3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영향평가 및 적응 연구

6.3.4 기후변화 대응 산림수자원 통합관리기술 개발

7.

수자원

7.1 감축 7.1.1 소수력발전 추진

7.2 적응

7.2.1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7.2.2 임진강수계 농촌용수 공급

7.2.3 한발 대비 용수개발

7.2.4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7.2.5 아산만 방조제 배수갑문 확장

7.2.6 서산 A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

7.2.7 지하수자원 관리

7.2.8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절약기술 개발

7.2.9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7.2.10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7.2.11 수질조사 및 개선사업

7.2.12 비상대처계획 수립

7.2.13 대형저수지 물넘이 보강

7.2.14 저수지 및 방조제 지진대응 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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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분야 대분류
과제

번호
세부 과제명

7.

수자원
7.2 적응

7.2.15 수리시설 개보수

7.2.16 방조제 개보수

7.2.17 배수개선

8.

식품·

유통

8.1 감축

8.1.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8.1.2 녹색 식생활 확산

8.1.3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운영

8.1.4 공영도매시장 쓰레기 종량제

8.2 적응 8.2.1 농업관측 강화

9.

인프라

9.1 물적/제

도적 기반

9.1.1 이상기상 예보 전담기구 설립 추진

9.1.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체계 개선

9.1.3 온실가스 배출량 DB 구축

9.1.4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도입

9.1.5 탄소상쇄사업 추진

9.1.6 직접지불제도 및 정책자금제도 개선

9.1.7 (가칭) 녹색펀드 도입 검토

9.1.8 기후변화 우수사례 발굴

9.2 위기관

리시스템

9.2.1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의 표준화 및 DB 구축

9.2.2 농업생산자원 평가를 위한 토양환경조사

9.2.3 농업시설 재해 경감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

9.2.4 저일조 대응 광효율 및 광환경 개선 기술 개발

9.2.5 농업 비점오염 환경영향 평가 및 최적 관리기술 개발

9.2.6 농업재해보험확대

9.2.7 이상기상 대응 과수작물 피해해석 및 경감기술 개발

9.2.8 하우스의 내재해형 시설보급 확대

9.2.9 농업지대별 농업기상정보 생산 및 활용체계 구축

9.2.10 기후변화 대비 도입 아열대작물 병해충 발생 모니터링 및 관리기술 개발

9.2.11 병해충 조기진단법 및 종합 방제기술 개발

9.2.12 외래병해충 발생 예측 시스템 개발

9.2.13 아태지역 이동성 돌발해충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이동모델 개발

9.2.14 병해충 국가 예찰망 구축 및 예찰 정보화시스템 구축

9.2.15 u－IT 기반 무인 해충 발생 관측 장비 및 스마트폰 이용 병해충 예찰 체계 구축

9.2.16 산불 취약지 관리 및 조기 진화시스템 구축

9.2.17 산사태 위험지 사전 관리

9.2.18 산림병해충 적기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

10.

R&D

10.1

R&D
10.1.1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후변화 대응 R&D 프로젝트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11).

○ 정학균 외(2016)는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대응 세부추진계획(’11~’20) 의 

중간평가를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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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예측 평가 사업 확대

- 이상기상 및 농업 생태계 변동을 반영한 기술 개발 사업 추진

- 기후변화 적응 수단 도입에 대한 파급 영향 분석

- 실효성 있는 조림사업 추진

- 실효성 있는 목질계 바이오매스 활용사업 추진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론 개발

- 기후변화 대응 기술과 보급사업 연계 강화

- 기본계획에 추가 가능한 연구사업 검토

- 기후변화 대응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과제의 재검토

- 중복 과제 조정 및 타 분야와의 연계 강화

- 향후 기본계획 과제 선정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과제의 양보다 

질적 개선을 이룰 필요 존재

○ 기본계획 에서 보듯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기후변화 문제에만 독립적으

로 연관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정책 사업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해

당 정책 비용과 정책 효과 산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도 ‘농업환경’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다른 환경 분야 

문제와 함께 균형 있게 조율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2.4. 생활환경

○ 농업 및 농촌과 관련된 오염원은 그 종류가 다양하며, 다양한 제도 및 법과 

연관되어 있음<표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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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주된 오염종류와 관련법, 오염물질

구 분 관련법과 조례 오염물질

대기오염

법: 대기환경보존법

조례: 대기환경개선과 오염물질 배출기준, 자동차 공회전과 

배출가스 검사, 미세먼지, 대기 및 수질 환경보전 관련 조례

일산화탄소 등 61종 대기오염물질과 

사이안화수소 등 35종 특정 대기 

유해물질, 이외 분진 등

수질오염

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수생태계법, 구: 수질환경보호법)

조례: 폐수종말처리장과 낚시 구역 제한 등에 관한 조례

구리와 그 화합물 등 53종 

수질오염물질, 6가크롬 화합물 28종 

특정 수질유해물질

법: 수도법, 화학물질관리법, 농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해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분뇨, 

가축분뇨

법: 하수도법, 비료관리법
8개 중금속 기준, 유기물질 등

법: 지하수법

규칙: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

토양오염 토양환경보전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22개 토양오염물질, 24개 잔류성 

오염물질, 비료농약과용, 폐기물방치와 

매립 등

악취 악취관리법 22개 지정 악취물질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생활 쓰레기, 지정폐기물 등

기 타
자연환경보전법, 환경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환경공단법 등
환경 관련 규제, 조정 등

자료: 강창용‧최진용(2016).

○ 농촌 생활폐기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제도의 영향을 받음(강창용 최진용 

2016).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빈용기 보증금 제도, 폐기

물 부담금제도, 폐기물처리 증명제

○ 신상철 외(2014)는 농어촌 지역 생활폐기물 발생 특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함.

- 군 단위 기초지자체(농어촌 지역)는 가연성, 재활용, 음식물, 불연성 폐기

물 순서로 발생량이 많으며, 도시 지역보다 음식쓰레기 발생량이 상대적

으로 적음.

- 농어촌 지역 생활폐기물 수건 운방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거점수거, 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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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비율이 높으며 톤당 수건 및 운반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조사됨.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에서 매립 비중이 높아서 토양오염과 같은 2차 

오염 유발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함.

-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이 다른 유형 지자체에보다 상대적

으로 낮음.

- 소각 시설 이용률 제고 및 음식쓰레기에 대한 매립 및 소각 감소 유도가 

필요함.

○ 강창용 최진용(2016)은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처리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음.

- 농업용 비닐 관련 제도로는 자발적 협약제도,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가 

있으며, 농약병 관련 제도로는 폐기물 부담금제도, 재활용 분담금, 농약

빈병 보증금제고가 있음.

- 농경지 경작을 통해 발생하는 폐비닐은 연간 약 32.9만 톤이며 이 중 공

동집하장을 통한 수거량은 연간 약 18.7만 톤으로 56.8% 정도임.

- 과거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던 직접 수거는 중단되었으며, 2011년 이후 민

간 위탁수거사업자에 의해 수거가 진행됨.

- 하우스용 비닐은 민간업자가 약 7만 3천 톤을 수거하고 이 중 22.1%를 

재활용함.

- 폐농약용기 발생량은 증가 추세이며 연간 약 7,800만 개가 발생함. 이 중 

수거량은 약 5,000만 개로 전체의 약 64%임.

- 폐농약용기 수거는 공동집하장을 통하여서 민간 위탁수거사업자가 한국환

경공단사업소로 운반, 보관, 관리 후 재활용업체나 소각업체로 운송함.

○ 악취와 관련하여서는 2016년 기준으로 5년간 악취 민원이 매년 평균 14%

씩 증가 추세였음. 2015년도 악취 민원 15,573건 중 축산시설 악취가 4,323

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한국환경공단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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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농촌 경관 및 유산

○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경관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며 경관법 에 근거하여

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토 경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표 2-13> 중앙부처 경관 관련 정책 동향

연도 국토교통부 관련부처

2005 -
‘경관보전직불제’ 도입(농식품부)

‘제1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농식품부)

2006 -
‘자연경관심의’제도 도입(환경부)

‘전국 자연경관조사’ 실시(환경부)

2007

｢경관법｣ 제정

｢경관계획수립지침｣ 제정

｢건축법｣ 특별건축구역제도 도입

｢산지 전용 등에 따른 경관 영향 검토 및 운영지침｣ 

제정(산림청)

도시 숲 경관 사업계획 및 산림경관관리 기본계획(산림청)

우수 자연경관자원 및 조망점 조사(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08 ｢건축기본법｣ 제정 ‘옥외광고물 규제개혁’ 추진(환경부)

2009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산림 경관 관리 기본계획’ 수립(산림청)

‘문화생태탐방로’ 조성(문체부)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 사업’(문체부)

‘간판문화 선진화 방안’ 마련(행자부)

2010 ‘제1차 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

2011 ‘해안 경관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
‘농촌 오감 경관 만들기’ 수립(농식품부)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선정(문체부)

2012
‘국토경관 종합 개선방안’ 마련

‘민간전문가 활용 지원사업’ 추진
‘농어업 유산’ 제도 도입(농식품부)

2013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수립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축서비스사업 진흥법｣ 제정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산림청)

2014

｢경관법｣ 전부 개정

｢경관심의 운영지침｣ 제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문체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 개정(행자부)

자료: 국토교통부(2015).

- 인구 10만 초과 지자체는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음.

- 경관정책 기본계획은 국가 차원의 종합적 체계적 경관 형성 관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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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함.

- 현재 제1차 경관정책 기본계획(‘15-’19) 이 진행 중임.

○ 김상범 외(2013)에서는 농촌 경관과 농촌 전통 경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 ‘농촌 경관(전원 경관, rural landscape)’은 “농업을 위주로 한 생산 활동

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주거생활 및 농업공동체의 문화와 종교활

동이 지표 위의 공간상에 물리적으로 표출된 가시적인 물질들의 집합체

이자 조직적인 구성물”로 정의 가능.

- 범위가 명확히 정의되지는 않으나 마을, 농지, 산림 등을 포함하며, 마을

을 중심으로 한 농지, 산림, 하천, 도로 등의 하나된 공간영역으로 볼 수 

있음.

- ‘농촌 전통 경관’이란 “농촌 경관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개념으로 ‘문화 

경관이 형성되어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본래의 상태를 잘 유지했거나 

원형을 지켜나가면서 적합화된 형태’”이며 “농촌지역 내에 과거로부터 

유지 보전되어 본래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거나 일부 복원하여 지속적으

로 보전하고 있는 대상 혹은 대상군”을 의미함.

○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촌다움(농촌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2005~2012년에 걸쳐서 구축한 바 있음(농촌진흥청 2017).

- 농촌다움 자원은 “농촌지역 정체성을 반영하는 농촌다움이 있고, 사회구

성원에게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자원“을 의미함.

- 농촌다움 100선에서는 농촌생산 경관, 농촌자연 경관(하천, 해안), 농촌

자연 경관(산림 경관), 주거지 경관, 역사문화 경관을 나누어서 소개함

<표 2-15>.

- 그러나 2012년 이후 자료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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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농촌다움 자원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자연적

자원

수자원 하천, 저수지, 호수, 약수터, 공동우물, 댐

지형자원
습지, 생물서식지, 바위, 절벽, 봉우리, 소, 담, 폭포, 

특이토양, 미기후 발생지역, 계곡, 동굴, 고개

식물자원 마을 숲, 비보 숲, 군락, 보호수, 노거수

동물자원 포유류, 조류, 어류, 곤충, 양서파충류

문화적 

자원

전통자원
전통건조물, 전통신앙 공간, 전통주택, 전통적인 마을안길, 

마을상징물, 유명인물, 풍수지리나 전설, 유적지나 터

경관자원 주거지 경관, 농업 경관, 산림 경관, 하천 경관, 해안 경관, 역사문화 경관

사회적

자원

시설물자원 공동생활시설, 기반시설, 공공편익시설, 환경관리시설, 정보기반시설, 농업시설, 종교시설

공동체자원
농업공동체활동, 생활공동체활동, 도농교류활동, 마을문화활동, 세시풍속놀이, 마을관리 및 

홍보활동

특산자원 수공예품, 도자기, 친환경농법, 특산식품, 특용작물, 섬유

자료: 농촌진흥청(2017).

<표 2-15> 2012 농촌 어메니티 100선 지역별 분포

지역
농촌 어메니티 자원별 지역구분

계
농업생산 경관 농촌자연 경관 농촌주거지 경관 역사문화 경관

경상남도 10 11 7 8 36

경상북도 4 4 3 12 23

전라남도 7 8 10 6 31

전라북도 - 1 3 3 7

제주도 1 - 2 - 3

계 22 24 25 29 100

자료: 박미정(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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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는 현재 ‘국가농업유산제도’가 시행 중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 근거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 사회, 풍습 등에 적

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 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

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가능함.

- 동 법에서는 ‘농어촌의 다원적 자원’을 “농어촌에 소재하면서 식량 공급 

기능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경관 제공, 전통문화의 보전, 환경 생태계 유

지, 국민 정서의 순화, 보건 휴양과 학습 체험기회 제공 등 여러 가지 순

기능을 발현하는 자원”으로 정의함.

- 국가중요농어업유산 대상은 “(1) 농어촌 다원적 자원 중 100년 이상의 

전통성을 가진 농어업유산으로서 보전 · 유지 및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

는 것, (2) 보전 · 유지 ·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특별한 생물 다양성 

지역”이 해당함.

<그림 2-2> 2012 농촌 어메니티 100선 지역별 분포

자료: 박미정(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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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곳은 다음과 같음.

- 2013: 완도 청산국 구등장논, 제주도 흑룡만리 돌담밭(세계중요농업유산)

- 2014: 구례 산수유농업, 담양 대나무밭

- 2015: 금산 인삼농업, 하동 전통 차농업

- 2016: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 국회입법조사처(2014)는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와 관련하여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함.

- 근거 법률 미비

- 지정 대상 규정의 모호성: 100년 이상의 의미, 농업적 가치가 없는 생물  

다양성 지역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 관리 규정의 실효성 확보 필요

- 농업유산과 어업유산 분리 관리 문제

- 중요농업유산 지정 이후 소유권 제한이나 지가 하락 등에 대한 주민 반

발 가능성 존재

- 또한 중요농업유산 지정 이후의 지원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지속적인 관

리가 필요한 상황임<표 2-16>.

<표 2-16> 보도자료: 국가중요농업유산제 5년째, 7개 지역 발굴… 보전 지원은 ‘미흡’

자료: 이현주(2017).

“(전략)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농업유산 보전관리 예산 지원

으로 3년간 15억 원을 편성해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청산도와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기간이 

만료돼 지원이 끊긴 상황이며, 현재 보전 및 활용에 대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농업유산의 개념과 가치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새로운 ‘지정’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전과 전승, 활용이 없는 농업유산은 이대로 두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정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전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발굴 못지않게 관리 계획도 중요하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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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농업환경보전의 필요성

○ 다양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

하고 있음.

- 토양 화학성 개선, 지역 특성에 맞춘 토양 중금속 관리, 높은 OECD 양분

수지 관리, 밭 토양의 물리성 관리 시급성, 토양 침식 문제 등

- 지역별 다른 수질 오염원 문제 관리, 농업용 저수지 수질 관리, 오염 수

준 및 오염원에 따른 맞춤형 용수 관리 필요

- 가축분뇨로 인한 토양 및 수질 문제, 악취 문제와 지속적 민원,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해결이 여전히 필요, 이해당사자와 정부 간 협의가 시급

- 기후변화 대응 기술의 보급사업 연계 강화, 기후변화 방법론 관련 연구

개발 사업 필요,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질적 개선 필요, 다중 정책 

목표에 대한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증 필요

- 생활폐기물로 인한 토양 오염 우려, 농촌지역 소각 시설 이용률 제고, 음

식쓰레기에 대한 매립 및 소각 장려, 폐비닐과 폐농약용기의 지속적 관

리 필요

- 농진청 농촌다움 자원에 대한 업데이트 필요, 국토부와의 협업 가능성,

국가농업유산제도의 한계 및 지속적인 지원 부족 문제 해결 필요

- 특히 농업환경 문제에서는 농림축삭식품부와 타 부처 간 협동 및 의사소

통 체계 구축 필요

○ 농업환경 개선 및 보전은 사회적으로 최적화된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공이 

외부효과성과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힘들기 때문에 시장실패와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로 접근 가능함.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존재 여부, 정

책 목표 수준으로 삼아야 하는 공익적 기능의 수준, 정책 수단의 비용효과

성 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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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환경보전은 농업인이 부정적인 농업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을 낮추어 건

강한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 특히 고령화된 농업인의 환경 취약성

을 고려한다면 농업환경보전은 장기적인 농업인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농

업활동을 보장하는 요소임.

○ 현재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하위 범주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 논의되

고 있으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은 지속가능한 농업 체계 구축을 이

루기 위한 주요한 부분임. 즉,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포함한 ‘농업환경 

정책’은 기존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의 하위 개념이 아닌 상위 개념으로 인

식해야 함.

○ 큰 의미의 농업환경보전 정책은 단순한 지원·보조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양

한 정책 조합을 통하여서 주어진 농업환경 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

는 것의 의미함.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안)’은 이러한 정책 수단의 하나로 

이해해야 함.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안)’ 도입에서도 농업환경 정책 목표 수준 설정,

정책 대상 선정, 여타 농업환경 정책 수단과의 혼합 적용, 도입 시기, 이행

평가, 관련 농업환경지표 및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의 과제가 존재함.

○ 농업환경보전 정책 도입 및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안)의 도입과 더불어서 

지속가능한 사회, 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상응하는 가치, 농업환경 정책 필

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도 주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



제3 장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해외 사례

1. 미국 농업환경보전 정책2

○ 미국 농업환경 정책은 농업생산에 따른 토양 침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30년대부터 시작됨. 이른바 ‘모래바람의 시대(Dust Bowl Era)’로 일컬어

지는 이 시기의 농업환경 정책은 토양 침식에 따른 농업 생산성 저하와 이

에 따른 농가소득 지지(Farm Income Support)에 초점을 맞춤. 이후 농업자

원과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1985년에 들어서야 농업법

(Farm Bill)에서 환경보전(Conservation)이 독립적인 장(Title)으로 다루어

짐. 1985년 농업법부터 농업자원 및 환경보전 문제를 토양 침식과 생산성 

증진 문제와 분리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

○ 미국 농무부(USDA)에서는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환경보

2 송시훈 외(2014), 임정빈(2014), Lubben and Pease(2014), NSAC(2016; 2017),

USDA/ERS 홈페이지, USDA/NRCS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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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책(Voluntary Conservation Programs)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됨.

- 농지 휴경 정책(Land Retirement Program), 경작농지 정책(Working

Lands Programs), 지역권 제도(Easement Program), 보전기술지원

(Conservation Technical Assistance: CTA)

○ 농업환경보전 정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출은 1996년 이후 많이 증가함.

그러나 2000년대 후반 들어 미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와 국가부채로 

인해 농업환경보전 정책에 대한 재정 지출 삭감 요구가 커짐.

- 가장 최근에 시행된 2014년 농업법은 20개가 넘는 개별 농업환경보전 프

로그램을 축소·통합

- 2008년 농업법에서 예상되는 재정 지출과 비교할 때 향후 10년간

(2014~2023년) 약 4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지출을 축소함.

<그림 3-1> 미국 농업환경보전 정책 예산 추이

자료: USDA/ERS(https://www.ers.usda.gov/topics/natural-resources-environment/conservation-programs/b

ackground: 2017.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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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회 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에 따르면 2014년 농

업법은 2008년 농업법보다 향후 약 6.5%(약 40억 달러)의 재정 지출을 절감

함(Lubben and Pease, 2014). 그러나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2018~2023년에 

해당하는 재정 지출이 많아 2014~2018년에는 2008년 농업법 대비 약 1%

(약 2억 달러)의 예산 삭감만이 이루어질 예정임<그림 3-1>.

<그림 3-2> 농업환경보전 정책별 예산 비중

자료: USDA/ERS(https://www.ers.usda.gov/topics/natural-resources-environment/conservation-programs/b

ackground: 2017. 11. 15.). 

○ 2014년 농업법 시행에 따른 농업환경보전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경작농지 

정책(working Land Program)의 확대임. 농지 휴경 정책에 해당하는 보전유

보제도(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는 1985년 시행된 이후로 농업

환경보전 정책 예산 가운데 단일 정책으로는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함.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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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14~2018년에 책정된 농업환경보전 정책 예산은 경작농지 정책

(Working Lands Programs)에 해당하는 환경질개선지원제도(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 Program: EQIP)와 보전책무제도(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CSP)에 해당하는 재정 지출이 전체 농업환경보전 예산 가운데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그림 3-2>.

1.1. 농지 휴경 정책(Land Retirement Program)

○ 1985년부터 시행된 농업환경보전 정책은 농지 휴경정책(Land Retirement

Programs)을 주요 골자로 시작됨. 대표적인 농지 휴경정책은 보전유보제도

(CRP)임.

- 1970년대 발생한 국제 곡물 재고 감소와 해외 수요 증가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CRP를 도입함.

○ 1970년대 국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1980년대 초까지 미국에서는 

한계 농지와 목초지까지 경작이 확대되어 이에 따른 토양 침식 문제가 심화

됨. 1980년대 초까지 이루어진 경작지 확대는 농산물의 과잉공급을 불러왔

으며 이에 따른 농산물 재고 증가로 1980년대 들어서는 국제 곡물가격이 하

락하고 이에 따라 농가소득이 감소하여 연방정부의 농업 부분 재정적자가 

악화됨.

○ 1985년 농업법부터 CRP가 도입됨. CRP는 경지 말단부와 초지 수로와 같이 

침식도가 높고 환경적으로 민감한 농지를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에 따라 농

업 생산에서 제외하고 최소 10년간 휴경에 들어갈 경우 농지 임대료 수준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농가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농업환경보전 정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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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P는 경작지 휴경에 따른 토양 침식 방지가 주목적이지만, 경작지가 감소

함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하고 농산물 가격이 올라 농가 소득 안정화가 가능

함. 또한 연방정부의 농업 부분 재정적자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2014년 농업법에서 CRP는 재승인 되었으나 최근의 높은 농산물 가격과 휴

경에 대한 낮은 보상률에 따라 등록면적 한도(acreage enrollment cap)를 

2018년까지 2,400만 에이커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함.

1.2. 경작농지 정책(Working Lands Programs)

○ 경작농지(Working Lands Programs)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환경보전 정책은 

대표적으로 환경질개선지원제도(EQIP)와 보전책무제도(CSP)가 존재함.

- 1996년 농업법에서 도입된 EQIP은 기존의 네 가지 경작농지 정책(농업

보전제도, ACP; 대평원보전제도, GPCP; 수질보전제도, WQIP; 콜로라도

강 염도통제지원제도, CRSCP)을 통합하여 만들어짐.

- EQIP의 도입 목적은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금전적·기술적 지원을 제공

함으로써 경작농지의 토질 및 수질을 개선하는 데 있음.

○ EQIP를 통해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농가는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자원보전청(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NRCS)에 제출함. NRCS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비

용대비 효과성(Cost-effectiveness)을 평가한 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소요비

용의 일부를 지원함.

○ 환경질개선지원제도(EQIP)에 해당하는 환경보전 활동으로는 영양관리

(Nutrient Management), 보전 경운(Conservation Tillage), 경작지 말단의 여

과지(Filter Strip) 관리, 수계 지역 축산업 제한 등이 해당됨. 특히, EQI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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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예산 가운데 60%를 축산농가의 환경보전 활동에 사용하게 되어 있으

며, 적어도 5%의 예산은 야생동물과 관련된 환경보전 활동에 지출하도록 

제한함.

○ 2002년 농업법에서 보전보장제도(Conservation Security Program)가 도입된 

후 2008년 농업법에서 현재의 보전책무제도(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CSP)로 개정됨. 1995년 농업법에서 도입된 CRP에 따라 매년 휴

경 농지에 지급되는 임대료의 예산 부담이 커지고 CRP 만료 후 생산이 재

개된 경작지에 대한 환경보전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2년 농업법에

서는 보전보장제도가 도입됨.

○ 보전보장제도(Conservation Security Program)는 기존 농업환경보전 정책과 

달리 정책 참여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책무이행 지급금(Stewardship Payme

nts) 형태로 직접 지급(Direct Payments)하는 점이 특징임.

- 이때 제공되는 책무이행 지급금은 보전보장제도에서 계약한 환경보전 

활동(Conservation Practice)을 이행할 때 수반되는 비용 일부와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소득 감소분, 환경개선 편익 등을 기준으로 산출함.

- 직접 지급 형태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보전책무제도(CSP)는 높은 수준의 

환경보전 활동(Conservation Practice)을 선택하고 이행할 경우 이에 상응

하여 책무이행 지급금도 증가함.

- 이와 같은 책무이행 지급금 형태로 보상금을 직접 지급하는 점에서 유럽

에서 시행 중인 환경직불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2014년 농업법의 가장 큰 특징은 경작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환경보전 

정책의 확대임.

- <그림 3-3>은 2008년과 2014년 농업법에서 환경질개선지원제도(EQIP)

와 보전책무제도(CSP)에 책정된 예산 권한(Budget Authorization: BA)과 

실제 지출된 예산(Outlays: OL)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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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경작농지 정책 예산 권한(BA) 및 예산 지출(OL)

주: 막대그래프로 나타낸 부분은 환경질개선지원제도(EQIP)와 보전책무제도(CSP)에 배정된 예산 권한(BA)이며, 선 그래프  

   로 표현된 부분은 실제 정책 집행에 따라 지출된 예산 금액(OL)임.

자료: Lubben and Pease(2014).

○ <그림 3-3>에 따르면 EQIP의 경우 2008년 농업법 체제에서는 예산 권한이 

2008년 12.85억 달러에서 2012년 18.35억 달러까지 점차 증가하였으나,

2012년까지 EQIP에 지출된 예산 금액은 10.84억 달러에 그쳐 예산 권한 대

비 예산 지출액은 59%에 불과함.

○ CSP의 경우 12.8백만 에이커의 경작지에 에이커당 평균 18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 권한을 부여받음. 즉, 더 많은 경작지가 CSP에 등록할

수록 더 많은 예산 권한을 받게 됨. 2008년 3.09억 달러에 불과하던 예산 

권한은 2012년에는 11.11억 달러의 예산 권한을 가지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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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IP와 CSP 모두 2008년~2012년까지 예산 지출이 예산 권한에 크게 못 미

침. 이러한 차이는 2014년 농업법을 제정할 당시 예산 권한 설정에 큰 영향

을 미쳐 <그림 3-3>과 같이 2014년 농업법 시행 첫해(2104년) EQIP와 CSP

의 예산 권한이 2012년 대비 감소함.

○ EQIP의 예산 권한은 2014년에 13.5억 달러로 대폭 감소하였다가 향후 5년간 

점차 증가하여 2018년에는 17.5억 달러에 이름. CSP의 예산 권한은 2014년

에 10.49억 달러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점차 증가하여 2018년에는 EQIP의 예

산 권한보다 많은 17.81억 달러에 도달함. 그 결과 2018년에는 최대 1천만 

에이커의 경작지에 에이커당 평균 18달러를 CSP 보상금으로 지급 가능함.

○ 예산 지출 측면에서 2008년 농업법과 달리 2014년 농업법에서는 지출이 예

산 권한에 육박함. 2018년 예산 지출액은 EQIP가 16.76억 달러, CSP가 

17.8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이것은 경작농지 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 EQIP와 CSP는 경작 농지에 대한 농업환경보전 정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

을 가지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함.

- CSP는 EQIP와 달리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에게 상당한 수준

의 환경보전 책무(Conservation Stewardship)를 사전에 요구함.

- CSP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경작지의 토질과 수질이 자연자원보전청

(NRCS)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시켜야 함.

- 이와 같은 사전 기준이 설정된 이유는 EQIP는 기본적 보전 노력(Basic

Conservation Effort)에 대해 보상을 하는 반면 CSP는 과거부터 시행해

온 환경보전 활동을 포함한 환경개선 노력에 대해 책무이행지불금

(Stewardship Payments)의 형태로 보상을 하기 때문임.

- 그 결과 CSP는 기본적 보전 노력을 초과하는 환경보전 활동(Enhancement)

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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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역권 제도(Easement Programs)

○ 지역권(Easement, 地役權) 제도는 프로그램에 등록된 농지를 농업생산에서 

제외시키는 점에서는 CRP와 같은 농지 휴경 정책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농지 휴경 정책과 달리 습지나 농지의 개발권을 정부가 구매하여 해당 농지

의 개발을 장기(또는 영구적)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농지 휴경 정책보다 높

은 수준의 농업환경보전 정책임.

○ 지역권 제도의 예로 1990년 도입된 습지보전제도(Wetlands Reserve

Program, WRP)와 1996년 농업법부터 시행된 농축지보호제도(Farm and

Ranch Lands Protection Program: FPP), 2002년 농업법부터 시행된 초지유

보제도(Grassland Reserve Program: GRP)가 있음.

○ 2014년 농업법에서는 습지보전제도(WRP), 농축지보호제도(FPP), 초지유보

제도(GRP)는 폐지 후 통합되어 농업보전지역제도(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 Program: ACEP)로 재편됨.

○ NRCS에 따르면 농업보전지역제도(ACEP)는 크게 농지보전지역제도

(Agricultural Land Easement: ALE)와 습지보전지역제도(Wetlands Reserve

Easement: WRE)로 구분됨(UNDA NRCS 2017).

- ALE는 농축지보호제도(FPP)와 초지유보제도(GRP)를 통합한 새로운 제

도임. ALE의 목적은 생산성이 뛰어난 농지를 비농업용지로 전환함으로

써 장기적으로 국가 식량 공급 능력을 유지하는 데 있음.

- 또한 ALE를 통해 환경 보전, 역사 유적 보호,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등 

공공 편익 확보가 가능함.

- ALE는 농지 지역권(Agricultural Land Easement) 시장 가치의 50%까지 

지원하며, NRCS에서 지정하는 환경적으로 민감한 초지의 경우 농지 지

역권 시장 가치의 75%까지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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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지보전지역제도(WRE)는 습지보전제도(WRP)를 계승한 정책으로 습지보

전 지역권을 토지 소유자 또는 부족(Tribe)으로부터 구매하여 습지를 재생

하고 보전하는 것이 목적임.

- WRE를 통해 어족 자원과 야생 동물의 서식지가 되는 습지를 보전하여 교

육적·과학적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활동을 증진하는 편익을 얻을 수 있음.

- 보전된 습지를 통해 수질오염을 개선하고, 홍수를 조절하며, 지하수를 함

양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1.4. 보전기술지원(Conservation Technical Assitance: CTA)

○ 보전기술지원(CTA) 제도는 다른 농업환경보전 정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

는 농가가 환경보전 활동을 원할 경우 NRCS는 해당 농가에 실시할 수 있는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함.

- 보전계획 수립, 보전활동 설계, 자원 모니터링, 실시 중인 보전활동에 대

한 후속 조치 등을 지원함.

1.5. 미국 보전책무제도(CSP) 신청 절차

○ 보전책무제도(CSP)는 우리나라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환경보

전 프로그램(안)’과 가장 유사한 미국의 농업환경보전 정책임. CSP의 신청 

절차는 <그림 3-4>와 같음.

가. 지원(Application)

○ CSP에 지원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는 우선 NRCS-CPA-1200 form에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 후 제출. 이 서류는 NRCS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농업인 또는 단체가 지원 절차

에서 공통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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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P에 지원하는 농업인은 농가 등록번호(Farm Record Number)를 농업진흥

청(Farm Service Agency: FSA)을 통해 부여받음. 농업인이 아닌 사업체가 보

전책무제도(CSP)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체 식별번호(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number: DUNS)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미국 정부에 사업

체 등록(System for Award Management: SAM)이 되어 있어야 함.

나. 자가 검토(Self-screening)

○ 지원 준비와 더불어 지원자(또는 단체)는 자가 검토를 통해 지원자 및 토지 

적격성 여부를 검토함. 자가 검토는 신청자 정보, 해당 토지 및 수계의 관심

항목에 대한 질문을 통해 CSP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함. 2017

년부터 새로 개정된 CSP에서는 과거와 달리 최소 적격성 여부에 대해 자가 

검토 및 보전관리도구(Conservation Management Tool: CMT)로 판단하지 

않고, 새로 개발된 보전활동평가도구(Conservation Activity Evaluation

Tool: CAET)를 통해 판단함.



<그림 3-4> 미국 보전책무제도(CSP) 신청 절차

    자료: 송시훈 외(2014)의 <그림 3-30>을 인용 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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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격성(Eligibility) 검토

○ 2016년 CSP에 지원할 경우 CMT를 통해 최소관리 적격성 여부 및 순위를 

결정함. 2107년부터는 CMT의 기능 중 최소관리 적격성 여부와 순위 결정 

기능을 분리하여 각각 CAET와 지원, 평가 및 순위 작성도구(Application,

Evaluation, and Ranking Tool: AERT)를 활용하여 평가함. 즉, 지원자 및 토

지 적격성 여부는 자가 검토 단계에서 평가하고, 최소 관리 적격성은 새롭

게 개발된 CAET를 통해 평가됨.

라. 보전 활동 선정(Select the Conservation Activities)

○ 현재 CSP의 보전활동은 총 83가지가 해당함.

- 대기질 보전 활동 4가지, 동물보호 보전 활동 22가지, 토질 개선 보전 활

동 8가지, 수질 보전 활동 20가지가 있음.

- CSP는 다른 환경보전 정책과 달리 기본적 보전 노력을 초과하는 환경보

전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설계된 정책으로 개별 환경보전 활동(Conserva

tion Practice)과 더불어 보전장려지원(Conservation Enhancement), 복수

의 보전장려지원(Bundles of Enhancement)에 해당하는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이 존재함.

마. 순위 결정(Ranking)

○ CSP에 지원한 농업인 또는 단체의 보전 활동 계획을 토대로 지원자의 순위

를 결정함. 순위 결정은 제출된 보전 활동 계획이 국가, 주, 지역 단위에서 

필요한 자연자원의 보전 우선순위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고려함. 앞서 언급

했듯이 2017년부터는 AERT를 활용하여 순위 결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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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현장 확인(Field Verification)

○ CSP의 이행에 앞서 NRCS는 예산 한도에 포함되는 우선순위 농가를 위주

로 현장 확인을 함. 현장 확인을 통해 NRCS 관리자와 지원자는 보전계획과 

계약에 관한 구체적 조건을 조율하게 됨.

2. 영국 농업환경보전 정책3

○ 영국은 EU에서 농촌환경보존 정책의 선도국가로 볼 수 있음(김태연 2017).

- 1950년대부터 환경보존단체에서 농업환경훼손에 대한 연구 보고를 진행

함. 이러한 연구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평야지대 중 허브 초지 

95%, 초크와 석회암 초지 80%, 히스 60%, 전통림 50%, 소택지와 황야 

50%가 소실되었으며 농약 사용으로 인해 조류의 종류 및 개체 수가 감

소한 것으로 지적됨.

- 환경단체들은 환경규제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한편 자체 예산으로 저투

입농법에 대한 소득 보상을 함. 그러나 영국 EU 가입 이후 농산물 지지

가격 상승으로 농업인 이탈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서 환경친화적 농법

에 대한 정부 개입을 요구하게 됨. 이러한 노력은 영국의 전국농민회

(National Farmers’ Union: NFU)와 지주연합회(Country Landowners’

Association: CLA)의 로비에 막혀서 실패하게 됨.

- 단, NFU와 CLA는 환경단체들과의 논의를 통해 근대적 농업생산 방식이 

부정적 환경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농업인들이 농촌사회와 지역 환경유

지를 함께 한다고 주장하였음. 이와 더불어 농업인 및 지주의 자발적 참

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요구함.

3 김광남·김미영(2010), 김태연 외(2013), 송미령·박경철(2005), 김태연(2017)을 참고하

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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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1985년도 영국 농수산부는 환경민감지역(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Scheme: ESA) 정책을 도입하게 됨.

○ 영국 주요 농촌환경보존 정책은 환경민감지역(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Scheme: ESA) → 전원관리(Countryside Stewardship Scheme: CSS)

→ 농촌환경관리(Environmental Stewardship: ES) → 농촌관리(Countryside

Stewardshp: CS)로 변화함.

- ESA는 1987년에 도입되어 2005년까지 총 42개 환경민감지역을 지정하

고 관리한 프로그램임. 영국 농지의 약 10%가 환경민감지역 정책(ESA)

에 해당함(송미령·박경철 2005). 10년간 관리계약 체결에 동의한 농업인

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 후 5년 뒤부터는 계약을 취소 가능함. 대

상 토지면적의 상한이나 하한은 없지만 ‘전체농장규정(whole farm rule)’

에 의해서 참여 농업인의 소유 경영 토지가 모두 ESA에 속한 경우 전체 

농지가 ESA 관리를 받아야 했음. 보조금은 소득감소분, 비용, 인센티브

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됨. ESA 보상금의 50%는 EU에서 보

전해주었음.

- CSS는 (1) 전원의 아름다움과 다양성 유지, (2) 야생동식물 서식지 확대 

개선, (3) 고고학적 유적지 보존 및 전원을 즐길 기회 증진, (4) 토지 및 

유적지 복원, (5) 새로운 서식지 및 경관 개발을 목적으로 함. 보조금은 

10년 계약을 한 농업인 또는 토지 관리자에게 지급되며 보조금은 ESA와 

마찬가지로 소득감소분, 비용, 인센티브를 고려하여 산정함. 역시 보상금

의 50%는 EU에서 보전해 줌.

○ 2003년 영국은 기존 농업환경정책을 모두 통합하는 개혁을 진행하여서 ES

를 도입함. 2014년부터는 CS로 개편됨. ES와 CS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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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촌환경관리(ES) 정책

○ 환경민감지역(ESA)과 전원관리(CSS) 정책은 영국 농업환경 정책 가운데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지만 2001년 영국에서 창궐한 구제역은 기존의 

농업·농촌 정책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함. 2005년 농업·농촌 정책의 향후 

방향성을 담고 있는 일명 Curry Report4가 발간되면서 영국 농업·농촌 정책

은 일대 변환기를 맞게 됨.

○ Curry Report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서는 농업환경 정책을 설계함

에 있어 ‘Broad and Shallow’(넓고 얕게)라는 기준을 권고함. 이에 따라 

ESA와 CSS와 같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환경보전 활동을 요

구하는 정책과 더불어서 더욱 완화된 관리의무 기준을 바탕으로 더 많은 농

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농업환경 정책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그 결과,

2005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농업환경 정책이 농촌환경관리(ES)임.

○ ES는 (1) 생물 다양성 보전, 경관의 질과 특성 보호 및 향상, 역사 환경 및 

자연자원의 보호, 지역이해 증진, 자연자원의 보호, (2) 유전적 보전과 홍수

관리를 목적으로 함.

○ 이와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는 

Natural England와 농촌지불청(Rural Payment Agency: RPA)과 더불어 ES

를 시행함. Natural England는 English Nature와 Countryside Agency가 통

합되어 설립된 기구로 영국 환경책무제도(ES)를 관장함<그림 3-5>.

○ ES에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은 환경식품농촌부(DEFRA)의 위임을 받은 

Natural England에 신청함. Natural England는 협약자와 계약을 맺고, 계약 

4 Curry et al.(2002). Farming & Food – a sustainabl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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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함. 참여에 따른 보조금은 농촌지불청(RPA)를 통해 

지급받음.

<그림 3-5> 영국 농촌환경관리(ES) 운영체계

자료: 김광남·김미영(2010).

○ ES는 농지의 성격과 관리수준에 따라 크게 세 가지의 정책이 있음.

- 기초수준 환경관리(Entry Level Stewardship: ELS)는 ESS 가운데 가장 

간단한 환경관리 수준을 요구하며 참여를 원하는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

로 함. ELS는 기본 직불제(Basic Payment Scheme: BPS)를 수령하기 위

해 충족해야 하는 상호준수조건(Cross-Compliance) 이상의 환경관리 활

동을 요구하며, 이행하고자 하는 관리 항목의 선택 점수가 ha당 30점을 

초과하여야 함.

- 유기기초 수준 환경관리(Organic Entry Level Stewardship: OELS)는 기

초수준 환경관리를 유기농업에 적용한 제도임. 유기농 농지와 유기농업

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지, 관행 농업과 유기농을 혼합한 농장을 대상

으로 함. OELS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가 유기적 또는 전통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관리 항목의 선택 점수가 ha당 60점을 초과하여야 

함. 해당 농지가 유기 농지일 경우 30점의 기본 점수가 있음.

- 상위수준 환경관리(Higher Level Stewardship: HLS)는 ES 가운데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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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의 환경관리를 요구함. HLS의 목적은 ELS 또는 OELS의 조건

을 충족시키면서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환경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더 높은 수준의 환경 편익을 얻는 것임. HLS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가 ELS 또는 OELS에 우선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농지에 대

한 우선순위 평가를 받아야 함. 보조금 지급 기준은 ELS 점수, OELS 선

택항목 점수, 주요 품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됨.

<표 3-1> 영국 농촌환경관리(ES, 2005~2013) 단계별 세부 내용

협약

수준

세부

내용

기초수준 환경관리

(Entry Level Stewardship, ELS)

유기 기초수준 환경관리

(Organic Entry Level Stewardship, 

OELS)

상위수준 환경관리

(Higher Level Stewardship, 

HLS)

관리

수준

환경관리제도(ES) 중 가장 간단한 

환경책무
기초수준 환경관리를 유기농업에 적용

가장 높은 수준의 환경관리를 

부여

적격성 모든 농업인에게 지원 가능

유기농 토지, 유기농전환 토지 

소유자나 관행농업과 유기농을 혼합한 

농장

농업인과 협의

계약

기간
5년 5년 최소 10년 이상

보조금

지급

- ha당 연간 £30 기본 보조금 지급

- 15ha 이하인 경우 ha당 연간 £8 

지급

- 조건불리 지역의 경우 ha당 연간 

£62 지급

- 15ha 이하의 조건불리 지역은 ha당 

연간 £23 지급

- ha당 연간 £60 기본 보조금을 지급

- 조성지를 유기농 전환 시 최초 

2년간 ha당 연간 £175 지급

- 유실수원을 유기농 전환 시 최초 

3년간 ha당 연간 £600 지급

- 높은 수준의 환경관리가 

요구됨과 동시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

- 실제 보조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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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촌관리(CS) 정책

○ 농촌환경을 둘러싼 여건이 변화하면서 영국의 농촌환경 정책은 농촌관리

(CS) 정책으로 개편됨.

- 환경 관련 시책 변화(예, 생물 다양성 2020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서 

개편 진행.

- 기존 ES에서는 ‘Broad and Shallow’(넓고 얕게) 원칙이 적용되었으나 

ELS와 OELS, HLS 구분이 폐지되고, 상호준수의무 규정 이상 활동에 

대한 지불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화함. ES에서는 경작자의 모든 토

지가 참여 대상이었으나 CS에서는 환경보존가치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토지는 제외하기로 함.

- 정책 사업은 중위시책(Mid Tier)과 고위시책(Higher Tier)으로 구분됨.

- 주요 활동에는 (1) 야생 동식물 서식지 복원 및 보존, (2) 농업을 통한 

수질오염 감소 활동, (3) 숲 조성 및 관리, (4) 홍수 예방활동, (5) 농촌지

역 역사적 환경자원 보존, (6) 농촌지역의 경관적 특성 보존, (7) 농촌지

역 유전자원 보존, (8) 농촌에 대한 교육적 체험활동 지원 등이 포함됨.

<표 3-2> 영국 농촌관리(CS, 2014~2020) 사업 구분

중위시책

(Mid Tier)

고위시책

(Higher Tier)

자본투자

(Capital Grants)

- 대부분 지역 참여

- 단순 활동

- 5년간 협약

- 64개 선택 활동

- 67개 자본투자 활동

- 특정 대상 지역 설정

- 세부 활동 내용

- 5년 이상 협약

- 107개 선택 활동

- 110개 자본투자 활동

- 자본투자 활동

- 2년 지원

동일 내용과 금액 선택 및 자본투자 활동 적용

자료: 김태연‧문명진(2017).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 내부자료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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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영국 전국 지역특성 제공 예시: 북동 잉글랜드 지역

우선순위 유형

생물 다양성
서식지

종

용수

수질

홍수 및 해안 

위험 관리

역사환경

지정 역사적‧ 

고고학적 유적 

미지정 중요

역사적‧ 고고학적 

유적

산림
산림 관리

산림 조림

경관 -

다양한 환경 편익 -

자료: UK Governemnt(2017) 내용을 재구성함.

○ 신청 활동에 대한 점수를 기반으로 대상 농업인을 선정하며 우선순위가 높

은 활동을 중심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

- 총 131가지 선택 활동과 자본투자 활동 중 선택 가능함.

- 성공적인 농업인 지원을 지지하기 위하여서 전국을 8개 지역으로 그룹화

하여서 지역별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을 웹에서 제공함(전국 지역특성:

National Character Area: NCA)<그림 3-6>.

- NCA를 통해 지역 내 세부 지역별 주요 환경보존 자원 내용 및 활동 제

시하며 활동을 우선 활동(top-priorities)과 기타 활동(other priorities)으로 

구분함. 우선 활동을 중심으로 보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높은 점수를 받

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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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 전환 및 관리는 점수로 선정하지 않고 모두 허용하는 체계임. 전

환지불금은 2년간만 지급되며 유기농 전환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전환기 

활동 5가지와 지속지불 활동 6가지로 구성됨.

- 중위시책 협약 기간은 5년 단위이며, 수질관리를 위한 자본투자는 2년 

협약임.

- 기초지불금을 받고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지만, 영농활동 중단 시 기초

지불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린지불금도 동일 활동이라면 CS에서는 제

외됨.

- 선정을 위해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행이 수월한 낮은 가치 점수

보다 NCA에서 요구되는 높은 가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활동으로 신청

서를 구성하는 것이 유리함.

3. 일본 농업환경보전 정책

○ 1961년 농업기본법 을 제정하여서 농업 근대화를 추진하였고, 더불어서 

농약 및 화학비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장려함. 그러나 식량 자급률 

하락, 농업인 고령화, 농지 면적 감소 및 휴경지 증가, 농촌 활력 저하 등 

대내외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1999년 농업기본법 을 대신하는 식료 농업

농촌기본법 (이하 기본법)이 제정됨.

○ 기본법에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한국에서는 다원적 기능으로 부르는 농

업의 다면적(多面的) 기능의 확보,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농촌 진흥을 기본 

이념으로 내세우고 있음. 또한 동 법에 근거하여서 정부는 “식료 농업 농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내용은 5년마다 갱신함.



58

<표 3-3> 2015 일본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 관련 정책

대분류 관련 정책

식량의 안정 공급 확보에 관한 시책

식품 안전과 소비자 신뢰 확보

다양한 관계자에 의한 식생활 교육 추진 및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 ｢일본 음식(和食)｣의 

보호‧계승 

생산‧가공‧유통 과정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수요 개척

세계 시장의 전략적 개척

다양한 위험에 대응한 종합적 식량 안보 확립

국제 협상에 대한 전략적 대응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한 시책

강력한 지속가능한 농업 구조 실현을 위한 담당자 육성‧확보

여성 농업인이 능력을 최대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정비

농업 중간 관리기구 가동 담당자의 농지 집적‧집약화 및 농지 확보

담당자에 대한 경영 소득 안정 대책 추진, 수입보험제도 검토

구조 개혁 가속화 및 국토 강인화에 기여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

수요 구조 등 변화에 대응한 생산‧공급 체제 개혁

비용 절감 및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는 생산‧유통 현장 혁신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정책 추진

-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적응 추진

-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

- 농업의 자연순환 기능 유지 및 증진과 커뮤니케이션

농촌 진흥 시책

다면적 기능 지불제도의 추진, 지역 공동체 기능 발휘 등을 통한 지역자원 유지‧상속 등

- 다면적 기능의 발휘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

- ｢통합과 네트워크화｣를 통한 마을 기능 유지 등

- 심각해지는 조수 피해 대응

다양한 지역 자원의 적극적 활용에 의한 고용과 소득 창출

- 지역 농산물 등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

- 마이오매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 진흥

- 농촌지역이 주체로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이용

- 농촌, 농업 관련 산업 도입 등을 통한 고용 및 소득 창출

다양한 분야와 연계한 도시와 농촌 교유, 농촌 이주‧정주 등

동일본 대지진 복구‧부흥에 관한 시책

단체 재편 정비에 관한 시책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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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일본 식료 농업 농촌기본계획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표 3-3>과 

같음. 여러 시책 중 농업환경정책과 관련이 되는 부분은 기후변화 대응, 다

면적 기능 지불제도 추진, 지역 공동체 기능 발휘 등을 통한 지역자원 유지

상속, 다양한 지역 자원의 적극적 활용임.

- 이 중, ‘다면적 기능 지불제도’가 현재 국내 도입 추진 중인 ‘농업환경보

전 프로그램(안)’과 가장 유사한 정책으로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서 본 절에서는 일본형 직접지불추진교부금(日本型直接支

払推進交付金, 이하 직접교부금)에 대하여서 설명하고자 함.

○ 2015년부터 농업의 다면적 기능 발휘 촉진에 관한 법률 (2014년 법률 제

78호)에 따라서 일본형 직접지불금을 실시함.

○ 직접교부금에는 다면적기능지불교부금(多面的機能\支払交付金), 중산간지

역 등 직접지불교부금(中山間地域等直接支払交付金), 환경보전형 농업 직

접지불교부금(環境保全型農業直接支払交付金)이 포함됨(일본 농림수산성 

2017).

- 직접교부금은 “농업 농촌이 가진 국토 보전, 수원의 함양, 자연환경 보

전, 양호한 경관 형성 등 다면적 기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1) 각 교부금의 효율적 추진, (2)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간 긴

밀한 연계, (3) 중립적인 제삼자기관에 의한 실행상황 점검, 정책효과 평

가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됨.

3.1. 다면적기능지불교부금5

○ 다면적기능지불교부금(이하 다면교부금)은 농업 농촌이 가지는 다면적 기

5 일본 농림수산성(2017b)을 바탕으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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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의 유지 발휘를 위한 지역 협력 활동을 지원과 지역 자원의 적절한 관리

를 목적으로 함.

○ 다면교부금은 크게 농지유지지불교부금과 자원향상지불교부금으로 구분됨.

- 농지유지지불교부금: 다면적 기능을 지지하는 공동 활동에 대한 지원금

으로, 지원 대상에는 농지 경사면 풀베기, 수로의 흙 제거, 농로의 노면 

유지 등 기초적인 보전 활동과 농촌 구조 변화에 대응한 체제 확충 및 

강화, 보전관리 체계 구축 등이 해당함.

<표 3-4> 일본 다면적 지불교부금 단가

(단위: 엔/10a)

도부현
①주7)

농지유지지불

②주1)2)3) 

자원향상지불

①, ②

동시 해당

③주4)5)

자원향상지불

(시설수명연장)

①, ②, ③주6)

동시 해당

논 3,000 2,400 5,400 4,400 9,200

밭주8) 2,000 1,440 3,440 2,000 5,080

초지 250 240 490 400 830

홋카이도 ① ②주1)2)3) ①+② ③주4)5) ①+②+③주6)

논 2,300 1,920 4,220 3,400 7,140

밭주8) 1,000 480 1,480 600 1,960

초지 130 120 250 400 620

주 1) 농지‧수자원 관리 지불 활동을 포함하여 5년 이상 실시한 지구는 ② 단가에 0.75를 곱한 금액임.

   2) ② 자원향상지불(공동)은 ① 농지유지지불과 함께 시행하는 것이 기본임.

   3) 다면적 기능 증진 활동에 임하지 않는 지구는 단가에 5/6을 곱한 금액임.

   4) 수로와 농로 등 시설 보수 및 업데이트 시행.

   5) 본 단가는 교부 상한액임. 또한 광역 활동 조직(P3)의 규모를 충족하지 않고 직영 시공을 하지 않는 지구는 단가에 

5/6을 곱한 금액임.

   6) ②와 ③에 함께 참여하는 지구는 ②의 단가에 0.75를 곱한 금액임. 따라서 ①, ②, ③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 도부현 

논에서는 총 9,200엔/10a가 됨.

   7) 사업 계획 기간 밭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기간 중 농지유지지불교부 단가는 지목 변경 전의 단가를 적용함.

   8) 밭은 수원지(樹園地, 연구진 해석: 과일나무, 뽕나무, 차 등 영년생 목본작물을 재배하는 포장(유지용) 토양을 의미)를 

포함함.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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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향상지불교부금: 농지, 수로, 농로 등 지역자원의 질적 향상을 목표

로 하는 공동 활동에 대한 지원금으로, 수로 들길 저수지의 가벼운 보

수, 지원 대상 및 재배에 따른 경관 형성, 농업시설의 수명 장기화 활동 

등이 지원대상임.

○ 다면교부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지역 조직 또는 광역 조직임.

- 농지유지지불교부금 지원 대상에는 (1-1) 농업인으로만 구성된 활동 조

직, (1-2) 농업인 및 비농업인(지역주민, 단체 등)으로 구성된 활동 조직

(예, 도농 교류형)과 (2-1) 농업인으로만 구성된 광역 활동 조직(예, 여러 

마을의 농업인과 생산법인), (2-2) 농업인 및 비농업인(지역주민, 단체 

등)으로 구성된 광역 활동 조직이 해당함.

- 자원향상지불교부금 지원 대상에는 (1) 공동 활동-농업인 및 비농업인(지

역주민, 단체 등)으로 구성된 활동 조직 또는 지역 활동 조직, (2) 시설수

명 연장-농지유지지불교부금과 같은 활동 조직 또는 지역 활동 조직, (3)

지역자원보전계획 책정-농지유지지불교부금과 같은 광역 활동 조직이 

해당함.

- 광역 활동 조직은 구시구정촌(旧市区町村) 등 광역 지역에서 마을(활동 

조직), 토지 개량구, 지역 관계 단체 등 지역 실정에 맞추어 구성원 간 

협정에 근거한 조직을 의미함. 광역 활동 조직 설립에는 조직 당 40만 

엔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협정 대상 지역은 1950년 2월 1일 시점의 시

구정촌(市区町村) 정도 또는 협정 대상 지역 내 농지 면적이 200ha 이상

(훗카이도는 3,000ha 이상)을 가지는 것이 기본이지만, 도도부현(都道府

県)이 별도로 해당 지역 조건을 정하는 경우도 있음.

○ 다면교부금의 대상 활동은 다음과 같음.

- 농지유지지불교부금의 경우에는 (1) 지역 자원의 기초적인 보전 활동: 농

지, 수로, 농로 등에 대한 점검 계획 수립 및 실천, (2) 지역 자원의 적절

한 보전 관리: 지역 내 토론을 통하여 지역 자원 보전 관리 목표를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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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맞춘 활동을 시행함.

- 자원향상지불교부금(공동)에는 (1) 시설의 가벼운 보수: 농지, 수로, 농도 

등 기능 진단 및 수리 등, (2) 농촌환경보전 활동: 생태계 보전, 경관 형성 

등, (3) 다면적 기능 증진 활동: 유휴 농지 활용, 농지 주위 공동 활동 강

화, 지역 주민에 의한 직영 시공, 방재 피해경감 역량 강화, 농촌환경 보

전 활동의 다양한 전개, 의료 복지 연계 활동, 농촌문화 전승을 통한 농

촌지역 사회 강화가 해당함.

- 자원향상지불교부금(시설수명연장)에는 농업용 용 배수로, 농로 등 노후

화된 시설의 수명을 연장하고 보수, 갱신하는 활동이 해당함.

3.2. 중산간지역 등 직접지불교부금6

○ 중산간지역 등 직접지불교부금(이하 중산간교부금)의 목적은 “휴경지 증가  

등으로 다면적 기능 저하가 특히 우려되는 중산간지역 등에서 농업 생산을 

유지하면서 다면적 기능을 확보”하는 것임.

○ 대상 지역은 특정 농산촌법 등의 지정 지역이며, 대상 농지는 경사 등으로 

생산 조건이 불리하여서 휴경지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국가가 정한 기

준에 따라서 시정촌장(市町村長)이 지정함.

- 대상 지역은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이 열악한 지역임.

- 대상 농지는 (1) 급경사 농지(논 1/20 이상, 밭 15도 이상), 자연 조건적으

로 작은 구획이나 부정형(不整形) 논(대다수가 30a 미만 평균 20a 이하),

초지 비율이 높은 지역(70% 이상), 경사진 채초(採草) 방목지가 해당함.

- 시정촌장의 판단에 따라서는 논 1/100 이상, 밭 8도 이상의 농지나 고령

화로 인해 경작 포기율이 높은 지역도 대상이 될 수 있음.

6 일본 농림수산성(2017c)을 바탕으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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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농업인은 마을 등 단위로 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5년간 농업 생산 

활동을 지속하는 농업인임.

○ 중산간교부금은 제1기 대책(2000~2004), 제2기 대책(2005~2009), 제3기 대

책(2010~2014)을 거쳐서 2015년부터 제4기 대책(2015~2019) 진행 중임. 제

4기 대책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음.

- 농업과 마을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지원 강화: 여성 청소년 참여 

촉진, 마을 연계 사업 생산 활동 체계 구축 등

- 교부금 반환 규칙 검토: 5년간 농업 생산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게 된 경

우 교부금 반환 면제 사유 추가

○ 교부금 지급 대상 활동으로 ‘농업 생산 활동 등을 계속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교부 단가의 80%를, 덧붙여 ‘체제 정비를 위한 적극적 활동’

을 하는 경우에는 교부 단가의 10%만 교부됨.

○ 농업 생산 활동 등을 계속하기 위한 활동에는 단가의 80%를 기초 단가로 

교부함.

- 농업 생산 활동: 경작 포기 방지 활동, 수로 농로 등 관리 활동 등을 포함

한 농업 생산 활동이 해당

- 다면적 기능 개선 활동: 주변 임지 관리, 경관 작물 재배, 체험 농원 운영,

어류 보호 등이 해당

○ 체제 정비를 위한 적극적 활동에는 농업 생산 활동과 함께할 경우, 활동 단

가 총합의 10%를 교부함.

- 아래 농업 생산성 향상, 여성 청소년 등 참가 활동, 집단적이고 지속가능

한 체제 정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농업 생산성 향상: 다음 중 2개 이상 선택, 단 ① 또는 ⑤는 더 높은 목표 

설정 시 1개만 선택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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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계 농사일의 공동화, ② 고부가가치형 농업, ③ 생산조건 개선, ④

담당자에게 농지 집적(集積), ⑤ 담당자에게 농사 위탁

- 여성 청소년 등 참가 활동: 협정 참가자에 추가로 여성, 청소년, 비영리

기관 등을 1명 이상 추가하고 다음 항목 1개 이상 선택

- 신규 취농자의 영농, 농산물 가공 판매, 소비 투자 유치

- 집단적이고 지속가능한 체제 정비: 협정 참가자들이 활동 지속이 어려워

질 경우를 대비하여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체제 구축.

<표 3-5> 일본 중산간지역 등 직접지불교부금 단가

(단위: 엔/10a)

지목 구분 교부 단가

논
급경사(1/20 이상) 21,000

완경사(1/100 이상) 8,000

밭
급경사(15° 이상) 11,500

완경사(8° 이상) 3,500

초지

급경사(15° 이상) 10,500

완경사(8° 이상) 3,000

초지 비율이 높은 곳(한랭지) 1,500

채초 방목지
급경사(15° 이상) 1,000

완경사(8° 이상) 300

주: 소구획, 부정형 논, 고령화율‧경작 포기율이 높은 경우에는 완경사 단가와 같음.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7c).

3.3. 환경보전형 농업 직접지불교부금7

○ 환경보전형 농업 직접지불교부금(이하 환경교부금)은 2011년부터 화학 비

7 일본 농림수산성(2017d)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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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및 농약을 5% 이상 줄이는 노력과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 다양성 보전 

효과가 높은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임.

○ 대상자는 다수의 농업인, 또는 다수 농업인과 지역 주민 등 지역 실정에 맞

추어 조직된 농업 단체와 시정촌에서 특별히 인정한 개별 농업인(개인 법

인)이 해당함. 특별 인정의 경우에는, 마을 내 경지 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 

농지에서 대상 활동을 하는 농업인과 친환경 농업을 지향하는 다른 농업인

과 연계하여서 친환경 농업 확대를 목표로 하는 농업인, 여러 농업인으로 

구성된 법인이 해당함.

- 환경교부금의 지원 대상이 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 (1) 주 작물을 판매 목적으로 생산하는 것, (2) 주요 작물에 대해 에코 

파머(친환경농업) 인증을 받는 것, (3) 농업환경 규범에 따른 점검을 실

시하는 것

- (1)에서 ‘주 작물’은 화학비료 화학합성농약 사용을 도도부현 관행 수준

에서 5% 이상 감소하는 활동 또는 유기농업 대상 작물을 의미함.

- (2)에서 ‘에코파머‘란 지속성 높은 농업 생산 방식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토양 만들기 기술 화학비료 저감 기술 화학합성농약 저감 기술을 

조합한 계획을 도도부현 지사의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의미함.

- (3)에서 ‘농업환경 규범’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농업 생산 활동인지에 

대한 영농 활동 점검에 사용되는 기준임.

○ 환경교부금 대상 추진활동은 다음과 같음.

- 자연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농업 생산 기술 향상 관련 활동: 자연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농업 생산 방식에 관한 검토회의 개최, 기술 설명서 

및 보급 계발 자료 등의 작성 배포, 환경 보전 농업 생산 방식의 실증 조

사, 선도 농업인의 기술지도, 자연환경 보전 농업 생산 방식 관련 공통 

기술 도입 및 공동 방제 등 실시

- 자연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농업 생산 활동 이해 제고와 보급 관련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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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지역 주민 교류회(모내기와 수확 등 농사 체험 등) 개최, 토양 분석과 

생물 조사 등 환경 보전 효과 측정, 활동의 전시 효과를 높이기 위한 표

지판 설치

- 자연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농업 생산 활동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의 판

매 촉진 활동: 농산물의 판로 확대 등을 위한 유통 판매 업체, 소비자들

과의 의견 교환회 개최나 상담회 참가, 농업 단체 등 상품 개발 및 공동 

브랜드 마크를 활용한 판매, 농업 단체 등 구성원 제휴에 의한 직거래

- 그 외에도 휴경지를 복구하고 자연 환경 보전 농업 생산 활동 시행, 중산

간 마을에서 자연환경 보전 농업 생산 활동 시행(대상 면적의 과반이 중

산간 지역에 위치한 경우), 여타 자연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농업 생산 

추진 활동

○ 일본 농림수산성은 환경교부금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

기 때문에 전국에서 신청한 총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 교부금액이 감소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표 3-6> 일본 환경보전형 농업 직접지불교부금 단가

주: 1) 퇴비 시용은 탄소저장 효과가 높고 수질 보전에 이바지하는 시용을 의미. 도도부현에 따라 단가가 다를 수 있음.

   2) 대상 활동 및 교부 단가는 승인을 받은 도도부현에 따라 다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7d).

대상 활동
교부 단가

(국가 및 지방 합계)

공통

녹비 재배
8,000엔/10a

(7,000엔/10a)

퇴비 시용1) 4,400엔/10a

유기농업
8,000엔/10a

(3,000엔/10a)

지역 특별 승인 경우2)

지역 환경과 농업 실태 감안 후, 도도부현이 신청하여 한정 지역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활동

3,000엔-

8,000엔/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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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국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시사점

○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에서 살펴보듯이 기존 농업 정책이 생산과 경쟁력 

제고 중심에서 환경보전 중심으로 농정의 초점이 변화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미국 EQIP, CSP, 영국 CS를 살펴보면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유형화하여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영국의 경우 농업환경 정책 초창기에 다수의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넓고 얇게’ 원칙을 고수한 점은 국내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도입 초기에 참고할 만한 사항임.

○ 국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에서도 다수의 농업인을 프로그램에 자발

적으로 참여하도록 진입 장벽을 낮게 구성하고 단계적으로 농업인 및 국민

의 인식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내에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 논

의는 정치적 보조의 근거로 대다수 활용되어서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

킬 수 있음. ‘넓고 얕게’ 원칙을 통해 농업인의 농업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실천력을 높이고 더불어서 국민들에게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와 

농업계의 자발적 노력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임.

- 영국에서 ‘넓고 얕게’라는 용어가 나온 이유는 소수의 농가가 참여하는 

농업환경 정책이 아닌 다수 농가가 참여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농업환경

보전 활동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임. 이러한 논

의는 상호준수(cross-compliance)라고 불리는 최소한의 이행 기준에 반영

될 필요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대다수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상호준수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국내에서는 ‘넓고 얕게’에 대한 해석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첫째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대다수 농업인이 실천해야 하는 



68

최소 수준의 농업환경 기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며,

둘째는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농업인의 공감대를 넓히는 것임.

- 농업인 공감대 확대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농업인의 진입장벽이 낮은 

활동을 위주로 경험 축적에 초점을 맞춘다면, 장기적으로는 진입 장벽은 

높되, 해당 지역 내 농업인에게 보조금 대상 선정에서 유리하거나 보상

금 면에서 유리한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추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사료됨.

○ 일본의 경우에는 다원적 기능을 기본법에 명시하여서 다원적 기능 확보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보임. 이러한 보조금은 농업

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농업환경보전을 이끌 수 있는 형태로 국내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에 있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

으나, 기본적으로 직접지불교부금이라는 직불금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벤

치마킹 시 국내 현행 직불제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함.

○ 일본 교부금의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같은 비농업인의 참여도 허용하고 있

으며, 다면교부금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광역 활동 지역 구성도 허용하고 있

어 지역 특수성에 맞춘 농업인 조직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함을 알 수 있

음. 국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에서도 활동별 지원대상의 규모와 허

용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장의 판단에 근거하는 

것이 지역 농업인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낭비를 

줄이는 방안이 됨.

○ 현재 국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일부로 도입될 

계획이므로 기존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사업과 프로그램 사이의 관계 설정

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서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농업환경 

정책의 정책적 위상을 함께 고려해야 함.



69

- 영국 CS는 유기농업 실천 농가를, 일본 친환경교부금에서는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한 활동 및 단가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음. 즉, 영

국과 일본에서는 농업환경 정책을 상위에 두고, 농업환경 정책 아래에서 

유기농 또는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농업환경을 직접 다루는 정책 틀이 마련된다면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보조금도 농업환경 정책 틀 안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농

업환경 정책 틀의 일부분이 될 수 있으며, 다른 규제나 시장 거래와 같은 

정책 수단과 혼합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영국 CS에서는 NSA를 통하여서 프로그램 참여 희망 농업인이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의 환경 문제 우선순위를 손쉽게 인식하고 자신의 참여 계획서에 

반영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현재의 환경 수준 파악은 효과적이고 효

율적인 정책 수단 선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됨.

<그림 3-7> 환경 수준과 정책 수단 선택 예시

자료: OECD(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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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7>은 환경질에 대한 기준 수준(reference level, 농업인이 자신이 비

용을 지불하면서 제공해야 하는 최소 환경 수준)과 현행 수준(current level,

현재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 수준), 환경 목표(environmental target)의 상대

적 정도에 따라서 다른 정책 수단 형태가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줌.

- 현행 수준과 기준 수준이 같고 이때 환경질이 환경 목표를 웃돈다면 특

별한 정책 수단 도입은 필요가 없음.

-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국내 농업환경 수준은 개선이 필요하

며(현행 수준보다 환경 목표가 높음), 특정 정책 개입이 없다면 농업활동

을 통한 부정적 환경 영향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기준 수준이 목표 수

준보다 낮음) 판단됨.

- 이러한 국내 농업환경 수준과 현행 농업활동 수준은 <그림 3-7>의 빨간

색 상자로 표시한 부분에 위치할 가능성이 큼. 즉, 농업환경 정책 수단 

중 크게 지불금(payment)을 보조하는 것과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일정 부과금(charges)을 징수하는 것을 모두 향후 농업환경 정책 수단으

로 고려 가능함.

- 이 경우에는 농업환경 이슈별로 기준 수준, 현행 수준, 환경 목표 등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이것은 더 나아가 

지불금의 일종인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도 필요한 요소이며, 장기적으로 한국형 농업환경 지표 및 통합정보시스

템 확립이 필요한 것을 시사함.

○ 또한 환경 수준의 이해뿐만 아니라 지역 여건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농업환

경 분야 전문가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전문 인력 또는 전문 지

원기관 육성도 필요한 부분임.



제4 장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과 농가 수용성 분석

1.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안)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의 주도로 2017년 2~6월에 걸쳐 ‘농업환경보

전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이하 전문가 T/F)를 운영<그림 4-1>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논의가 이루어짐.

- 2017. 2. 8. 토양 및 농업용수 환경 현황 및 개선 방안

- 2017. 2. 13. 가축분뇨 현황 및 개선 방안

- 2017. 3. 10. 축산 및 경종 분야 기후변화 대응 현황 및 향후 방안

- 2017. 3. 14. 농촌 폐기물 및 경관 농업유산 현황 및 개선 방안

- 2017. 3. 23. 생물 다양성 및 국내외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례

- 2017. 4. 24.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기본계획(안)의 적합성 검토 및 지구

단위 실제 적용사례 발굴 방안 논의

- 2017. 6. 15.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분야별 활동 인프라의 

적합성 검토 및 비용 지원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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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전문가 T/F 구성 및 수립 절차

환경보전 및 개선 생태보전 경관 및 자원보전

비료·농약 국립공원
농업유산토양

폐농자재 생태자연로
수질

가축분뇨 천연기념물
경관개선대기

생활쓰레기·하수 보호종·멸종위기종

기초자료
분야별 현황, 문제점 및 원인 분석

국내외 사례 분석

활동내용 의무이행사항(infra, activity) 및 수준 도출

인센티브

이행사항별 비용 추정 및 단가 설정

(예시 : infra + activity ⇒ 국고 50%, 지방비 50%

activity ⇒ 국고 100%)

추진기반 유관기관 협업 체계 구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2017).

○ 전문가 T/F를 통하여서 도출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안, 이하 보전프로

그램(안))’은 “농업 농촌의 환경 개선 및 생태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 지

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구의 토양 용수 대기 경관 생태 등 환경개선을 위

하여 정부 지자체 농업인이 함께 필요한 활동을 하고, 인프라를 개선해 나

가는 장기적인 환경 개선 프로그램”으로 정의됨(전문가 T/F 내부자료).

- 토양 용수 대기 경관 생태 등 종합적 환경 개선을 추진하며 단계적 도

입을 추진: 환경이 문제가 되는 지역 우선 추진 → 전국 확대 시행

- 친환경농업 및 경관개선 직불제 등 관련 직불제와 통합 방안 추진

- 지자체와 마을이 중심이 되어 지구 단위 환경 생태보전 계획을 수립

- 지자체-마을 간 협약을 체결(기본 5년)하며 마을 주민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의 필요

- 국가와 지자체는 환경 개선을 위한 농업인 활동과 시설 인프라를 종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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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활동은 선택 의무 지정으로, 활동 이행 단위에 따라서 개별 공동

으로 구분하며 활동 실적에 따라 차등적 지급

- 시설 인프라는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 후 신규 사업 추진

○ 보전 프로그램 활동(안)은 크게 토양, 용수, 대기, 경관 생활, 농업유산 생태 

영역으로 나뉘며<표 4-1>, 활동(안)은 크게 선택 의무 지정 활동과 개별 공

동 활동으로 나눌 수 있음.

- 선택 활동: 농업인이 자율적 선택에 따라 수행 여부를 결정(예, 완효성 

비료 사용, 녹비작물 재배, 경사진 농경지 초생대 조성 등)

- 의무 활동: 농업인의 선택에 따라 추진할 경우 체감 가능한 환경 개선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참여 지구 내 농업인의 일정 수준 이상이 의

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활동(예, 토양검정을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 감

축, 가축분뇨 악취 저감시설 설치 등)

- 지정 활동: 농업인의 선택에 따라 추진할 경우 과잉 과소 신청으로 인한 

재정부담 또는 목표 미달성의 우려가 있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활동 주체를 지정하는 활동

(예, 밭 침사구 조성, 재래종 토종 품종 재배, 멸종위기종 서식지 먹이 

제공 등)

- 개별 활동: 농업인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한 활동(예, 토양검정

을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녹비작물 재배 등)

- 공동 활동: 공동체 활성화, 환경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주민이 함께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활동(농가당 연간 시간 상한선 설정)으로 협약 

참여 농업인의 일정 비율 이상 참여가 최저 조건임(마을 공동공간 청소,

영농 생활폐기물 공동 분리수거, 농업 및 공동체 문화 유지계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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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활동(안)

분야 세부 분야 주요 활동

토양

적정

양분투입

① 토양검정 및 비료·가축분뇨 사용량 감축

② 완효성 비료 사용

가축분뇨

관리

① 가축분뇨 개별·공동 처리·자원화 시설 확충

②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기준 준수, 적정 관리

③ 가축분뇨 퇴·액비의 적정 사용

외부

양분투입

감축

① 볏짚, 뿌리 등 농업부산물의 농지 환원

② 휴경기 녹비작물 재배 및 토양 환원

③ 농작물의 다양한 작부체계 운영

④ 대규모 초지 조성

토양침식

방지

① 경사진 농경지에 초생대 조성

② 경사진 농경지에 흙주머니 설치

③ 농업부산물로 지표 피복 ④ 밭 침사구 조성

⑤ 농지와 수계 경계에 식생 여과대 설치·관리

⑥ 농경지 둘레에 식생 우회수로 설치·관리

농약사용

저감

① 병해충 방지를 위한 물리적·생물학적 방제

② 잡초 방지를 위한 물리적·생물학적 제초

용수

수질

개선

①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기준 준수

② 인공습지 및 침강지 조성 후 관리

③ 농경지 말단부 경작 금지(부분경작)

④ 오염된 농업용수원에 수생식물 식재

⑤ 밭 침사구 조성

용수사용

절감

① 논 절수 관개 ② 공동 육묘장·못자리 설치

③ 밭·시설재배지 용수 사용 절감

대기

온실가스

감축

① 휴경기 녹비작물 재배 및 토양 환원

② 무경운·최소경운 등 보전경운

축산

악취

관리

① 가축분뇨 저장시설 지붕 설치

② 바이오 필터·커튼 등 악취 저감시설 설치

③ 미생물 등 축산악취 저감 제재 사용

④ 축산 폐업·이전 지원, 사육두수 감축

경관

·

생활

농촌 경관

개선

① 공동공간에 화목 및 초화류 식재

② 빈집 및 불량시설 정비

③ 공동공간 관리 및 청소

생활환경

개선

① 축사 및 분뇨 저장시설에 생울타리 설치

② 영농폐기물 수거·배출 ③ 생활폐기물 수거·배출

④ 농업부산물 공동 수거 및 처리

⑤ 축산 폐업·이전 지원, 사육두수 감축

농업유산

·

생태

농업유산

보전

① 전통농법 및 농업 경관의 관리·보전

② 농업 및 공동체 문화 유지·계승

농업생태계

보호

① 재래종·토종 품종 재배

② 생태교란 식물 제거

③ 농경지 멸종위기종 서식지 및 먹이 공급

④ 공동공간에 화목 및 초화류 식재

⑤ 생태둠벙 조성

⑥ 생태수로 및 어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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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활동 이행점검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산물품질관리원, 지

자체에서 이뤄지도록 계획됨.

- 기록관리형: 활동 시기, 방법, 사진 등을 담은 활동일지, 구입 영수증 등 기

록 및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점검(예, 휴경기 녹비작물 재배 및 토양 환원,

무경운 부분경운 감소경운 등 보전경운, 공동공간 관리 및 청소 등)

- 현장확인형: 활동 전 후 상태 비교, 작물 식재 및 인프라 조성 후 관리 

상태 등 현장 방문을 통한 점검(예, 가축분뇨 개별 공동 처리 및 자원화

시설 확충, 집단 육묘장 못자리 설치, 공동공간에 화목 및 초화류 식재,

생태둠벙 조성 등)

- 전문실증형: 특정 기관이나 시스템을 통해 점검하거나 전문가의 전문 지

식을 활용한 점검 및 효과 측정(예, 토양검정 및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가축분뇨 퇴 액비 사용기준 준수, 경사진 농경지에 초생대 유실방지 두

둑 조성, 논 절수 관개 등)

○ 보전 프로그램(안)의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필

요가 있음.

- 참여 지구의 범위 설정: (예) 마을, 행정리, 법정리, 기초 지자체, 법인,

들녘경영체 등

- 참여 대상자 선정: (예) 비농업인 참여 문제

- 활동(안)의 실제 환경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 보완

- 선택 의무 지정, 개별 공동 활동 유형화 및 난이도에 따른 인센티브 차

등 지급 방안

- 참여 지구 선정 및 농업인 지역 주민 신청부터 이행평가까지 주체별(중

앙정부, 지자체, 전문가 그룹, 농업인, 비농업인 지역 주민, 모니터링 기

관, 이행평가 기관, 컨설팅 그룹, 중간지원조직 등) 역할 정립

- 이행평가 현실성 및 행정비용에 대한 비용효과성 분석

- 농업인 지역 주민 신청부터 환경 개선 정도 평가에 활용 가능한 지표 정

립과 관련 데이터베이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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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불이행 시 발생하는 불이익 확정

-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 주관 농업환경 관련 보조 및 지원 사업과의 

관계 설정(예, 친환경농축산 인증제도, GAP, 공익형 직불제, 중요 농업

유산,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 본 연구는 이 중 향후 현실적용 가능한 활동(안) 산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농가 수용성 및 농업인 인식조사를 분석하고자 하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 

절에서 소개함.

2. 농업인의 농업환경 인식 및 프로그램(안)에 대한 수용성

○ 농업환경에 대한 농업인의 일반적인 인식과 전문가 T/F에서 도출된 보전프

로그램(안)에 대한 수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서 2017년 12월 면담 설문조

사를 실시함(설문지 예시는 부록 참조).

○ 설문조사 지역은 총 12개 기초지자체로 아래의 기준에 대응하여서 선택함.

- 김창길 외(2015) 연구에서 시산한 기초 지자체별 2014년 양분수지 분석 

자료를 기초로 질소와 인의 단위양분 초과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선정함.

-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분류함.

- 김철민 의원실(2017) 자료를 기초로 2016년도 각 기초지자체의 저수지 

수혜 총면적 대비 수질 기준 초과 저수지 수혜ㅡ면적 비율이 높은 지역

과 낮은 지역을 선정함.

- 설문조사 지역으로 총 12개 기초 지자체가 선정되었음<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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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해석은 수질 개선 필요 지역 경종 및 축산 농가(A, B, G, H, K, L 지역 

응답자 235명)와 대조군(C, D, E, F, I, J 지역 응답자 241명), 양분수지 개선 

필요 지역 경종 및 축산 농가(E, F, I, J 지역 응답자 141명)와 대조군(G, H,

K, L 지역 응답자 131명)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음.

<표 4-2> 설문조사 지역 특성 및 지역별 표본 수

지역

구분

오염저수지

수혜면적

비율(%)

단위양분

초과율(%)
지역 유형

경종

농가

축산

농가

표본 수

(명)
질소 인 수질 개선 양분 개선

A 92 -14 -27 ○ - ○ - 54

B 84 128 67 ○ - ○ - 50

C - 125 120 대조 - ○ - 50

D - 157 159 대조 - ○ - 50

E - 300 343 대조 ○ ○ - 51

F - 276 350 대조 ○ ○ - 52

G 60 23 -10 ○ 대조 ○ - 51

H 72 41 18 ○ 대조 ○ - 50

I - 383 540 대조 ○ - ○ 20

J - 255 308 대조 ○ - ○ 18

K 81 54 -40 ○ 대조 - ○ 15

L 72 92 38 ○ 대조 - ○ 15

계 - - - 6지역 4지역 - - 476

자료: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2017), 김철민 의원(20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양분수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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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업환경 인식도

○ 농업이 농업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 인지도<그림 4-2>

- 모든 지역 유형에서 농업의 농업환경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모두 

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음. 지역별 총 응답자 수는 수질 

개선 필요 지역 및 대조 지역, 양분 개선 필요 지역 및 대조 지역 순서로 

235명, 241명, 141명, 131명임.

- 지역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양분 개선 필요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

로 응답자의 87%가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모두 인지하고 있으며, 수질 

개선 필요 지역에서는 응답자의 19%가 긍정적 영향만을 인지하고 있음.

- 수질을 기준으로 본다면 수질 개선 필요 지역보다 대조 지역 농업인이 

농업의 환경 영향을 인지하는 정도가 높으며(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각 

16%와 4%), 양분을 기준으로 본다면 양분 개선 필요지역보다 대조 지역 

농업인의 인지도가 낮음(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각 6%와 15%).

<그림 4-2> 농업이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도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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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농업활동 지역에서의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농업환경 부분<그림 4-3>

- 모든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농업환경 문제로 농업용수로 응답함. 수질 

개선 필요 지역, 수질 대조 지역, 양분 개선 필요 지역, 양분 대조 지역 

순서로 각 70%, 43%, 60%, 67%의 응답률을 보임. 수질 개선 필요 지역 

대다수 농업인이 농업용수 개선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 가능함.

- 모든 지역에서 두 번째로 시급한 농업환경 문제로 토양으로 응답하였고,

수질 개선 필요 및 대조 지역, 양분 개선 필요 및 대조 지역 순서로 각 

20%, 35%, 25%, 21%의 응답률을 보임. 모든 지역에서 세 번째로 시급한 

문제로는 농촌 경관 농업유산으로 나타남.

- 기타 의견으로 농로와 농기계, 비용 지원에 대한 응답이 있어, 소수의 농

업인이지만 일부 농업인은 농업환경 개선을 일종의 보조 사업으로 이해

할 수 있음을 보여줌.

<그림 4-3> 지역 내 해결이 시급한 농업환경 부분

자료: 연구진 작성.



80

○ 농축산업이 현재 농업활동을 하는 지역 내에 있는 토양, 용수, 대기, 농촌 

경관 및 농업유산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인지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함(복수 응답 허용). 이하 응답률은 복수 응답을 허용한 지역 내 

총 응답 수에 대비한 해당 항목의 응답 비율을 의미함.

○ 농업(축산 포함)이 현재 농업활동 지역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그림 4-4>

-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모든 지역에서 ‘식량 생산’을 가장 많이 선택함.8

- 수질 기준 개선 필요 및 대조 지역 간 ‘식량 생산’에 대한 선택 비율 차이

보다 양분 기준 개선 필요 및 대조 지역 간 선택 비율 차이가 더 크게 나

타남. 이것은 식량 생산을 중시하는 곳에서 양분 투입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향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시 지역별 유형과 

지역 내 농업인 인식 차이에 따른 양분 관리 필요성을 보여줌.

- 모든 지역에서 ‘식량 생산’과 비교하였을 때 ‘토양 미생물 유지’나 ‘야생

동물 서식지 제공’, ‘오염물질 여과 기능’과 같은 자연환경 및 생태계 순

기능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모든 지역에서 ‘토양 산성화’를 가장 많이 선택

한 것에 비해, ‘양분 과다’나 ‘토양 침식’,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한 인

지도가 낮은 편임.

- 농업이 토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 영향보다는 모른

다는 응답이 다소 높은 편임.

8 ‘식량 생산’의 경우 농업의 환경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논의에서 ‘식량 안보’가 주로 포함되므로 설문에서 포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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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농업이 활동 지역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영향]

자료: 연구진 작성.

[부정적 영향]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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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축산 포함)이 현재 농업활동 지역 용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그림 4-5>

- 토양에 대한 영향과 비교해 볼 때, 농업이 활동 지역 용수에 미치는 긍정

적 영향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고른 응답률을 보이지만 절대적인 응답 수

는 토양 부분의 식량생산을 선택한 응답 수보다 매우 적음.

-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양분 개선 필요 지역에서 ‘지역 용수 공급’에 대

한 응답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편임(34%, 수질 개선 필요 지

역 18%, 수질 대조 지역 24%, 양분 대조 지역 12% 응답). 양분 개선 필

요 지역에서 토양에 대한 긍정적 영향으로 ‘식량 생산’을 상대적으로 많

이 선택한 것과 비교한다면 식량 생산을 위한 관개용수를 포함한 지역 

용수 공급이 중요하다고 인지할 가능성이 큼.

- 또한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으며, 이것은 토양 용수 대기 농촌 경관 및 농업유산 부분

과 비교했을 때에도 높은 비율임. 농업인이 전반적으로 농업이 용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을 알 수 있음.

-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서는 모든 지역에서 ‘수질 오염’을 가장 많이 인지

함. 특히 수질 개선 필요 지역과 양분 대조 지역에서는 응답률이 59%와 

57%로 과반수이며, 이것은 앞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농업환경 문제에

서 동일 유형 지역에서 70%와 60% 농업인이 농업용수 문제를 지적한 

것과 연결됨. 즉, 수질 개선 필요 지역과 양분 대조 지역에서는 농업용수

와 용수 수질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보임.

- 수질 대조 지역과 양분 개선 필요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역 내 물부족 

심화’도 높은 비율로 농업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지되고 있음(각 3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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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농업이 활동 지역 용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영향]

자료: 연구진 작성.

[부정적 영향]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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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축산 포함)이 현재 농업활동 지역 대기 환경에 미치는 영향<그림 4-6>

- 농업이 농업활동 지역 대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다른 환경 

유형과 비교했을 때 ‘모른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으며, 특히 양분 개선 

필요 지역에서는 과반수의 농업인이 대기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모른다

고 응답함. 이러한 낮은 인지도는 향후 성공적인 농업환경 정책을 위해

서 농업인 대상 교육 및 홍보가 중요함을 나타냄.

-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 중 ‘기온 조절’을 인지하는 농업인이 많음.

- 대기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모든 지역 유형에서 ‘악취 발생’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고, 그 뒤로 ‘온실가스 발생’에 대한 인지도가 높

음. ‘악취 발생’의 경우 농업인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온실가스 발생’에 대한 응답 수를 고려한

다면 일부 농업인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도가 다른 농업인보다 높을 가

능성을 보임.

○ 농업(축산 포함)이 현재 농업활동 지역 농촌 경관 농업유산 환경에 미치는 

영향<그림 4-7>

- 농업이 농촌 경관 및 농업유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전 지

역에 걸쳐서 비교적 항목별로 고른 인지도를 보여줌.

- 부정적 영향으로는 모든 지역 유형에서 ‘농자재 폐기물 수거 미흡’을 가

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수질 개선 필요 지역의 경우에는 ‘농자재 폐기물 

수거 미흡’을 선택한 비율이 과반수임. 농자재 폐기물 수거와 수질 사이

의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며, 향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 시행

된다면 지역별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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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농업이 활동 지역 대기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영향]

자료: 연구진 작성.

[부정적 영향]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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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농업이 활동 지역 농촌 경관‧농업유산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영향]

자료: 연구진 작성.

[부정적 영향]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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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예시로 하여서 상호준수 또는 상호의무준수(cross

-compliance)에 대하여 설명하고 들어 본 경험이 있는지 질문하였음<그림 

4-8>. 지역 유형에 상관없이 대부분 농업인이 상호준수에 대하여 들어보지 

못했거나 들어 본 경험이 있는지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들어 보았다고 응

답한 농업인의 비율은 수질 개선 필요 지역 23%, 수질 대조 지역 12%, 양분 

개선 필요 지역 17%, 양분 대조 지역 28%로 나타남.

<그림 4-8> 상호준수‧상호의무준수에 대해 들어 본 경험

자료: 연구진 작성.

2.2.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안)에 대한 농가 인식 및 수용성

○ 국제 수준의 보상이 주어질 때, 전국 단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 도입 

시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질문함(복수 응답 허용, <그

림 4-9>).

- 지역 유형별로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하는 항목에 대한 비율은 유사하게 

나타남. ‘농가소득 증대’를 제외한 효과 부분에서 ‘안전한 농산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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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수질 개선 필요 및 대조 지역 각 15%씩, 양분 

개선 필요 및 대조 지역 17%와 13%)되었고, 그 뒤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화학비료 농약 사용 감소’와 ‘환경친화적인 농업 조성’이 선택

되었음.

- ‘농가소득 증대’에 대해서는 양분 개선 필요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하였고(25%), 그 뒤로 수질 대조 지역(13%), 수질 

개선 필요 지역(12%), 양분 대조 지역(11%)의 순서로 응답 비율이 높았

음. 이것은 향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농업인의 기대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며, 지불금이 농업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참여율이 저조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은 농가 소득 증대보다 농업의 공익

적 기능 제고 및 지속가능한 농업 체계 구축에 있어야 하나, 현장 농업인이 

예상하는 정책 효과와는 틈이 있어 농가 수용성이 낮을 가능성이 큼. 지역 

유형에서 보듯이 이러한 틈의 차이 정도는 지역 또는 농가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프로그램 도입 시 농가 참여 제고에 대한 지역 및 

농가 유형별 접근 전략을 다르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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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전국 단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시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

자료: 연구진 작성.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안, 이하 보전 프로그램(안))의 구체적 활동 목록,

의무 활동 지정의 적절성, 지급 단가의 적절성,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물었

음. 지역 특성과 농가 유형(경종 축산, <표 4-2> 참조), 활동 특성(토양 관련

용수 관련 축산 농가 대상, <표 4-1> 참조)에 따라서 세 종류의 설문이 이

루어짐.

- <표 4-2>에서 나눈 지역에 따라서, 용수 관련 활동 & 경종 농가 대상(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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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지역, 총 응답자 204명), 토양 관련 활동 & 경종 농가 대상(E,

F, G, H 지역, 총 응답자 204명), 축산 농가 대상 활동 & 축산 농가(I,

J, K, L 지역, 총 응답자 68명)에 설문을 수행함.

- 대기, 농촌 경관 생활, 유산 생태 관련 활동은 공동 활동이지만, 경종 및 

축산 농가 유형에 따라서 수행 가능한 활동이 다소 다름. 예를 들어, 생

태 보전 활동 중 ‘경지 주변 생태둠벙 조성’은 논에만 실천 가능한 활동

이므로 축산 농가 활동 설문에서는 제외함.

○ <표 4-3>, <표 4-4>, <표 4-5>는 용수 관련 활동 & 경종 농가 대상 활동에 

대한 농업인 조사 결과로 총 204명이 응답하였음.

○ 용수 및 대기 보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서는 지역별 의무 활동 지정의 부적

절함, 지급 단가의 부적절함에 대한 의견이 대다수이며 논과 밭 경작지에 

대하여서 프로그램에 대한 불참 의사가 대다수를 차지함<표 4-3>.

○ 반면에, 농촌 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 프로그램에서는 지역별 의무 활동 지

정의 적절함이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으며, 지급 단가에 대해서도 용수 및 

대기 보전 프로그램보다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그러나 

농업부산물 분리수거나 공동공간 식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급 단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소 높으며, 프로그램 참여 의사도 여타 개선 프로그

램보다 낮은 편임<표 4-4>.

○ 농업유산 및 생태 보전 프로그램에서도 의무 지정 활동에 대해서는 ‘전통문

화 행사 계승’을 제외하고는 부정적인 의견이 과반수임. 지급 단가에 있어서

는 ‘전통문화 행사 계승’과 ‘재래종 토종 품종 재배’를 제외하고는 부적절하

다는 의견이 대다수임. 그러나 프로그램 참여 의사에 있어서는 두 활동을 포

함한 모든 활동에서 참여 의사가 없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함<표 4-5>.



<표 4-3> 용수 관련 활동 & 경종 농가 대상: 용수 및 대기 보전 프로그램 수용성(응답 수)

활동
협약 이행 점검 모니터링 

방법

지급

단가
유형

의무 지정 적절성 지급 단가 적절성 프로그램 참여 의사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논

참여

밭

참여

둘 다

불참

1-1 [논] 하천과 연결되는 논 말단부 경작 금지
- 활동 전후 사진 확인

- 현장 점검

5만 원

/300평

지역별

의무
71 133 47 157 21

해당

없음
182

1-2
수질 기준 초과 저수지, 하천 등 수변 청소 및 

수생식물(부레옥잠) 식재

- 활동 기록 확인

- 현장 점검

종자비,

1만 원

/시간/인

지역별

의무
75 129 81 123 60 144

2-1
[논] 간단관개, 논물 얕게 대기 등 논 절수관개 

실시

- 수위 감지센서, 논 물량

계측기 설치 후 모니터링

- 물꼬관리대장 기록 확인

9만 원

/필지

선택

참여
해당 없음 50 154 36

해당

없음
167

2-2
[밭] 밭‧시설재배 토양 수분센서‧자동관개시스템 

또는 점적관개 시설 설치

- 센서 및 시설 설치 여부

- 현장 작동 상태 확인

시설

설치비

선택

참여
해당 없음 48 156

해당

없음
34 170

2-3
[밭] 고랭지나 경사농경지 하단부나 수계 근처 

침사구(물웅덩이) 조성
- 주기적 현장 점검

5만 원

/300평

선택

참여
해당 없음 54 150

해당

없음
34 169

2-4
가뭄 상습지역 중심 하천‧양수장 주변 등에 

공동 밭작물 육묘장‧논작물 못자리 설치‧이용
- 현장 점검

설치비

25만 원/㎡

선택

참여
해당 없음 87 117 39 25 133

2-5
수질기준 초과 저수지 유입부에 인공습지, 

침강지 등 설치
- 주기적 현장 점검

시설

설치비

선택

참여
해당 없음 54 150 33 171

2-6
휴경기 콩과 등 녹비작물 재배 및 전량 토지 

환원
- 재배사진 등 확인

6만 원

/300평

선택

참여
해당 없음 47 157 12 26 160

2-7 무경운‧부분경운‧감소경운 등 보전경운
- 활동사진, 지표면사진 등 

확인

3만 원

/300평

선택

참여
해당 없음 18 186 13 13 175

자료: 연구진 작성.



<표 4-4> 용수 관련 활동 & 경종 농가 대상: 농촌 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 프로그램 수용성(응답 수)

활동
협약 이행 점검 모니터링 

방법

지급

단가
유형

의무 지정 적절성 지급 단가 적절성 프로그램 참여 의사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참여 불참

1-1
경관을 훼손하는 빈집, 폐창고 등 정비 또는 

철거

- 활동 전후 사진 등 확인

- 주기적 현장 점검

철거 

340만 원

수리 

150만 원/30평,

1만 원/시간/인

지역별

의무
133 71 108 96 100 104

1-2
경로당‧마을창고 등 공동시설, 용배수로‧하수구 

등 청소 및 관리
- 활동사진 등 확인

1만 원

/시간/인

지역별

의무
152 52 145 59 124 80

1-3
5-10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공동집하장에 

배출

- 활동사진 확인

- 운반량‧시기‧횟수 등 기

록 확인

1만 원

/시간/인

지역별

의무
130 74 105 99 98 106

1-4
생활폐기물 공동 수거 및 공동집하장에 분리

배출

- 활동사진 확인

- 운반량‧시기‧횟수 등 기

록 확인

1만 원

/시간/인

지역별

의무
142 62 104 100 92 112

1-5
농업부산물(볏짚, 콩대 등, 토양 환원 후

잔재량) 공동 분리수거

- 활동사진 확인

- 운반량‧시기‧횟수 등 기록 

확인

1만 원

/시간/인

지역별

의무
113 91 95 109 86 118

2-1
공동공간(마을 길‧제방‧자투리땅 등) 화분매개

곤충을 위한 식재

- 활동기록 확인

- 현장 점검

1만 원

/시간/인

선택

참여

해당

없음
83 121 71 133

자료: 연구진 작성.



<표 4-5> 용수 관련 활동 & 경종 농가 대상: 농업유산 및 생태 보전 프로그램 수용성(응답 수)

활동
협약 이행 점검

모니터링 방법

지급

단가
유형

의무 지정 적절성 지급 단가 적절성 프로그램 참여 의사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논

참여

밭

참여

둘 다

불참

1-1

농업유산(예: 하동 전통차, 담양 대나무

밭 등)이거나 지정하려고 하는 영농법 

관리‧보전

-농업유산보전협의회 조직

-협의회에서 기록 관리 및 

활동 점검

32만 원

/300평

보전협의회

500만 원

지역별

의무
99 105 73 131 20 11 169

1-2
당산제 등 농업 의례, 달집태우기 등 전

통문화 행사 계승
-활동사진 또는 영상 점검

100만 원

/행사 수,

1만 원

/시간/인

지역별

의무
124 80 124 80 79 125

1-3 농진청이 인정하는 재래종‧토종 품종 재배
-현장사진 등 확인

-현장 점검

95만 원

/300평

지역별

의무
97 107 104 100 36 26 134

1-4
멸종위기종 서식지 및 수확물 존치로

먹이 제공

-활동 전후 사진 등 기록 

확인, 현장 점검

별도

결정

지역별

의무
66 138 55 149 26 12 163

1-5 [논] 경지 주변 생태둠범 조성
-활동 전후 사진 등 기록 

확인, 현장 점검

30만 원

/300평

지역별

의무
61 143 50 154 31

해당

없음
173

2-1

하천변 등 생태 교란 식물 제거, 정화

식물 식재

-활동 전후 사진 등 기록 

확인, 현장 점검

1만 원

/시간/인

선택

참여

해당

없음
64 140 26 12 160

자료: 연구진 작성.



94

○ <표 4-6>, <표 4-7>, <표 4-8>은 토양 관련 활동 & 경종 농가 대상 활동에 

대한 농업인 조사 결과로 총 204명이 응답하였음.

○ 토양 및 대기 보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서는 지역별 의무 활동 지정의 적절

함에 대하여 과반수가 찬성한 활동은 ‘시비처방서에 따른 퇴 액비 시비’,

‘농약 사용 저감’, ‘제초제 사용 저감’으로 조사됨. 전체 활동에서 ‘초지 형

성 경축순환농업실현’을 제외하고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대다수 농업인이 

단가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내놓음. 마찬가지로 경작 농지를 활용한 활동

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우세함<(표 4-6>.

○ 반면에, 농촌 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 프로그램에서는 지역별 의무 지정의 

적절함이 대다수 동의를 얻음. 지급 단가에 대해서로 ‘빈집 폐창고 등 정비 

또는 철거’ 활동 단가를 제외한 모든 활동 단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다

수임. 활동 참여에 대해서도 ‘빈집 폐창고 등 정비 또는 철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함<표 4-7>.

○ 농업유산 및 생태 보전 프로그램에서는 지역별 의무 지정에 대하여 적절하

다는 의견이 모든 활동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상대적으로 ‘멸종위기종 

서식지 먹이 제공’과 ‘논 경지 주변 생태둠벙 조성’ 활동은 적절함과 부적

절함에 대한 의견 비율이 비슷함. 이 두 활동의 지급 단가에서는 부적절하

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하였고, 나머지 활동에 대해서는 지급 단가가 적절하

다는 의견이 대다수임. 그러나 실제 참여 의사는 ‘전통문화 행사 계승’을 제

외하고는 모든 활동에 있어서 불참 의사가 가장 많아서 지역별 활동의 필요

성 및 단가의 적절성 이외에도 농가에 참여 여부를 주는 요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함을 시사함<표 4-8>.



<표 4-6> 토양 관련 활동 & 경종 농가 대상: 토양 및 대기 보전 프로그램 수용성(응답 수)

활동
협약 이행 점검

모니터링 방법

지급

단가
유형

의무 지정 적절성 지급 단가 적절성 프로그램 참여 의사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논

참여

밭

참여

둘 다

불참

1-1
토양검정 후 시비처방서에

따라 비료 시비

- 시비처방서 발급 여부

- 영농일지, 구입영수증 등 

확인

2만 원

/300평

지역별

의무
73 131 25 179 35 32 119

1-2
토양검정 후 시비처방서에 따라 가축분뇨 

퇴‧액비 시비주)

- 시비처방서 발급 여부

- 영농일지, 구입영수증 등 

확인

2만 원

/300평

지역별

의무
43 39 21 61 18 19 33

1-3

퇴‧액비 부숙도 검정 의뢰,

언 토양, 강우시, 경사지면 살포 금지,

살포 후 경운 및 로터리 작업으로 악취 

제거주)

- 퇴액비 부숙도 판정 의뢰 

여부

- 영농일지 확인

- 살포 금지시기 현장 점검

5천 원

/의뢰

지역별

의무
41 41 23 59 20 14 39

1-4

농약 안전사용기준 1/2 이하, 사용 시기 

2배 강화(예, 수확 3일 전까지 → 6일 

전까지) 

- 영농일지 확인

- 물리적‧생물학적 방제 

관련 구입 기록

5만 원

/300평

지역별

의무
129 75 35 169 59 51 72

1-5
제초제 사용 안 하기,

예취, 화염제초, 답전윤환 등 실시

- 영농일지, 현장 활동사진 

확인

5만 원

/300평

지역별

의무
139 65 38 166 56 50 80

1-6
농지와 수계 경계에 목초류 등 식생 

여과대 설치‧관리
- 주기적 현장 점검

4만 원

/300평

지역별

의무
96 108 28 176 40 30 121

1-7
경사지에 물길 조성 등 식생 우회수로 

설치‧관리
- 주기적 현장 점검

4만 원

/300평

지역별

의무
89 115 25 179 37 36 119



(계속)

활동
협약 이행 점검

모니터링 방법

지급

단가
유형

의무 지정 적절성 지급 단가 적절성 프로그램 참여 의사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논

참여

밭

참여

둘 다

불참

2-1 완효성 비료 1회 사용

- 시비처방서 발급 여부

- 영농일지, 구입영수증 

등 확인

2만 원

/300평

선택

참여
해당 없음 28 176 63 46 84

2-2
유휴 산지 등 초지 형성, 경축순환농업 

실현

- 활동사진 등 확인

- 현장 점검

조성 비용

50% 보조

50% 융자

선택

참여
해당 없음 124 80 24 61 105

2-3

볏짚, 고추/옥수숫대, 전정목, 폐목 등 

부산물 절단‧파쇄 후 투입, 투입 후 경

운

- 활동사진 등 확인
4만 원

/300평

선택

참여
해당 없음 39 165 33 24 133

2-4
휴경기 콩과 등 녹비작물 재배 및 전량 

토지 환원
- 재배사진 등 확인

6만 원

/300평

선택

참여
해당 없음 50 154 27 47 111

2-5
경사농경지(7~15도) 유실방지 두둑 형성 

및 작물 재배

- 사진 등 영농기록 확인

- 분기별 현장 점검

8만 원

/300평

선택

참여
해당 없음 40 164 12 45 141

2-6 볏짚 등 농업부산물 지표 피복
- 활동 전후 사진 등 확인

- 현장 점검

6만 원

/300평

선택

참여
해당 없음 76 128 44 40 95

2-7 [밭] 경사농경지 흙 주머니 설치
- 사진 등 영농기록 확인

- 분기별 현장 점검

4만 원

/300평

선택

참여
해당 없음 24 180

해당

없음
44 160

2-8
[밭] 고랭지나 경사농경지 하단부나 수

계 근처 침사구(물웅덩이) 조성
- 주기적 현장 점검

5만 원

/300평

선택

참여
해당 없음 43 161

해당

없음
54 150

2-9 무경운‧부분경운‧감소경운 등 보전경운
- 활동사진, 지표면사진 

등 확인

3만 원

/300평

선택

참여
해당 없음 25 179 15 29 154

주: 1-2, 1-3 활동은 퇴‧액비를 사용하는 축산농가만 응답하도록 하였음.

자료: 연구진 작성.<표 4-7> 토양 관련 활동 & 경종 농가 대상: 농촌 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 프로그램 수용성(응답 수)



활동
협약 이행 점검

모니터링 방법

지급

단가
유형

의무 지정 적절성 지급 단가 적절성
프로그램 참여 

의사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참여 불참

1-1
경관을 훼손하는 빈집, 폐창고 등 정비 

또는 철거

- 활동 전후 사진 등 

확인

- 주기적 현장 점검

철거 340만 원,

수리 150만 원/30평,

1만 원/시간/인

지역별

의무
145 59 77 127 80 124

1-2
경로당‧마을창고 등 공동시설, 용배수로‧하

수구 등 청소 및 관리
- 활동사진 등 확인

1만 원

/시간/인

지역별

의무
165 42 162 42 132 72

1-3
5-10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공동집하

장에 배출

- 활동사진 확인

- 운반량‧시기‧횟수 등 

기록 확인

1만 원

/시간/인

지역별

의무
166 38 161 43 128 76

1-4
생활폐기물 공동 수거 및 공동집하장에 

분리배출

- 활동사진 확인

- 운반량‧시기‧횟수 등 

기록 확인

1만 원

/시간/인

지역별

의무
165 39 161 43 161 43

1-5
농업부산물(볏짚, 콩대 등, 토양 환원 후 

잔재량) 공동 분리수거

- 활동사진 확인

- 운반량‧시기‧횟수 등 

기록 확인

1만 원

/시간/인

지역별

의무
151 53 156 48 118 86

2-1
공동공간(마을 길‧제방‧자투리땅 등) 화분

매개곤충을 위한 식재

- 활동기록 확인

- 현장 점검

1만 원

/시간/인

선택

참여

해당

없음
165 39 123 81

자료: 연구진 작성.



<표 4-8> 토양 관련 활동 & 경종 농가 대상: 농업유산 및 생태 보전 프로그램 수용성(응답 수)

활동
협약 이행 점검

모니터링 방법

지급

단가
유형

의무 지정 

적절성

지급 단가 

적절성
프로그램 참여 의사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논

참여

밭

참여

둘 다

불참

1-1

농업유산(예: 하동 전통차, 담양 

대나무밭 등)이거나 지정하려고 하는 

영농법 관리‧보전

- 농업유산보전협의회 

조직

- 협의회에서 기록 

관리 및 활동 점검

32만 원

/300평

보전협의회

500만 원

지역별

의무
133 71 106 98 58 25 107

1-2
당산제 등 농업 의례, 달집태우기 등 

전통문화 행사 계승

- 활동사진 또는 영상 

점검

100만 원

/행사 수,

1만 원

/시간/인

지역별

의무
166 38 162 42 144 60

1-3
농진청이 인정하는 재래종‧토종 품종 

재배

- 현장사진 등 확인

- 현장 점검

95만 원

/300평

지역별

의무
151 53 135 69 34 34 100

1-4
멸종위기종 서식지 및 수확물 존치로 

먹이 제공

- 활동 전후 사진 등 

기록 확인, 현장 

점검

별도

결정

지역별

의무
107 97 101 103 48 20 129

1-5 [논] 경지 주변 생태둠범 조성

- 활동 전후 사진 등 

기록 확인, 현장 

점검

30만 원

/300평

지역별

의무
104 100 91 113 51

해당

없음
153

2-1
하천변 등 생태 교란 식물 제거, 

정화식물 식재

- 활동 전후 사진 등 

기록 확인, 현장 

점검

1만 원

/시간/인

선택

참여

해당

없음
152 52 66 23 110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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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9>, <표 4-10>, <표 411>은 축산 관련 활동 & 축산 농가 대상 활동에 

대한 농업인 조사 결과로 총 68명이 응답하였음.

○ 토양 및 대기 보전 프로그램과 관련해 지역별 의무 활동 지정에 대하여서는 

‘바이오필터 바이오커튼 설치’는 과반수가 부적절함을, ‘축산악취 저감 제

제 사용’은 과반수가 적절함을 표현함. 지급 단가에 대해서는 ‘바이오필터

바이오커튼 설치’와 ‘축사 이전 폐업 사육두수 감축 지원’에 대해서는 부적

절하다는 의견과 나머지 활동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

지함.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서는 ‘바이오필터 바이오커튼 설치’ 의무 지정

과 단가의 적절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지만 참여 의사가 불참 의

사보다 다소 높음. ‘가축분뇨 저장고 지붕 설치’와 ‘가축분뇨 공동 집하 수

거 자원화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지급 단가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과반수였

으나 불참 의견도 과반수였음. 지급 단가 이외 요소가 참여 의사 결정에 영

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표 4-9>.

○ 농촌 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 프로그램에서는 지역별 의무 지정의 적절함에 

있어서 해당 활동 모두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과반수임. 지급 단가와 관련해

서는 ‘빈집 폐창고 등 정비 또는 철거’, ‘공동공간 화분매개곤출을 위한 식

재’ 활동 지급 단가가 적절하다는 의견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동일하였고,

‘축사 분뇨처리시설 생울타리, 악취 해충 방지 식재’에 대해서는 근소하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더 많음. 그 외 활동에 대해서는 지급 단가가 적절하

다는 의견이 대다수임. 프로그램 참여 의사는 지급 단가의 적절성과 비례해

서 나타났으며, ‘공동공간 화분매개곤충을 위한 식재’만이 지급 단가의 적

절성과 부적절성에 대한 의견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불참의사가 과반수를 

차지함<표 4-10>.

○ 농업유산 및 생태 보전 프로그램에서는 ‘농업유산 지정 계획 영농법 관리

보전’의 의무 지정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전통문화 행사 계승’의 의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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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적절하다는 의견이 과반수임. 지급 단가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활동

과 ‘하천변 등 생태 교란 식물 제거 정화식물 식재’ 활동 지급 단가가 부적

절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임. 프로그램 참여 의사에서도 대다수가 불참을 선

택함<표 4-11>.

○ 결과적으로, 세 가지 모든 유형에 걸쳐서 ‘토양 및 용수, 대기 보전 활동‘에 

대해서는 지역별 의무 지정의 적절성, 지급 단가 적절성에 대한 부정적 의

견과 불참 의사가 높으며, 이에 반해 ‘농촌 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 활동’과 

‘농업유산 및 생태 보전 활동’에 대해서는 의무 지정, 지급 단가, 참여 의사

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음.

- 이런 결과는 영농 활동과 직접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서는 기존 영농법을 

바꿀 의향이 낮은 농입인의 보수적 태도, 활동 난이도에 대한 사전적 인

식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임.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서 ‘토양 및 용수, 대기 보전 활동’에 대한 농업

인의 참여 제고 방안이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초기에는 ‘넓고 얕게' 원칙에 따라서 농업

인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활동부터 사업을 시작하되, 농업환경 및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농업인 인식 전환과 더불어 점차 난도가 높은 환경

보전 활동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별 의무 사항에 대한 의견 차이는 지역별 농가유형별 특성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에 있어서 지역별 의무 

지정에 대한 유연성 확보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임.



<표 4-9> 축산 관련 활동 & 축산 농가 대상: 토양 및 대기 보전 프로그램 수용성(응답 수)

활동 협약 이행 점검 모니터링 방법
지급

단가
유형

의무 지정 적절성 지급 단가 적절성 프로그램 참여 의사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참여 불참

1-1

측벽 환기 팬당 바이오필터 1대, 바

이오커튼 2-3겹 설치(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서 추가 지원 가능)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원 여부

- 현장 점검

시설비,

약품비

18만 원/년

지역별

의무
31 37 30 38 39 29

1-2

미생물 제제 등 축산악취 저감 제제 

사용(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에서 추가 

지원 가능)

- 미생물 제제 공급‧사용 기록 확인

- 현장 점검

살포비

25만 원/년

지역별

의무
45 23 35 33 45 23

1-3
액비저장조, 가축분뇨 임시 저장창고 

등에 지붕 설치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원 여부

- 현장 점검

시설

설치비

선택

참여

해당

없음
39 29 30 38

1-4
기존 지원사업과 연계하여서 가축분뇨 

공동 집하‧수거‧자원화 시설 확충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이행사항 점검

에 준하여서 진행

4천-

9천만 원/개소

공동체

선택 참여

해당

없음
46 22 33 35

1-5

가축분뇨 발생량 감소가 필요한 지역

의 축사 이전, 폐업, 사육두수 감축 

지원

- 축산업 폐업 신고 및 신규 허가‧등록 

여부 확인

- 폐업 전후 사진 확인

- 사료급여일지 등 기록 확인

- 현장 점검

시설물

감정평가금액, 

2년 간

소득손실

보전

선택

참여

해당

없음
31 37 30 38

자료: 연구진 작성.



<표 4-10> 축산 관련 활동 & 축산 농가 대상: 농촌 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 프로그램 수용성(응답 수)

활동
협약 이행 점검

모니터링 방법

지급

단가
유형

의무 지정 적절성 지급 단가 적절성 프로그램 참여 의사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참여 불참

1-1
경관을 훼손하는 빈집, 폐창고 등 정비 

또는 철거

- 활동 전후 사진 

등 확인

- 주기적 현장 점검

철거 340만 원,

수리 150만 원/30평,

1만 원/시간/인

지역별

의무
43 25 34 34 34 34

1-2
경로당‧마을창고 등 공동시설, 

용배수로‧하수구 등 청소 및 관리
- 활동사진 등 확인

1만 원

/시간/인

지역별

의무
52 16 51 17 44 24

1-3
5-10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공동집하장에 배출

- 활동사진 확인

- 운반량‧시기‧횟수 

등 기록 확인

1만 원

/시간/인

지역별

의무
54 14 43 25 40 28

1-4
생활폐기물 공동 수거 및 

공동집하장에 분리배출

- 활동사진 확인

- 운반량‧시기‧횟수 

등 기록 확인

1만 원

/시간/인

지역별

의무
46 22 51 17 39 29

1-5
농업부산물(볏짚, 콩대 등, 토양 환원 

후 잔재량) 공동 분리수거

- 활동사진 확인

- 운반량‧시기‧횟수 

등 기록 확인

1만 원

/시간/인

지역별

의무
46 22 45 23 37 31

1-6

축사 및 분뇨 저장시설에 

생울타리(조경수)‧악취/해충 

방지(잣나무 등) 식재

- 활동기록 확인

- 현장 점검
시설설치비

지역별

의무
37 31 33 35 30 38

2-1
공동공간(마을 길‧제방‧자투리땅 등) 

화분매개곤충을 위한 식재

- 활동기록 확인

- 현장 점검

1만 원

/시간/인

선택

참여

해당

없음
34 34 31 37

자료: 연구진 작성.



<표 4-11> 축산 관련 활동 & 축산 농가 대상: 농업유산 및 생태 보전 프로그램 수용성(응답 수)

활동
협약 이행 점검

모니터링 방법

지급

단가
유형

의무 지정 적절성 지급 단가 적절성 프로그램 참여 의사1)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논

참여

밭

참여

둘 다

불참

1-1
농업유산(예: 하동 전통차, 담양 대나무밭 

등)이거나 지정하려고 하는 영농법 관리‧보전

- 농업유산보전협의회 

조직

- 협의회에서 기록 

관리 및 활동점검

32만 원

/300평

보전협의회

500만 원

지역별

의무
22 46 28 40 7 10 41

1-2
당산제 등 농업 의례, 달집태우기 등 

전통문화 행사 계승

- 활동사진 또는 영상 

점검

100만 원

/행사 수,

1만 원

/시간/인

지역별

의무
36 32 27 41 17 51

2-1
하천변 등 생태 교란 식물 제거, 정화식물 

식재

- 활동 전후 사진 등 

기록 확인, 현장점검

1만 원

/시간/인

선택

참여

해당

없음
23 40 11 8 42

주: 1) 축산농가라도 경종을 함께하는 경우 참여 가능하므로 논과 밭의 참여 의사를 질문함.

자료: 연구진 작성.



<표 4-12> 농업인 참여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 1순위(응답 비율)

구분
농업환경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환경보전 영농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역공동체 내

협의체 마련

지자체 단체장 및

정책 담당자의 의지

지급 단가의

현실적 개선

용수-경종 31% 29% 12% 10% 18%

토양-경종 18% 20% 12% 15% 35%

축산 25% 13% 31% 13% 16%

전체 25% 23% 15% 13% 25%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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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2>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 대한 농업인 참여 제고를 위해서 시

급하게 개선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설문 유형별 응답 비율임.

- 유형별로 개선사항 우선순위가 다름. 경종 농가가 축산 농가보다 해당 

‘토양, 용수 및 대기 보전 활동’에 대해서 지급 단가가 부적절하다는 의

견이 우세하였으나, 지역 구분에 따라서 ‘농업환경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환경보전 영농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많은 곳(용수-경종)과 ‘지급 단가의 현실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많은 곳(토양-경종)이 있어서 지역별로 농업인이 바라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관련 지지 정책 수단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함.

- 축산 농가의 경우 ‘지역공동체 내 협의체 마련’을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음. 이 결과 또한 농가 형태에 따라 농업인이 필요

로 하는 정책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즉, 지역(local) 특성에 기반하고 맥락특이적(context-specific)인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음.

3. 농업인 인식 및 수용성 조사 결과의 시사점

○ 앞서 제시한 보전프로그램(안)의 실제 도입에서 해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

여 본 연구에서 실시한 농업인 인식 및 수용성 조사 결과가 나타내는 시사점

을 정리하고자 함.

○ 참여 지구의 범위 설정에 대한 시사점

- 본 연구의 설문조사 지역은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진행되어 다양한 지

역 범위(마을, 행정리,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유역 단위 등)에 대한 직

접적인 인식 및 수용성 비교는 불가능함.

- 농업인의 수용성 측면에서 본다면 조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농업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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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토양 문제가 시급한 환경 문제로 지적되었으므로 향후 주민 니즈를 

바탕으로 한 농업환경보전 활동 이행에 있어서 토양과 용수 문제 해결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을 예상 가능함.

- 이 경우, 참여 지구 범위 설정에 있어서 단순한 행정 단위보다 토양질과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구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과 같이 개별 농가의 노력으로도 감축 성과가 달성

되는 경우와 다르게, 토양이나 용수의 환경질은 지대의 고저, 토양의 물

리적 특성, 용수 흐름 및 방향 등과 연관되는 점에서 보다 집단화된 접근

이 필요하며, 이것을 지구 설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실제 프로그램 적용에 있어서 토양 및 용수 문제 해결이 우선시되는 지

역에 있어서는 적어도 마을 단위 이상의 집단화된 지구 설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참여 대상자 선정에서의 시사점

- 영농과 관련되지 않은 활동에 대하여서는 비농업인인 주민의 참여도 허

용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설문에서 나타나듯이 동일 지자체 내 농축산업인의 인식이 다양하며, 또

한 현재 마련된 안에 대한 수용성이 프로그램 참여 지구 내 영농인의 최

소 △△%나 주민의 최소 □□% 참여와 같은 의무이행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영농 관련 활동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불참 의사가 높았으므로 최소 참여 

비율을 주민 최소 참여 비율에 비하여 낮게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중장기적으로 기존 보전프로그램 참여 지구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최소 

참여 비율을 높여가는 방안을 고려 가능함.

- 현재 제시된 안에서의 활동별 의무 지정에 대하여 지급 단가와 별개로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인 부분이 존재함. 프로그램 도입 초기에는 이러한 

활동을 중심으로 최소 참여 비율을 지정하는 것이 프로그램 수용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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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음. 이 경우, 지역별 환경 문제의 시급성을 판단하

여 최소 참여 비율이 적용되는 대표 활동을 지역별로 상이하게 설정하는 

것도 고려 가능함.

○ 선택 의무 지정, 개별 공동 활동 유형화 및 난이도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지급 방안에 관한 시사점

- 예산의 한계를 고려할 때 인센티브 지급 단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설정

할 필요가 있음. 현재 단가 설정에는 소득 보전 및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보전이 기준이 되어 있으며, 이것은 정부에서 활동 참여자에게 주

고자 하는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으로 볼 수 있음.

- 현재 이러한 기준으로 산정된 보전프로그램(안)의 인센티브 금액에 대하

여, 영농활동과 관계된 활동에 대하여서는 단가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대

다수로 조사됨.

- 이러한 지급 단가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차이는 농업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현행 및 기준 수준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필요한 것을 시사

함. 현재 농업인을 농업환경의 오염자로 보는 시각과 농업환경보전의 청

지기(steward)로 보는 시각이 혼재하고 있어, 전자의 시각을 가진 그룹은 

규제 등을 통한 농업환경보전의 필요성을, 후자의 시각을 가진 그룹은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한 농업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실정임.

지급 단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조사된 것은 대다수 농업인이 후자의 

그룹에 속해 있음을 의미함.

- 현재로써는 농업환경에 대한 영농활동의 현행 및 기준 수준에 대한 자료

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프로그램 도입 초기 단계에서 농업인과 정부 간 

협상을 통한 지급 단가에 대한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정부에서는 농업환경보전의 편익의 수혜자에 농업인 및 농촌주

민도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안에서 제시한 지급 단가의 적절성과는 별개로, 활동 난이도별로 

차등 단가를 지급하여 농가 수용성을 높이는 것을 고려 가능하며,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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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농가 유형별 수용금액(willingness to accept)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명심할 점은 단순 참여 농가의 수를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

라, 비농업 부문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단가 설정 기준 제시와 농업인 설

득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임.

○ 농업인 및 농촌 주민의 농업환경보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

- 설문조사 결과, 농업인 참여 제고에 있어서 ‘농업환경 중요성에 대한 인

식 제고’와 ‘지급 단가의 현실적 개선’에 대한 의견이 25%로 높게 나타

났으며, ‘환경보전 영농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이 중요하다는 비율이 

23%로 그 뒤를 따름. 특히 축산 농가의 경우에는 ‘지역공동체 내 협의체 

마련’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음(31%).

- 이것은 보전프로그램(안)과는 별개로 농축산업인이 농업환경보전 필요

성에 대한 인식 제고, 관련 활동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교육 프로그램, 농

업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내 협의체 마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

요하다고 인식함을 의미함.

-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비농업계의 농업환경보전에 대한 요구를 인식하

고, 농업인도 농업환경보전의 수혜자라는 점, 또한 환경친화적 영농에 대

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보전프로그램(안)과는 별도로 진행

될 필요가 있음. 또한 설문조사에서 상호준수에 대하여서는 듣지 못했거

나 들은 경험이 있는지 모른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점과 농업인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교육 프로그램 매우 쉬운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야 함

을 알 수 있음.

- 또한 축산업의 경우 지역 내 악취나 양분 문제와 관련하여서 지역 주민

과의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축산 농가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함께 행정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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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 농업의 다원적 기능, 공익적 기능, 공익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개념을 혼재

하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농업 보조의 근거로 활용하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가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기보다 정치적 

논리로 협소하게 활용된 바가 큼.

○ 다양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

며, 이에 따라서 농업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이 중요해짐.

-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에서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

입을 포함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는 농업환경 정책을 친환경농업 육성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환경친화적 활동에 대한 단순 보조금 지

급의 개념이 아니라, 정확한 환경 수준 진단 및 농업인의 능력(capacity)

판단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조합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안)’ 도입에서도 정책 목표 수준 설정, 대상 선

정, 기존 농업환경 정책 수단과의 관계 정립, 도입 시기, 이행평가, 농업

환경지표 및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의 과제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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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경쟁력 제고에서 농업환경보전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아래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함.

-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 계획 중인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과 유사한 사

례로 미국 환경질개선지원제도(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 Program:

EQIP)와 보전책무제도(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CSP), 영국의 

농촌관리(Countryside Stewardshp: CS) 프로그램, 일본형 직접지불추진

교부금(日本型直接支払推進交付金)을 살펴봄.

- 프로그램 도입 초기의 ‘넓고 얇게’ 원칙의 적용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농업인 참여 제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프로그램 대상 중 비농업인인 주민 참여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이 

것은 프로그램의 유연성과도 연결될 것임.

- 농업인 스스로가 지역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농업환경지표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정립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를 구성

하여 프로그램(안)을 마련함.

- 프로그램 활동 안은 토양 용수 대기 경관 및 생활 농업유산 및 생태 영

역으로 크게 나뉨.

- 선택, 의무, 지정 활동과 개별, 공동 활동으로 나눌 수 있음.

- 프로그램의 실제 도입에서는 참여 지구 범위 설정, 참여 대상자 선정, 활

동 목록과 환경 영향에 대한 근거 보완, 활동 유형화 및 난이도에 따른 

실질적인 인센티브 설정, 프로그램 계획부터 수행 이행 평가에 이르기까

지 각 주체의 역할 정립, 이행평가 수단의 비용효과성 분석, 관련 농업환

경 지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협약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 마련, 기존 

정책 사업과의 관계 정립 등이 정책 과제로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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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용 저수지 수질 및 양분수지에 근거하여서 12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농

업인 인식 및 수용성을 조사하였음.

- 농업이 농업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모두 안다고 응답한 

농업인이 가장 많음.

- 농업활동 지역 내 시급한 환경문제로는 농업용수와 토양 문제가 가장 많

이 선택됨.

- 현행 농축산업 활동이 지역 내 환경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

정적 영향으로는 식량 생산, 홍수조절, 지하수 함양, 오염물질 여과, 지역

용수 제공, 기온조절, 농촌다움 형성, 관광 및 여가 기회 제공, 전통가치 

및 유산 전승, 지역공동체 유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인지되고 있음. 단, 기

후 및 대기와 관련하여서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모른다는 의견의 비율

도 높았음.

- 부정적 영향으로는 토양 산성화, 수질오염, 악취 발생, 농자재 폐기물 수

거 미흡을 높은 비율로 선택함.

- 상호준수/상호의무준수에 대하여서는 듣지 못했거나 들은 경험이 있는지 

모른다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향후 상호준수 적용에 있어서 홍보가 필요

함을 시사함.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안)으로 제시된 활동별 농가 수용성에서는 ‘토양 

및 용수, 대기 보전 활동’에 대한 수용성은 낮게 평가되었으며, ‘농촌 경

관 및 생활환경 개선 활동’과 ‘농업유산 및 생태 보전 활동’에 대한 수용

성은 높게 평가됨.

○ 설문조사 결과, 농업인은 ‘토양 및 용수, 대기 보전 활동’보다 정주 여건에 

이른 시일 영향을 주는 ‘농촌 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 활동’과 ‘농업유산 및 

생태 보전 활도’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 의사도 높음.

- 공익적 기능 제고 측면에서 ‘토양 및 용수, 대기 보전 활동’은 매우 중요

하며 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함.

- 기존 지역 개발 사업(예,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등을 참고한다면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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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의 본격적인 도입에 있어서는 농업인 교육, 선진지 견학, 활동 계획 

세우기, 워크숍 등을 통한 농업인 인식 제고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임.

- 또한 농업환경보전 활동과 그 효과가 나타나는 시차를 고려한다면,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 대상 지역의 활동 계획은 다년차 계획(해외 사례를 

본다면 적어도 5년 이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다년차 계획 수립 시, 참여 의사가 높은 활동에서 점차 참여 의사는 낮지

만, 지역 내 농업환경보전 및 개선 목표에 부합하는 ‘토양 및 용수, 대기 

보전 활동’으로 활동을 확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프로그램 도입에 있어서, 지역별 농가별 특성에 맞추어서 유연한 

정책이 되도록 정책 설계가 필요함. 이 경우에는 프로그램 활동 계획 수

립에 있어서 주민의 필요가 반영되도록 프로그램 활동 구성에 유연성을 

둘 필요가 있음.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 과제가 있음을 확인하

였음.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논의는 큰 틀에서의 농업환경 정책 수립 및 지

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음.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현재 농업활동을 통한 농업환경 수준은 기존의 

정책을 통하여서 기준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가정하고, 더 높은 목표 수준까

지 일종의 ‘농업환경 지불금(agri-environmental payment)’이 필요하다는 전

제로 수행되는 정책 수단임.

- 현행 영농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현행 수준)과 농업인의 기준 수준

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이러한 진단 아래 농업환경 지불금 정

책수단 도입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음.

- 현행 수준과 기준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계량화된 통계 지

표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장기적으로 추세를 관찰할 수 있

는 농업환경지표 설정이 중요함.

- 농업환경지표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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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환경부 및 농식품부 등 다양한 중앙부처 관할 아래 존재하는 환

경 정보의 정합성 확보 및 상호보완적 성격을 강화하는 논의에서부터 출

발해야 할 것임.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시작으로, 현황 진단부터 오염자부담원칙 및 

수혜자부담원칙에 입각한 농업환경 정책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함.

- 오염자부담원칙의 경우에는 현행 영농활동이 농업환경 기준 수준에 미

달하여 농업인이 오염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

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함.

- 수혜자부담원칙의 경우에는 현행 영농활동이 이미 기준 수준에 도달하

였으며 농업환경보전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 수

혜자인 국민이 농업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해

석 가능함.

- 기존의 영농활동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농업계뿐만 

아니라 비농업계에서의 환경 요구를 경청하고 농업계에서 수용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역 유형에 관계없이 농업인이 토양 및 용수 문제 해

결에 관심이 있다는 점,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구 선정에서 토양 및 용수 문

제 해결에 알맞은 지역 범주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영농 관련 활동 및 

주민 참여 활동에 대한 최소 참여 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최소 

참여 비율은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점, 지급 단가에 대한 기초 자료가 

부족하므로 실제 프로그램 도입 시 농업인과의 지속적인 단가 협상 및 조정

이 필요한 점, 난이도별 지급 단가 설정에 있어서 농업인의 수용의사금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점, 보전프로그램 외에도 교육 및 지역 협의체 구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점 등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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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활동(안)의 과학적 근거 보완, 참여지구 선정부터 이행평가까지

의 주체별 역할 정립, 이행평가에 대한 비용효과성 분석, 활용 가능한 농업

환경지표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협약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 정의, 기

존 지원 및 보조사업과의 관계 설정 등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많은 과제가 남아 있음.

- 활동(안)의 과학적 근거 보완이나 이행평가에 대한 비용효과성 분석, 활

용가능한 농업환경지표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프로그램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기초 연구로 볼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서는 농촌진흥청, 농어촌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농업환

경지표 개발 및 구축, 관련 비용효과성 분석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 작성

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협약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은 기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 프로그램에

서의 페널티 조항을 참조 가능하며, 협약 불이행에 대한 기준 설정은 초

기 참여 지구에 대하여서는 느슨하게, 재참여 지구에 대하여서는 엄격하

게 적용하는 것을 고려 가능함.

- 기존 지원 및 보조사업과의 관계 설정은 단순하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

에서만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시행 중인 프로그램도 고려 대

상에 넣을 필요가 있으며, 사업 간 조정은 각 사업 담당자 및 관련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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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농업인 인식 수용성 설문조사 예시(경종농가)

ID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농가유형별 수용성 조사-용수/경종

2017121205-0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농업․농촌 정책을 개발하는 국책연구소로서,  농업인 

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상호준수를 기반으로 한 「농업환경보전 프로

그램」을 2018년부터 도입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프로그램 도입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한 

정책 방향을 연구 중이며, 농업인 분들에게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농업 환경 

관련 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조사는 (주)리서치앤리서치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에서 응답해주시는 정보는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

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파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2017. 12 

문의

사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담당자: 임영아 부연구위원 (061-820-2106)

(주)리서치앤리서치(R&R)      

실사담당자 : 조선미 부장 (02-3484-3053)

면접원 기본사항
본 면접 조사는 면접지침

사항 내용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음을 확인 합니다

면접원 성명 :

ID ___________

S/V 확인

_____________

검증원 확인

_____________

에디터확인

___________

응답자 기본 사항 

응답자 성명 연락처(유선) 연락처(핸드폰)

응답자 주소    (         )  시/도  (           ) 시/군/구    (          ) 읍/면

면접 일시    ________월  ________일  _________시

SQ1
귀하께서는 현재 직접
농사를 지으십니까?

1) 그렇다2) 아니다 ☞ 조사 중단

SQ2 거주지

1) 경기 안성시 2) 강원 횡성군 3) 충북 보은군
4) 충북 영동군 5) 전남 광양시 6) 전남 영광군
7) 전남 장성군 8) 전남 진도군 9) 전남 순천시
10) 전남 보성군 11) 경북 영주시 12) 경북 영천시

SQ3
귀하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           ) 세

SQ4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성 2) 여성

SQ5
귀하께서는 농업에 종사하신지 
몇 년 되셨습니까?

(           ) 년

SQ6
귀댁의 연간 소득은 어느 
정도 입니까?

1) 1천만원 미만 2) 1천~2천만 미만 3) 2천~3천만 미만
4) 3천~5천만 미만 5) 5천~7천만 미만 6) 7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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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A. 농업환경 및 상호준수에 대한 인식

Q01. 귀댁의 농사규모(경작면적)은 어떻게 되십니까? 해당되는 것에만 품목명과 재배 면
적을 적어주십시오.(귀댁 토지 소유와 타인 토지 임대를 포함한 경작 총 면적)

구체적 품목 재배 면적 (임대 포함)

1. 논
십만 만 천 백 십 일 평

2. 밭
십만 만 천 백 십 일 평

3. 과수원
십만 만 천 백 십 일 평

※ 농업활동은 농업환경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영농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화학

비료 및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 농자재 및 축산 폐기물 발생 

등의 부정적 영향이 있는 반면, 식량생산, 홍수조절, 지하수 함양, 수질정화, 생태계 유

지, 농촌다움 형성, 관광 기능 활성화, 여가 기회 제공 등 긍정적 영향(공익적 기능)도 

존재합니다.

Q02. 귀하께서는 농업이 농업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공익적 기능)
에 대하여서 알고 계십니까?
1) 모두 알고 있음 2) 부정적 영향만 알고 있음
3) 긍정적 영향만 알고 있음 4) 모두 모름 ☞ Q04번으로 이동

Q03. 현재 농업활동을 하시는 지역(시군구)의 농업(축산 포함)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
각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그 외 의견은 주관식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 부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1) 토양

1) 질소, 인 등 양분과다

2) 토양 산성화

3) 침식 및 표토 유실

4) 생물다양성 감소

5) 그 외 (                       )

1) 식량 생산

2) 토양 미생물 유지

3) 야생동물 서식지 제공

4) 오염물질 여과 기능

5) 그 외 (                       )

(2)
농업

용수

1) 수질 오염

2) 수생태계 파괴

3) 지역내 물부족 심화

4) 하수 수위 저하

5) 그 외 (                       )

1) 홍수조절

2) 지하수 함양

3) 오염물질 여과 기능

4) 지역용수(생활용수, 수질보전용수,

생태계보전용수 등) 제공

5) 그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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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부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3) 대기

1) 온실가스 발생
2) 악취 발생
3) 화분매개곤충(나비, 벌) 수 감소
4) 그 외 (                     )

1) 기온 조절
2) 토지의 산소 고정
3) 그 외 (                     )

(4)

농촌
경관․
농업
유산

1) 농촌 경관 훼손
2) 농자재 폐기물 수거 미흡
3) 유휴지 관리 미흡
4) 그 외 (                     )

1) 농촌다움(rurality) 형성
2) 관광 및 여가 기회 제공
3) 전통가치 및 유산 전승
4) 지역공동체 유지
5) 그 외 (                     )

Q04. 현재 농업활동 지역(시군)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농업환경 부분은 무엇입니까?

1) 토양 2) 농업용수 3) 대기  4) 농촌경관․농업유산  5) 기타(     )

OECD에서는 상호준수 또는 상호의무준수(cross-compliance)를 “농업인이 농업 소득 보조금

을 받기 위하여서 농업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에 대한 다양한 조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정

의합니다.

(예시 1) 영국 농촌관리지원사업의 다년간 준수 사항과 지불 단가(ha 당)

- 꿀벌 및 나비 보호를 위한 야생꽃 지대 유지: 약 7만 4천 원

- 저투입 곡물 생산: 약 38만 7천 원 - 원예 부문 유기농 전환: 약 58만 2천 원

- 겨울철 피복 작물 재배: 약 16만 6천 원 등

(예시 2) 충청남도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 준수 사항과 지불 단가(10a=300평 당)

- 볏짚환원: 6만 원

- 화분매개곤충 작물 재배: 논 35만원, 밭 140만 원, 임야 35만 원

- 논두렁 풀 안베기: 31만 2천 원/다랑이

- 마을경관정비(폐가 및 불량시설 정비, 마을길식재): 6,500원 × 시간 등

Q05. 귀하께서는 상호준수 또는 상호의무준수에 대하여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잘 모르겠음

Q06. 기존에 알고 계시던 지식이나 지금 설명 받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하실 때, 농업환경

보전에 있어서 전국 단위 상호준수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이 경우, 의무 준수 농업인에게 국제 수준에 준하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1) 토양 유실 방지 2) 화학비료․농약 사용 감소3) 토양의 양분관리

4) 지표수․지하수 절약 5) 농업용수 수질관리 6) 안전한 농산물 생산

7) 온실가스 배출 감소 8) 생태계 유지 9) 환경친화적 농업 조성

10) 농촌의 전통가치 및 유산 전승 11) 지역공동체 유지

12) 농가소득 증대 13)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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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B.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참여 의사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환경 보전에 대한 상호의무준수, 즉 농업인의 자발적 
협약과 이행을 바탕으로 그에 상응하는 보상(농가 당 상한선 300만 원) 및 인
프라을 지원하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계획 중입니다. 이제부터 해당 프
로그램(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아래 프로그램 개요을 읽
어보신 뒤 답변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개요>

1. 농업환경보전 범위

   (1) 토양   (2) 물   (3) 대기   (4) 농촌경관․생활환경   (5) 농업유산․생태

2. 활동 보상금 지급 예시  (논 1ha, 밭 0.5ha 재배농가의 경우)

구 분 활 동 지급 단가 해당 활동 
면적

지급액
(만원)

개

별

의무 토양검정 및 비료·가축분뇨 사용량 감축 2만원/300평
논 1.0ha

30
밭 0.5ha

선택 휴경기 녹비작물 재배 및 토양 환원 6만원/300평 밭 0.5ha 30

선택 밭 침사구 조성 5만원/300평 밭 0.5ha 25

의무 농약 사용량 감축 5만원/300평
논 1.0ha

75
밭 0.5ha

의무 제초제 사용 안하기 5만원/300평 논 1.0ha 50

소계 210

공

동

선택 공동공간에 화목 및 초화류 식재
1만원

/시간

- 8시간 8

의무 공동공간 관리 및 청소 - 24시간 24

의무 영농폐기물 공동 분리수거 - 12시간 12

선택 생태교란 식물 제거 - 12시간 12

소계 56

총합 266

※ 이제부터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을 안내드리고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다
음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1) 각 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인프라)은 제공될 예정입니다.
   (예) 공동육묘장․못자리 설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설치 등
(2) 의무 포함 및 지급 단가의 적절성은 활동이 의무사항으로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 지, 지급 

단가가 적절한 지에 대한 의견을 여쭙는 부분입니다.
(3) 프로그램 참여의사 여부: 해당 농지 형태나 참여․불참에 ○로 표시해주세요. 농가 당 상한

선 300만원은 고려하지 않고 응답 부탁드립니다.



Q07. 용수 및 대기 환경보전 프로그램

활동
협약 이행 점검 

모니터링 방법

지급

단가
유형

해당 활동

의무지정 적절성

지급 단가

적절성

프로그램

참여의사

적절
부적

절
적절 부적절

논

참여

밭

참여

둘다

불참

1-1
[논] 하천과 연결되는 논 말단부 

경작 금지

-활동 전후 사진 확인

-현장점검

5만원

/300평

지역별로

의무 참여
1 2 1 2 1

해당

없음
3

1-2
수질기준 초과 저수지, 하천 등 수변 

청소 및 수생식물(부레옥잠) 식재

-활동 기록 확인

-현장점검

종자비,

1만원

/시간/인

지역별로

의무 참여
1 2 1 2 1 참여 3

2-1
[논] 간단관개, 논물 얕게 대기 등 

논 절수관개 실시

-수위 감지센서, 논 물량

계측기 설치 후 모니터링

-물꼬관리대장 기록 확인

9만원

/필지

선택적으로 

참여
해당 없음 1 2 1

해당

없음
3

2-2
[밭] 밭․시설재배 토양 

수분센서․자동관개시스템 또는 

점적관개 시설 설치

-센서 및 시설 설치 여부

-현장 작동 상태 확인

시설

설치비

선택적으로 

참여
해당 없음 1 2

해당

없음
2 3

2-3
[밭] 고랭지나 경사농경지 하단부나 

수계 근처 침사구(물웅덩이) 조성
-주기적 현장점검

5만원

/300평

선택적으로 

참여
해당 없음 1 2

해당

없음
2 3

2-4
가뭄 상습지역 중심 하천․양수장 

주변 등에 공동 밭작물 

육묘장․논작물 못자리 설치․이용

-현장점검

설치비

25만원/

㎡

선택적으로 

참여
해당 없음 1 2 1 2 3

2-5
수질기준 초과 저수지 유입부에 

인공습지, 침강지 등 설치
-주기적 현장점검

시설

설치비

선택적으로 

참여
해당 없음 1 2 1 참여 3

2-6
휴경기 콩과 등 녹비작물 재배 및 

전량 토지 환원
-재배사진 등 확인

6만원

/300평

선택적으로 

참여
해당 없음 1 2 1 2 3

2-7
무경운․부분경운․감소경운 등 

보전경운

-활동사진, 지표면사진 등 

확인

3만원

/300평

선택적으

로 참여
해당 없음 1 2 1 2 3



Q08. 농촌경관․생활환경 개선 프로그램

활동
협약 이행 점검 

모니터링 방법

지급

단가
유형

해당 활동

의무지정 적절성

지급 단가

적절성

프로그램

참여의사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참여 불참

1-1
경관을 훼손하는 빈칩, 폐창고 

등 정비 또는 철거

-활동 전후 사진 등 확인

-주기적 현장점검

철거 340만원

수리 150만원/

30평,

1만원/시간/인

지역별로

의무 참여
1 2 1 2 1 2

1-2
경로당․마을창고 등 공동시설, 

용배수로․하수구 등 청소 및 

관리

-활동사진 등 확인
1만원

/시간/인

지역별로

의무 참여
1 2 1 2 1 2

1-3
5-10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공동집하장에 배출

-활동사진 확인

-운반량․시기․횟수 등 

기록 확인

1만원

/시간/인

지역별로

의무 참여
1 2 1 2 1 2

1-4
생활폐기물 공동 수거 및 

공동집하장에 분리배출

-활동사진 확인

-운반량․시기․횟수 등 

기록 확인

1만원

/시간/인

지역별로

의무 참여
1 2 1 2 1 2

1-5
농업부산물(볏짚, 콩대 등, 토양 

환원 후 잔재량) 공동 분리수거

-활동사진 확인

-운반량․시기․횟수 등 

기록 확인

1만원

/시간/인

지역별로

의무 참여
1 2 1 2 1 2

2-1
공동공간(마을길․제방․자투리땅 

등) 화분매개곤충을 위한 식재

-활동기록 확인

-현장점검

1만원

/시간/인

선택적으로

참여

해당

없음
1 2 1 2



Q09. 농업유산․생태 프로그램

활동
협약 이행 점검 모니터링 

방법

지급

단가
유형

해당 활동

의무지정 적절성

지급 단가

적절성

프로그램

참여의사

적절
부적

절
적절

부적

절

논

참여

밭

참여

둘다

불참

1-1
농업유산(예: 하동 전통차, 담양 

대나무밭 등)이거나 지정하려고 

하는 영농법 관리․보전

-농업유산보전협의회 조직

-협의회에서 기록 관리 및 

활동점검

32만원

/300평

보전협의회

500만원

지역별로

의무 참여
1 2 1 2 1 2 3

1-2
당산제 등 농업의례, 달집태우기 

등 전통문화 행사 계승
-활동사진 또는 영상 점검

100만원

/행사수,

1만원

/시간/인

지역별로

의무 참여
1 2 1 2 1 참여 3

1-3
농진청이 인정하는 재래종․토종 

품종 재배

-현장사진 등 확인

-현장점검

95만원

/300평

지역별로

의무 참여
1 2 1 2 1 2 3

1-4
멸종위기종 서식지 및 수확물 

존치로 먹이 제공

-활동 전후 사진 등 기록 

확인, 현장점검

별도

결정

지역별로

의무 참여
1 2 1 2 1 2 3

1-5 [논] 경지 주변 생태둠범 조성
-활동 전후 사진 등 기록 

확인, 현장점검

30만원

/300평

지역별로

의무 참여
1 2 1 2 1

해당

없음
3

2-1
하천변 등 생태교란 식물 제거, 

정화식물 식재

-활동 전후 사진 등 기록 

확인, 현장점검

1만원

/시간/인

선택적으로

참여

해당

없음
1 2 1 2 3

Q10. 위와 같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서 농업인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개선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순 위  (         )  2 순 위  (         )
1) 농업환경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2) 환경보전 영농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3) 지역공동체 내 협의체 마련
4) 지자체 단체장 및 정책 담당자의 의지 5) 지급 단가의 현실적 개선 6) 기타(                 )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23

참고문헌

강창용·최진용. 2016. �농촌지역 오염원 실태조사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M142.

국토교통부. 2015.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

국회입법조사처. 2014.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NARS 현안보고

서 제253호.

김광남·김미영. 2010. “영국의 농촌경관 정책과 시사점 – 잉글랜드 환경관리제를 중심으

로.” �한국경관학회지� 2(2): 1-19.

김병률.유찬희.임영아.이명기.김덕호.우성휘. 2017.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과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 구축�. P23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상범·김은자·박미정·최진아·임창수·강영은·임승빈·정윤희·최동욱·홍성희·민수희·이보

람. 2013. �농촌의 전통경관 보전 길라잡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발간번호 

11-1390802-000695-01.

김창길·정학균·구자춘·이혜진·김용규. 2016a. �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가치에 대한 경제적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2016-46.

김창길·정학균·임영아·이혜진·김용규. 2016b.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업환경자원 관리 강

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2016-03.

김창길·정학균·임평은·김태훈. 2015. �양분총량제 도입방안 연구�.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발간등록번호 11-1480000-001382-01.

김창길·정학균·문동현·클렘 티스델. 2014.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 연구(2/2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732.

김창길·정학균·김윤형·김종진·문동현 . 2013.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 연구

(1/2차연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708.

김철민 의원실. 2017. “전국 농업용 저수지, 수질오염도 상승.” 보도자료 2017. 10. 19.

김태연. 2017. “유럽 농촌환경관리 정책의 형성과정과 영향: EU와 영국 농촌관리정책의 사

례.” 농정연구센터 세미나 자료. 2017. 10. 24.

김태연·김배성·박재홍·이명헌. 2013. �농업환경 프로그램 도입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2011.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대응 세부추진계획(안)('11~'20).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16. �2016 농업용수 수질실태 일제조사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2017.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 구

성·운영 계획.”



124

농촌진흥청. 2017. “농업기술의 발전과정 및 전망-농업환경분야.” 재인용.

박미정 엮음. 2012. �2012 농촌어메니티 100선(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발간물번

호 11-1390802-000588-01.

서동균·이상용·박평식·조성주·고복남. 2002. �논농업의 환경보전 및 경관가치평가�. 농촌

진흥청 농업경영연구 제68호.

송미령·박경철. 2005. “농촌경관 보전을 위한 정책 동향과 시사점.” �농촌경제� 28(3): 121-137.

송시훈·장미향·김재석·김민수·김보배·곽재윤·박근용·김소희. 2014.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수입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국립환경과학원.

신상철·박효준·전익수. 2014. �농어촌 지역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방안 연구�. 한국환

경정책·평가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4-72-06.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7. �2017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이현주. 2017. “국가중요농업유산제 5년째, 7개 지역 발굴… 보전 지원은 ‘미흡’.” �한국경

제매거진� 제149호(2017년 10월).

일본 농림수산성. 2017a. �日本型直接支払推進交付金実施要綱�.

일본 농림수산성. 2017b. “多面的機能\支払交付金のあらまし”.

일본 농림수산성. 2017c. “中山間地域等直接支払制度: 第4期対策”.

일본 농림수산성. 2017d. “環境保全型農業直接支払交付金: 取組の手引き”.

일본 농림수산성. 2015. �食料·農業·農村基本計劃�.

임정빈. 2014. “2014년 미국 농업법 환경보전정책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세계농업� Vol.

17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형백·이성우. 2004. �농촌사회의 환경과 기능�.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정학균·임영아·김부영. 2016.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11-’20) 중간평가 연구�. 한

국농촌경제연구원 C2016-44.

정학균·김창길·김종진. 2015. “친환경농업 환경보전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평가”. 농촌경제 

38(3): 61-82.

통계청. 2017. 3. 24. “2016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한국환경공단. 2016.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센터 이천시 악취발생원인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도자료 2016. 8. 25.

Curry, Donald., Browing, Helen., Davis, Peter., Ferguson, Iain., Hutton, Deirdre., Julius,

DeAnne., Reynolds, Fiona., Tinsley, Mark., Varney, David., Wynne, Graham. 2002.

FARMING & FOOD – a sustanable future.

Lubben, Bradley and Pease, James. 2014. “Conservation and the Agricultural Act of 2014.”

Choices 29(2): 1-8.



125

NSAC(National Sustainable Agricultural Coalition). 2016. Farmer’s Guide to the

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NSAC(National Sustainable Agricultural Coalition). 2017. 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 2017 CSP Renewals.

OECD. 2001. Improving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Agriculture: Policy Options and

Market Approaches.

OECD. 2010. Guidelines for Cost-effective Agri-environmental Policy Measures. Paris

OECD. 2005. Evaluating Agri-Environmental Policies. Paris

OECD. 1998. Agriculture in a Changing World: Which Policies for Tomorrow? Meeting

of the Committee for Agriculture at the Ministerial level, Press Communiqué.

March 5-6, 1998. Paris.

OECD. 2003. Multifunctionality: The Policy Implications. Paris.

<인터넷 자료>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44>. 접속

일: 2017. 12. 25.

국립환경과학원. 해당 연도. 전국오염원조사 데이터 공개. <http://wems.nier.go.kr/populatio

n.do?method=main_pop&gubun=view&no=1>. 접속일: 2017. 10. 5.

농촌용수종합시스템. “농업수리시설물 목록.” <https://rawris.ekr.or.kr/selectFacList.do>. 접

속일: 2017. 11. 10.

농촌진흥청. “농촌다움자원(농촌어메니티자원).” <http://www.nongsaro.go.kr/portal/ps/psz/p

sza/contentMain.ps?menuId=PS00371>. 접속일: 2017. 10. 30.

흙토람. <http://soil.rda.go.kr/soil/soilact/infoChange.jsp>. 접속일: 2017. 11. 13.

OECD 양분수지 통계. <https://data.oecd.org/agrland/nutrient-balance.htm>. 접속일: 2017.

12. 31.

UK Government. “Countryside Stewardship: statements of priorities.” <https://www.gov.uk/go

vernment/collections/countryside-stewardship-statements-of-priorities>. 접속일: 2017.

11. 22.

USDA/ERS. <https://www.ers.usda.gov>. 접속일: 2017. 11. 15.

USDA/NRCS. <https://www.nrcs.usda.gov>. 접속일: 2017. 11. 15.




	표지
	머리말
	요약
	Abstract
	차례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4. 연구 내용

	제2장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필요성
	1. 공익적 기능의 개념
	2. 농업환경 현황과 관련 정책

	제3장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해외 사례
	1. 미국 농업환경보전 정책
	2. 영국 농업환경보전 정책
	3. 일본 농업환경보전 정책

	제4장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과 농가 수용성 분석
	1.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안)
	2. 농업인의 농업환경 인식 및 프로그램(안)에 대한 수용성
	3. 농업인 인식 및 수용성 조사 결과의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결론
	부록1 농업인 인식 수용성 설문조사 예시 (경종농가)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