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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농촌지역의 오염이 갈수록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자주 거론된다. 자연과 생활

환경, 농업생산환경이 나날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냇가에서 고기를 

잡던 시절은 옛날이 되었으며,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자랑하던 시절도 지나가는 

듯하다. 이제는 국가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순환사회의 실현을 위해 농업과 

농촌정책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농촌에서 나타나는 오염의 종류는 대기·수질·토양오염과 악취 등으로, 정도

의 차이가 있을 뿐 도시와 대동소이하다. 농촌 내 공장과 관광업, 숙박업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촌 생활과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원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다. 이제 지하수조차 오염이 심각하여 거의 모든 

농촌에서 샘물을 더 이상 음용수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이다.

순환사회, 순환농촌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지금 농촌지역의 오염이 어느 상태

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환경이나 사람과 가축에 피해를 주는가

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바탕 아래 대응방안을 강구한다면 매

우 실효적인 정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의 제약 때문에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오염의 

원인과 오염과정, 피해결과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지 못하였다. 대신 현재 농촌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그 원인, 농민들의 생각, 그리고 관련 제도 등

을 간단히 정리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향후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주춧돌이 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향후 많은 관련 연구가 뒤이

어 이루어져 순환사회, 순환농업의 가치실현에 일조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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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배경

○ 친환경적인 순환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농업과 농촌 역시 여기에 부응한 

정책과 대응이 필요함. 그런데 폐기물의 적절한 관리라는 차원에서 여전히 

우리 농업과 농촌에는 비친환경적·비순환적 요소가 적지 않음.

○ 폐비닐과 빈 농약병, 축산분뇨와 다양한 폐농기자재 및 생활 폐기물들의 부

적절한 처리와 관리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한 오염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

만, 이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과 대응방안 강구가 아직은 미흡한 실정임.

○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 아래 1차적으로 농촌의 폐기물 발생과 처리사

항에 대한 지자체, 마을 농가단위의 대응과 문제에 대해 정리하였음. 이 연

구를 바탕으로 세밀하고 광범위한 2차, 3차의 연구가 추진되길 기대함.

연구방법 

○ 농촌지역 오염과 관련된 개념과 법적 의미, 오염과 관련된 법령 등의 내용 

파악을 위해 법과 기존 연구결과를 분석·정리함.

○ 생활폐기물과 영농폐기물, 축산 관련 폐기물 등 다양한 오염원에 대한 개별

적인 관리 상황 파악을 위해 약 20여 개 이상의 관련법을 분석·활용함.

○ 현장 지자체 2곳, 마을 4곳, 3개 도의 마을 대표자 50명에 대한 방문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활용함. 이 과정에서 참고될 만한 사진 자료도 수집·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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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결과와 의의

○ 오염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그리고 소음과 악취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되며, 각각에 대한 오염물질과 규제 기준 등이 다양한 법에 의해 규정

되어 있음.

－관련법에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오염물질과 함유 수준 등을 설정해 놓고 

있지만 그 단위에 문제가 있음. 예컨대 농약의 경우 한 병에 해당하는 유

해물질의 양이, 비료의 경우 공정규격에 의한 유해물질의 양이 표시되어 

있지만 일정한 토지면적에 대한 투입량, 일정한 투하시간 내 사용량 등

에 대한 규제기준은 없음. 사실상 이러한 규정이 더욱 중요함에도 해당 

내용이 아예 없음.

○ 농촌 오염과 관련된 폐기물의 수거와 처리 등은 지방자체단체마다 약간씩 

다른데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평가임.

－일상적인 생활폐기물에 대해 농촌지역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주된 정

책으로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빈용기보증금제

도, 폐기물부담금제도, 폐기물 처리 증명제 등이 있음.

－영농자재 내지는 축산과 관련하여서는 농촌폐비닐 수거처리 정책, 폐농

약용기 수거와 처리 정책, 관련 제도로 농업용 폐비닐의 수거에 자발적 

협약제도,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가 있음. 빈 농약병에 관련하여서는 폐

기물부담금제도, 재활용분담금제도, 농약빈병보증금제도 등이 운용되고 

있음. 축산분뇨의 경우에는 공공처리 혹은 자원화하도록 정책적으로 유

도하고 있음.

○ 농촌지역의 경우 생활쓰레기가 많지 않고 마을별로 수거하기 어렵기 때문

에 면소재지 정도에서 수거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음식물 폐기물도 발생하지만 대부분 자체 처리(퇴비화와 사료화)하고 있

음. 유기성 농산물 자재의 경우에도 포장에서 퇴비화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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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인 폐비닐과 빈 농약병은 상당 부분 환경공단을 통해 처리하

고 있으나, 일부는 방치하거나 무단 배출, 소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음. 빈 

농약병 수거함, 생활쓰레기 분리수거함(망), 옷가지 수거함 등이 설치되

어 있지만 관리가 미흡함.

－일반 각종 생활 쓰레기의 불법적인 소각이 도처에서 이뤄지고 있음. 마

을별로 일정한 적치장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노지에 그냥 배출하는 경우

도 있음.

－축산분뇨는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퇴비화하는 과정에

서 악취와 폐수가 유출되어 민원이 제기될 여지가 있음. 더욱 중요한 것

은 매몰가축 사체의 향후 처리임.

○ 농민 설문조사결과

－오염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도 높은데 이보다 소득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음. 가장 심각한 오염은 지하수 오염이며 이는 비료와 농약의 

과도한 사용, 축산분뇨 및 폐수의 부적절한 관리, 그리고 농민들의 의식

부족과 부적절한 행위, 적절한 처리를 위한 시설 부족 등에 따른 것이라 

보고 있음.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경험도 있는데 축산분뇨와 악취, 폐기물의 무단배

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비료 및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오염도 

지적되고 있음.

－폐기물 처리 수집장이 없는 마을이 60%에 이르고 있으며, 오염의 중요 

요인인 비료와 농약의 표준시비량 기준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이를 지

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환금성 폐영농자재는 고물상이나 관련 기관을 통해 처리되고 있는데 일

부는 소각과 부적절한 배출, 매몰 등이 이뤄지고 있음.

－포장 발생 농산물 잔재는 소각하거나 농지에 환원하고 있으며 볏짚은 사

료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축산과 관련해서는 돈분이 오염의 핵심인데 악취와 분뇨 유출이 적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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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가축사체 매몰에 대한 우려가 많았음.

－농촌 내 비농업적 시설(공장, 관광, 숙박시설 등)로부터의 오염도 문제가 

되고 있었음.

○ 시사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절한 배출이 되도록 수거함과 수집장을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고 순회적으로 잘 관리해야 함.

－농민들의 적절한 처리가 중요함. 마을에 빈 농약병 수거함, 헌옷 수거함,

폐비닐 집하장이 있음에도 분리 배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음. 비료

와 농약이 오염의 주범이라고 말하면서도 표준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

고 있음.

－지역 외 사람들의 무단 배출, 투척 등을 방지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 방법

의 모색도 필요함.

－오염 원인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함. 축산농가의 

경우, 영농폐기물 배출자는 자신들의 폐기물 배출에 책임을 져야 함. 법

적인 범위를 벗어난 농민들의 행위는 규제되어야 함.

－동시에 농촌 부락 폐기물 책임관리제와 인센티브제를 동시에 활용하여 

폐기물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함.

－강제적인 관리, 규제와는 달리 수시로 교육과 홍보, 계도 등을 통해 폐기

물의 최소화와 자원화를 촉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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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Rural Pollution Sources

Background of Research

○ To establish an environment-friendly and circular society,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also need appropriate policies and responses. However, 
in terms of proper waste management, Korea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still have many elements neither eco-friendly nor circular.

○ Plastic waste, empty pesticide bottles, livestock excretions, various agricultural 
input wastes, and domestic waste have been often treated and managed 
improperly, and the pollution situation related to these has worsened. 
Nevertheless, it is pointed out that a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and a search for solutions have been insufficient. 

○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examined the responses and problems of 
local governments and farm household units regarding the creation and 
treatment of rural waste. We expect detailed and extensive research in the 
future based on this study.

Method of Research

○ To grasp relevant concepts, their legal meanings, and the content of 
pollution-related legislations, we analyzed the laws and previous research 
results.

○ We analyzed and utilized over 20 relevant laws to examine the management 
situation of diverse wastes, including domestic, agricultural, and livestock-
related waste, based on individual laws.

○ We conducted visiting research on two local governments, four villages, 
and 50 village representatives in three provinces, and used the results. We 
also collected photographs for reference in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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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Research Results and Their Significance

○ Pollution is classified into various categories including air, water, and soil
pollution, noise, and odor. Diverse relevant laws specify pollutants and con-
trol standards for each pollution.
－Although the related laws specify pollutants and the level of their content

in detail, the units have a problem. For example, the amount of harmful
substances in a pesticide bottle and that in fertilizers based on official
standards are indicated. Nonetheless, there are no control standards for
the amount of input per unit area, the amount us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so on. Even though these regulations are actually more im-
portant, they do not exist at all.

○ Local governments slightly differ in their methods to collect and treat waste
related to rural pollution, and a local government's direct operation is eval-
uated to be the most desirable.
－Policies concerning domestic waste apply to both rural and urban regions.

Major policies include the volume-rate garbage disposal system, the quan-
tity based food waste system, the empty container deposit system, the
waste charge system, and the waste treatment certification system.

－Policies regarding agricultural materials and livestock production are the
rural plastic waste collection and treatment policy, and the empty pesti-
cide container collection and treatment policy. Also, relevant systems are
the voluntary agreement system and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for
collecting agricultural vinyl waste; and the waste charge system, the re-
cycling contribution system, and the empty pesticide bottle deposit system
for empty pesticide bottles. In addition, policies are inducing public treat-
ment of and resource recovery from livestock excretions.

○ In rural areas, domestic waste is small and difficult to be collected in each
village. Therefore, the seat of a township office often collects and treats it.
－Rural regions mostly make compost and feed by utilizing food waste, and

compost by using organic farm materials in fields.
－Although a considerable amount of plastic waste and empty pesticide bot-

tles are treated through the Environment Corporation, some of them are
neglected, illegally dumped, or incinerated. Even though there are emp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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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sticide bottle collection units, recycling bins for domestic waste, cloth-
ing collection units, they are not managed well.

－A variety of domestic wastes are incinerated illegally in many places. 
Even though some villages have dumps, there are cases of inappropriate 
dumping.

－Livestock excretions are treated individually. Civil complaints can be 
filed in the individual process of making compost with them due to dis-
charged waste water and foul smells. Also, the treatment of buried car-
casses is more important.

○ Farmer survey results
－Farmers had much interest in pollution, but they considered the issue of 

income more important. Underground water pollution is the most serious 
pollution, and they think that reasons for it include the excessive use of 
fertilizers and pesticides, the improper management of livestock excreta 
and waste water, farmers' lack of awareness and inappropriate behavior, 
and insufficient treatment facilities.

－Farmers experienced damage due to pollution. They pointed out livestock 
excretions and their foul smells, environmental pollution due to illegally 
discharged waste, and pollution due to the improper use of fertilizers and 
pesticides. 

－Sixty percent of villages lacked collection places for waste treatment. 
Farmers showed high awareness of the standard amount of fertilizers and 
pesticides, major factors in pollution, but the proportion of farmers who 
complied with the standard was relatively low.

－Although agricultural wastes that can be converted into money are treat-
ed through junk shops or relevant institutions, some wastes are in-
cinerated, improperly dumped or buried.

－The remaining agricultural products in fields are incinerated or returned 
to farmland, and rice straw is mostly recycled as feed.

－Pig dropping is the core of pollution, and complaints about the odor and 
discharged excrements are being made. Additionally, there was much 
concern over burying livestock carcasses.

－Another problem is pollution from non-agricultural facilities (factories, 
tourism facilities, accommodations, and so on) in rur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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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nificance
－Local governments must install collection units and collection places at 

proper sites, and circular management is necessary.  
－Farmers' appropriate disposal is important. Despite an empty pesticide 

bottle collection unit, a clothing collection unit, and a plastic waste col-
lection place in the village, there are many cases that farmers do not sep-
arate waste. They say that fertilizers and pesticides are the main causes 
of pollution, but are not complying with the standards for use.

－ It is needed to seek ways to prevent or trace non-locals' illegal dumping. 
－The polluter pays principle should be observed. Livestock farmers who 

produce agricultural waste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producing the 
waste. It is necessary to regulate farmers' behavior beyond the legal 
limit.

－ It is required to manage waste properly by utilizing the waste manage-
ment system in rural villages and the incentive system at the same time.

－ It is needed to promote the minimization of and resource recovery from 
waste through frequent education, promotion, and guidance, different 
from compulsory control and regulation.

Researchers: Kang Changyong and Choe Jinyong
Research period: 2016. 3. ~ 2016. 8.
E-mail address: cykang@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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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1. 조사 시의성과 배경

○ 농촌지역에서 사람들의 활동영역은, 농촌지역 공업단지 내 활동과 그로 인

한 재화와 용역 등에 대한 것을 제외하면, 크게 농업 생산 활동영역과 농촌 

생활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러한 각각의 활동은 다양한 재화와 용역,

자원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다양한 폐기물이 발

생하게 됨.

○ 농촌지역 활동과 관련하여 크게 3가지 분야로 오염(피해까지를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고려)의 발생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일반적인 생활로

부터 발생되는 오염, 둘째는 농업 투입재로부터 야기되는 오염, 셋째는 농

산물 생산과정으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오염임.

－생활 오염: 농촌 거주민들의 의식주 생활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음식물쓰

레기와 각종 폐생활용품인 비닐, 플라스틱봉지, 폐가전제품과 포장재 등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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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투입재 오염: 각종 영농자재의 사용과정과 사용 후에 발생하게 됨.

사용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은 농약과 비료로부터의 토양오염과 수질오염

이 있음. 사용 후 발생되는 것으로는 각종 폐비닐과 봉지, 폐포장재와 용

기, 사용한 포트, 폐시설기자재, 버섯폐지 등 매우 다양함. 사실상 그 종

류와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임.

－농산물 생산과정 오염: 축산분뇨가 대표적임.

○ 농촌지역에는 매우 다양한 오염원이 있으나 이들의 종류와 발생량, 인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또는 정리에서는 일부 대규모 

발생분야인 축산분뇨와 비닐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봄.

－화학비료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염류집적과 수질오염, 농약의 오남용에 

따른 인축의 피해, 잔류농약의 부적절한 관리와 오용으로 인한 사고 발

생, 폐농기계의 방치로 인한 인축 위해와 토양오염, 폐비닐 농지 방치에 

따른 농경지 훼손 등 그 원인과 피해 내지 오염의 내용은 매우 다양함.

－일부, 비록 그 발생량이 적고 인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는 하

지만 최소한 그 내용과 영향, 현장의 상황에 대한 정리조차 없어서 향후 

관련된 미래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순환사회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

음. 환언하면 이들에 관련된 기초적인 정보가 수집되고 정리되어야 하는

데 아직까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고 있을 즈음, ‘KREI 2016 업무보고’ 시 

원장의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응한 최소한의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는 관련 

연구진들의 판단에 의해 이 연구를 수시과제로 수행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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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

○ 친환경적이고 순환적인 사회구축이라는 미래지향사회 가치를 성취하기 위

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적되는 각종 오염(피해)원의 파악과 오염원이 미

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동일한 차원에서 농촌과 농업의 순환적 변화가 매우 중요함. 농업이 자연친

화적이라고 하지만 일면 자연 비친환경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이 부분에 대

한 노출과 정리를 그동안 기피하여 왔음.

－하지만 안전성과 자연 친화성, 순환성이 강조되는 미래사회에서는 이러

한 부분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초적인 정

보의 수집과 정리가 중요함. 이러한 인식이 이 연구를 하게 된 가장 중요

한 이유라 할 것임.

3. 연구 목적과 내용, 방법

3.1. 연구 목적

○ 농촌지역 오염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오염원을 세분한 다음 이에 대

한 부적절한 관리 혹은 처분에 따른 발생이 가능한 문제를 규범적·이론적으

로 정리함. 그런 다음 현장에서 이들의 상황에 대해 실태를 조사함.

－이러한 조사와 정리를 통해 종합된 결과는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 기초

적인 자료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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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내용

○ 농촌 오염원의 종류와 내용

－오염의 개념 

－농촌 오염의 종류와 관련 요인 

○ 농촌 폐기물 처리정책

－생활폐기물의 처리 

－농자재(비닐과 빈농약병) 처리 

－가축분뇨 처리

○ 농촌 오염원 처리 실태

－지자체 농촌 폐기물 처리 

－마을 생활오염원 처리 

－영농폐기물 오염원 처리 

－축산 오염원과 처리 

－오염 관련 농민조사결과 

3.3. 연구 방법

○ 기존 연구자료 활용

－관련된 기초적인 개념은 기존 연구결과와 법령의 분석을 통해 정리함.

생활폐기물의 최종 처리 책임자는 기초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기초자치

단체와 관련된 조례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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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실태 조사

－농촌현장 조사: 지자체 2곳, 마을 4곳, 농가 50호

Ÿ 지자체의 경우 시·군 통합 나주시와 순수 평야지인 경남 고령군을 선

정, 조사함. 관련된 조례에 관해 여러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다른 지자

체들도 유사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었음. 다만 조사대상 2개 지자체

는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보내와 선정하게 되었음.

Ÿ 마을은 3개 도에서 무작위로 선발하였으며 응답자들은 대부분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들임. 마을당 1명이지만 실제로는 50개 마을의 상황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음. 이 조사는 본 연구진이 작성한 조사표를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 조사토록 하였음.

－농촌지역 관련 기관(한국환경공단, 유기비료회사, 폐기물 수집상 등)과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담당 관리자와 면담하고 그 결과를 연구에 참고함.

3.4. 기대 효과

○ 농촌지역 내 오염원과 그 성격 이해도 제고

○ 오염원별 대응책 마련 기초자료 제공





제2 장

농촌 오염원의 종류와 내용

1. 오염의 개념

1.1. 일반적 의미

○ 간호학대사전1에 의하면, 오염이란 “인간의 생활이나 활동 등에 수반해서 

생기는 매연, 오수, 폐기물 등의 유해물질이 인공적으로 대기(대기오염), 물

(수질오염), 토양(토양오염) 등에 섞여 그 양·농도 및 지속시간이 대다수에

게 불쾌감을 주거나, 광범위에 걸쳐 건강상의 위해를 미치거나, 인간을 비

롯한 동식물의 생활을 방해하는 상태를 말한다.”로 되어 있음.

○ 화학용어사전2에 의할 경우, 오염을 의미하는 contamination과 pollution을 

1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85003&cid=50330&categoryId=

50330: 2016. 4. 11.).
2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08158&cid=42420&categoryId=

42420: 2016.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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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음.

－Contamination: 우리의 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오염을 의미하는 용어

로 사용됨. 예를 들면 미생물이나 방사성 물질 등에 의해 인체, 의류, 기

기장치, 실험실 등이 더러워질 경우 시각을 이용해서 확인하기가 거의 

어려운 상태를 의미함.

－Pollution: 일반적으로 인간의 행위에 의해 좋지 않은 상황(태)으로 변화 

시키는 것을 의미함. 물론 자연적인 현상이나 작용으로 인해 더러워지거

나 나쁜 상황(태)으로 되는 것 역시 오염으로 보기도 함. 우리의 오감으

로 확인이 가능함.

○ 오염은 모든 환경과 결부된 개념으로서 우리가 좋지 않다거나 유해하다고 

여기는 상황과 연관되어 있음. 따라서 시대적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

즉 사회적 내지는 과학적 판단기준에 따라 오염일 수도, 어떤 경우 오염이 

아닐 수도 있음. 예컨대 풍기문란의 시대적 기준 차이와 이를 적용한 오염 

여부의 판단이 가장 좋은 예가 될 것임.

○ 어떠한 기준에 의하든, 오염은 그 시대에 일반적으로 좋지 않다고 여기는 

상황이나 상태를 의미하며 그 영역은 자연과 인간 생활에 걸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음. 우리를 둘러싼 유 무형의 모든 것들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폐기물에 한정해서 볼 경우, 즉 폐기물 관련 오염을 이야기하는 경우

는 대체로 환경오염을 의미하며, 주로 대기와 수질, 소음과 진동, 토양과 농

작물 등의 오염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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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정책기본법 상 의미

○ 국내 법 가운데 ‘오염’이 가장 잘 정리되어 있고, 오염에 관한 관리제도와 

정책의 중심이 되는 법은 환경정책기본법 임. 특히 환경오염에 대한 정의

와 관련 주체, 개선 등에 대해 해야 할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음.

○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정의)에 따르면, 환경은 아래 <표 2-1>과 같이 구

분·정의되어 있음.

표 2-1. 환경의 분류와 정의

구분 자연환경 생활환경

의미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

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

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등 사람

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

○ 환경정책기본법 에 의하면, 환경오염을 매우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

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

해를 주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음.

－환경오염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

물의 남획(濫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

을 주는 상태”라고 명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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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염의 종류와 관련 요인

2.1. 오염종류와 관련법

○ 농업과 농촌에 관련된 오염의 종류와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주된 오염과 원

인을 보면 아래의 <표 2-2>와 같음. 오염의 종류가 구분은 되어있지만 어떤 

경우는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오염원이 있으며, 동시에 관련법이 서로 

얽혀 있음.

표 2-2. 주된 오염종류와 관련법, 오염물질

구 분 관련법과 조례 오염물질

대기오염

법: 대기환경보존법

조례: 대기환경개선과 오염물질 배출기준,
자동차 공회전과 배출가스 검사, 미세먼
지, 대기 및 수질 환경보전 관련 조례

일산화탄소 등 61종 대기오염

물질과 시안화수소 등 35종 특
정 대기유해물질, 이외 분진 등

수질오염

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수생태계법, 구: 수질환경보호법)
조례: 폐수종말 처리장과 낚시 구역 제한

등에 관한 조례

구리와 그 화합물 등 53종 수
질오염물질, 6가크롬 화합물
28종 특정 수질유해물질

법: 수도법, 화학물질관리법, 농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유해물질, 노약, 폐기물, 오수·
분뇨, 가축분뇨

법: 하수도법, 비료관리법 8개 중금속 기준, 유기물질 등

법: 지하수법

규칙: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

토양오염
토양환경보전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잔류
성 오염물질 관리법

22개 토양오염물질, 24개 잔류
성 오염물질, 비료농약 과용,

폐기물 방치와 매립 등

악취 악취관리법 22개 지정 악취물질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 생활쓰레기, 지정폐기물 등

기 타
자연환경보전법, 환경피해배상책임 및 구
제에 관한 법률, 환경환경공단법 등

환경 관련 규제,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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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대기환경보전법 상 대기오염물질(시행령, 별표)

1. 입자상물질, 2. 브롬 및 그 화합물, 3.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4. 바나듐 및 그 

화합물, 5. 망간화합물, 6. 철 및 그 화합물, 7. 아연 및 그 화합물, 8. 셀렌 및 그 

화합물, 9. 안티몬 및 그 화합물, 10. 주석 및 그 화합물, 11. 텔루륨 및 그 화합물,

12. 바륨 및 그 화합물, 13. 일산화탄소, 14. 암모니아, 15. 질소산화물, 16. 황산화

물, 17. 황화수소, 18. 황화메틸, 19. 이황화메틸, 20. 메르캅탄류, 21. 아민류, 22. 

사염화탄소, 23. 이황화탄소, 24. 탄화수소, 25. 인 및 그 화합물, 26. 붕소화합물,

27. 아닐린, 28. 벤젠, 29. 스틸렌, 30. 아크롤레인, 3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32. 

시안화물(시안화수소), 33. 납 및 그 화합물, 34. 크롬 및 그 화합물, 35. 비소 및 그 

화합물, 36. 수은 및 그 화합물, 37. 구리 및 그 화합물, 38. 염소 및 그 화합물(염화

수소), 39. 불소화물, 40. 석면, 41. 니켈 및 그 화합물, 42. 염화비닐, 43. 다이옥신, 

44. 페놀 및 그 화합물, 45. 베릴륨 및 그 화합물, 46. 프로필렌옥사이드, 47. 폴리염

화비페닐, 48. 클로로포름, 49. 포름알데히드, 50. 아세트알데히드, 51. 벤지딘, 52. 

1,3-부타디엔, 53.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54. 에틸렌옥사이드, 55. 디클로로메탄, 

56. 테트라클로로에틸렌, 57. 1,2-디클로로에탄, 58. 에틸벤젠, 59. 트리클로로에틸

렌, 60. 아크릴로니트릴,  61. 히드라진

주: 고딕은 특정대기유해물질임, ( )는 시행규칙 별표에 기재된 물질임.

2.2. 관련법 내 규정된 주요 오염물질(행위)

2.2.1. 대기오염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오염물질

○ 법 제2조: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도 같은 조에 정리되어 있음.

－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

적인 측정이나 감시·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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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

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한다.”<표 2-3>

○ 법 제 16조(배출허용기준)에 의하면, 정부(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

－특별히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환경규제

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음.

○ 환경부 장관은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

별법 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함.3

－만약 대기오염 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과 재산, 동식물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

지역 가운데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 해당 구역의 사업장

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음.

○ 시장 및 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

수하게 됨.

3 법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제22조(총량규제), 제35조(배출

부과금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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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은 기본부과금(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

과하는 금액)과 초과부과금(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대

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구성됨.

2.2.2. 수질오염(토양도 동시에 오염될 수 있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약칭: 수질수생태계법) 상의 오염물질

○ 오염원의 종류

－수질수생태계법 2조(정의)에 의하면, “점오염원”(點汚染源)이란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비점오염원”(非點汚染

源)이란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을 의미함.

－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

산물양식시설, 골프장,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농축수산물 단

순가공시설, 사진 처리 또는 X-Ray 시설,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

경점과 복합물류터미널 시설을 의미함(시행규칙, 별표 1).

○ 수질 오염물질의 종류(법 2조)

－ “수질오염물질”은 환경부령으로 정해져 있는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이며, 이 가운데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은 특별히 “특정수

질유해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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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수질수생태계법 상 수질오염물질(시행령, 별표)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니켈과 그 화합물, 4. 총 대장균군, 5.

망간과 그 화합물, 6. 바륨화합물, 7. 부유물질, 8. 브롬화합물, 9. 비소와 그 화합

물, 10. 산과 알칼리류, 11. 색소, 12. 세제류,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수은과 

그 화합물, 15. 시안화합물, 16. 아연과 그 화합물, 17. 염소화합물, 18. 유기물질,

19. 유기용제류, 20. 유류(동·식물성을 포함한다), 21. 인화합물, 22. 주석과 그 화

합물, 23. 질소화합물, 24. 철과 그 화합물, 25. 카드뮴과 그 화합물, 26. 크롬과 그 

화합물, 27. 불소화합물, 28. 페놀류, 29. 황과 그 화합물, 30. 유기인 화합물, 31. 

6가크롬 화합물, 3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3. 트리클로로에틸렌, 34. 폴리클로리네

이티드바이페닐, 35. 벤젠, 36. 사염화탄소, 37. 디클로로메탄, 38. 1, 1-디클로로에

틸렌, 39. 1, 2-디클로로에탄, 40. 클로로포름, 41. 생태독성물질(물벼룩에 대한 독

성을 나타내는 물질만 해당한다), 42. 1,4-다이옥산 , 43.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P), 44. 염화비닐, 45. 아크릴로니트릴, 46. 브로모포름, 47. 퍼클로레이트,

48. 아크릴아미드, 49. 나프탈렌, 50. 폼알데하이드, 51. 에피클로로하이드린, 52.

톨루엔, 53. 자일렌

주: 고딕은 특정수질유해물질임. ( )는 시행규칙 별표에 기재된 물질임.

 수도법

○ 수도법 의 목적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

선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음용수에 유해한 물질이나 행위는 금지,

관리한다는 것이 중요한 법의 내용임.

○ 특히 환경부 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내지 변경할 수 있는데(제7조), 이 경

우 아래와 같은 법에 의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

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

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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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

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

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 개별법산 규제 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

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

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제2조;

2. “유독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허가물질”이란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 장

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

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

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

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6.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

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

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16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제2조;

1. “농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

(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

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

나. 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제2조;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

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

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제2조;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

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

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축분뇨

제2조;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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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금지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의(시행령 12조)되어 있는데,

－1.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2. 수영·목욕·세탁·선박운항(수질정화활동,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운항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3.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4.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는 제외한다. 5. 자동차

를 세차하는 행위, 6.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

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수

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

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함.4

○ 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 즉 수도사업자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그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

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이익을 얻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함(법 제11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

국수자원공사가 설치·관리하는,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

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시설로서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함(시행령 제22조).

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

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

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경우 그에 따라 농

약을 사용하는 때에는 제1항제6호 단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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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법

○ 하수도법 의 목적(제1조)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

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에 있음.

－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

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제2조 1)

－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

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제2조 2)

 지하수법

○ 지하수법 의 목적(제1조)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이용을 도모하고 지하

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음.

 비료관리법

○ 비료관리법 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需給)과 가격 안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

○ “비료”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 그 밖에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개량용 자재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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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는 보통비료와 부산물 비료로 양분되는데, 각각의 공정규격이 있

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규격을 정함. 이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료에 대하여 주성분의 최소량, 비료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

대량, 주성분의 효능 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과 유통기한 등

이 포함됨.

○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농촌진흥청고시 제2015-21호, 2015. 8. 24.)에

는 비료를 보통비료 부산물 비료로 구분한 다음 비료별로 함유해서는 안 되

는 유해성분의 최대량을 정해 놓고 있음. 아래의 <표 2-5>에는 여러 비료 

가운데 하나의 비종을 예로 든 유해성분 최대량이 제시되어 있음.

표 2-5. 미량요소비료 중 미량요소복합비료 공정규격(예시)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4.

미량요소복합

<2009. 10. 1.>

다음성분별함량

중 2종 이상을

수용성으로보증

붕 소: 0.05

구 리: 0.05

철: 0.1

망 간: 0.1

몰리브덴:0.0005

아 연: 0.05

함유 주성분의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2

니 켈: 0.01

크 롬: 0.1

티 탄: 0.04

아질산: 0.04

아황산: 0.01

카드뮴: 0.00018

1. 성분함유량 각각을 보증

2. 시비방법(엽면, 토양 등)표시

<1996. 1. 10.>

3. 삭제<2014. 7. 1.>

4.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1회

이상 재배시험(비효 및 비해)

결과에따라등록<2000. 4. 10.,

2013. 2. 14.>

5. 주성분이 아닌 보조제를 제

품명으로 표기할 수 없다.

<2000.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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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표 2-6>에는 퇴비의 이화학적 성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중금속의 

최대 허용치가 제시되어 있음.

표 2-6. 퇴비원료 중 사전분석 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요령(지정기준)

성분명 규격 성분 규격

1. 유기물 12% 이상 라. 카드뮴 5mg/kg 이하

2. 수분 85% 이하 마. 크롬 200mg/kg 이하

3. 건물 중에 대하여 바. 구리 360mg/kg 이하

가. 비소 45mg/kg 이하 사. 아연 900mg/kg 이하

나. 수은 2mg/kg 이하 아. 니켈 45mg/kg 이하

다. 납 130mg/kg 이하 차. 알루미늄 1.5% dlgk 이하

주: 이화학적 성분분석 성적은 위의 규격에 적합해야 함. 기타 국립농업과학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성분은 식물 및 토양에 위해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임.

○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제6조, 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1.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의 “농약”에 해당되는 물질 또는 이들 물질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다만,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비료·농약 혼

합제는 해당 농약성분, 미생물농약은 토양미생물제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상토1호 및 상토2호에서 원료로 정한 농약은 상토1호 및 상

토2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병해충 또는 이들 병해충이 함

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3.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별표 3에서 정하는 도축이 금지

된 가축과 그 가축의 사체·축산물 및 부산물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66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

하는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 의 1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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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 별표 13에서 

정하는 특례지역 기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

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있는 물 

6.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하수 중 같은 법 제7조 및 시행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별표 1에서 정하는 방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하수

7. 석면이 함유된 원료. 다만 제조공정 특성상 제품에 석면이 함유될 가능

성이 없는 비료의 경우에는 제외함.

8. 음식물류폐기물, 폐수처리오니. 다만, 별표 5에서 사용가능한 원료로 정

한 비료의 종류에는 사용할 수 있음.

② 제3조제7항 및 제4조제7항에서 정하는 비료의 원료는 별표 5와 같음.

③ 제2항 중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하여는 국립농업과학

원장에게 사용 전에 지정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요령은 별표 

6과 같음.

④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비료제품 중 분상을 입상으로 제조

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료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안전성이 확보

된 조립제를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제2조제2항제2호 유기질비료의 경우

에는 당밀 또는 전분에 한하여 조립제로 사용할 수 있음.

⑤ 이 고시에서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가축을 말함. 다

만, 제1항제3호는 제외함.

○ 비료원료 가운데 중금속 위해성 기준은 아래 <표 2-7>과 같이 별도로 만들

어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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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보통비료중유기질비료및부산물비료와그원료에대한중금속의위해성기준

1. 비료

종류 중금속 함유할 수 있는 허용량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

(중금속 함유량이 적어 비료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이 공정규격에 정해져

있지 않은 토양미생물제제 등의

비료는 제외한다)

크롬 300㎎/㎏

납 150㎎/㎏

카드뮴 5㎎/㎏

수은 2㎎/㎏

비소 50㎎/㎏

구리 300㎎/㎏

아연 900㎎/㎏

니켈 50㎎/㎏

2. 원료

원료명 중금속 함유할 수 있는 허용량

피혁 크롬 질소함유율 1%당 0.3% 이하

○ 한편 농업환경 보호 및 비료 개발(법 제6조)에 관련하여 정부는 농업환경 

및 토양을 보호하고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별·작물별 

비료의 개발 촉진과 품질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행령(제8조) 우량비료 개발촉진 조항에 정리

되어 있음.

－이 조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새로 개발된 비료나 품질이 

개선된 비료가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와 농업 생산성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그 비료를 

우량비료로 지정·고시하여야 함.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 우량비료의 인정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 비료로 인한 별도의 피해에 대한 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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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 법 제6조(환경친화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등)에는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

정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일정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해당된 사항은 아래와 같음.

1. 환경친화축산농장의 환경 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

2. 자연친화형 축사의 조성에 필요한 조경 및 환경친화적 축산자재 등의 지원

○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제7조),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환경친화축산

농장의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을 한 농장일 것

2.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농장일 것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농장일 것

4. 그 밖에 축산농장을 운영함에 있어 가축관리, 환경보전 또는 악취 저감 

관리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5에 맞는 

농장일 것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危害)

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그 물질로부터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정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이

하 “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및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받기를 원하

는 자(제2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준수 여부를 심

사하여 해당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을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 또

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5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 [시행 2013. 10. 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41호,

2013. 10. 7., 일부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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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토양오염(수질도 동시에 오염될 수 있음)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 (친환경농업육성법)

○ 목적: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

○ “친환경농어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 부산

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

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함

(제2조 1).

○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은, 유기농수산물, 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

하 “무농약농수산물등”이라 한다)을 의미함(제2조 2).

○ “유기식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 중에

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

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함(제2조 4).

○ “유기농어업자재”란 유기농수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

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함

(제2조 6).

－ “허용물질”이란 유기식품 등, 무농약농수산물 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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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와 제16조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 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양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2. 토양오염의 현황, 진행상황 및 장래예측

3. 토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4. 토양정화 및 정화된 토양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토양정화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토양정화를 위한 기술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농

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함(제2조 7).

○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가축분뇨, 폐농어업자재 및 폐수 

등 농어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

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가축분뇨

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폐농어업자재의 투기(投棄) 방지 및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제9조,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농어업 용수, 대기 등 농어업 자원을 보

전하고 토양 개량, 수질 개선 등 농어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

량, 농어업 용수 오염 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제10조, 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이를 시책으로 추

진할 때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와 제16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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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토양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물·식

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토양오염의 기준(이

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

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

른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

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

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토양환경보존법

○ 목적: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

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

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

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

－ “토양정화”란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

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

하는 것을 말함.

－이 법의 적용 제외 항이 있는데(제3조, 적용 제외) 첫째, 방사성물질에 의

한 토양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둘째, 오염된 농지



27

를 농지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사업으로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

15조의3 및 제15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함.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됨(제2조, 정의).

1.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함.

2. “토양오염물질”이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것을 말함.

표 2-8. 토양오염물질(제1조의2 관련, 시행규칙 별표 1)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구리 및 그 화합물, 3. 비소 및 그 화합물, 4. 수

은 및 그 화합물, 5. 납 및 그 화합물, 6. 6가크롬화합물, 7. 아연 및 그 화합

물, 8. 니켈 및 그 화합물, 9. 불소화합물, 10. 유기인화합물, 11. 폴리클로리

네이티드비페닐, 12. 시안화합물, 13. 페놀류, 14. 벤젠, 15. 톨루엔, 16. 에틸

벤젠, 17. 크실렌, 18. 석유계총탄화수소, 19. 트리클로로에틸렌, 20. 테트라

클로로에틸렌, 21. 벤조(a)피렌, 22. 기타 위 물질과 유사한 토양오염물질로서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 장관

이 고시하는 물질

○ 법에는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제4조의2)이 있는데,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

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

이라 한다)은 아래 <표 2-9>와 같이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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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토양오염 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시행규칙 별표 3)

(단위: ㎎/㎏)

물질 1지역 2지역 3지역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안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벤조(a)피렌

4

150

25

4

200

5

300

100

400

10

1

2

4

1

20

50

15

500

8

4

0.7

10

500

50

10

400

15

600

200

400

10

4

2

4

1

20

50

15

800

8

4

2

60

2,000

200

20

700

40

2,000

500

800

30

12

120

20

3

60

340

45

2,000

40

25

7

주 1) 1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

장용지·광천지·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

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

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 2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목이 임야·염전·대(1

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

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잡종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 3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주차

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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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마목

까지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부지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취득한 토

지를 반환하거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반

환공여구역의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반환 후 용도에 따

른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5) 벤조(a)피렌 항목은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받침목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

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 오염된 토양이 발생한 경우 오염토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여야 함(제15조의3, 오염토양의 정화).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하는데, 다만, 유기용제류(有機溶劑

類)에 의한 오염토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오염

토양은 정화책임자가 직접 정화할 수 있음.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시행령, 제10조)

① 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법 제15조의3제1항)은 법 제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으로 함.

② 오염토양의 정화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음. 세부적인 사항은 환

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1. 미생물이나 식물을 이용한 오염물질의 분해·흡수 등 생물학적 처리

2. 오염물질의 차단·분리추출·세척처리 등 물리·화학적 처리

3. 오염물질의 소각·분해 등 열적 처리

2.2.4. 폐기물과 보상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 (약칭: 잔류성물질법, 시행미정, 2016. 4. 현재)

○ 이 법은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6 및 수은에 관한 미

6 2007년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도 ‘스톡홀름

협약'에 가입했음. 스톡홀름 협약은 2001년 5월 협약으로 공식 채택되고, 2004년 5

월 프랑스가 50번째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서 발효한 협약임. 2007년 2월 현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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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드린(Adrin)

2. 엔드린(Endrin)

3. 디엘드린(Dieldrin)

4. 톡사펜(Toxaphene)

5. 클로르데인(Chlordane)

6. 헵타클로르(Heptachlor)

7. 미렉스(Mirex)

8. 헥사클로르벤젠(Hexachlorobenzene)

9.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10. 디디티(1.1.1-trichloro-2.2-bis(4-chlorophenyl)ethane, DDT)

나마타협약 7의 시행을 위하여 두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이옥신, 수은 및 수

은화합물 등 잔류성 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잔류

성 오염물질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

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목적).

○ 용어의 정의(제2조 정의)

1. “잔류성오염물질”이란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

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표 2-10. 잔류성오염물질(제2조 관련, 시행령 별표 1)

나라를 비롯 138개국이 가입하고 있음.
7 수은은 ‘미나마타 병’으로 알려진 심각한 질환을 유발시키며 기체 상태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국제적인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2009년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협약 제정을 결정한 이후 수년간 논의를 거쳐 

2013년 10월 일본에서 협약이 채택되었고 우리는 2014년에 가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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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이옥신(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s, PCDD)

12. 푸란(Polychlorinated dibenzofurans, PCDF)

13. 클로르데칸(Chlordecone)

14. 린단(Lindane)

15. 알파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Alpha hexachlorocyclohexane)

16. 베타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Beta hexachlorocyclohexane)

17.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와 펜테브로모디페닐에테르(Tetrabromodiphenyl

ether and heptabromodiphenyl ether)

18. 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와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Hexabromodiphenyl

ether and heptabromodiphenyl ether)

19. 헥사브로모비페닐(Hexabromobiphenyl)

20. 펜타클로로벤젠(Pentachlorobenzene, PeCB)

21. 과불화옥탄슬폰산(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PFOS), 그염류와 

과불화옥탄슬포닐플로라이드(Perfluorooctane sulfonyl acid, PFOS)

22. 엔도설판 및 그 이성체(Technical endosulfan and its related isomer)

23.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exabromocyclododecane)

24. 그 밖에 스톡홀롬협약에 등재된 물질 중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

관의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

2. “배출시설”이란 잔류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3. “잔류성 오염물질 함유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사업

장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 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을 초과

하는 잔류성 오염물질에 오염된 쓰레기·연소재·오니(汚泥)·폐유·폐산·폐

알칼리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

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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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1. 다이옥신 함유폐기물(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발생하거나 포집된 

것만 해당한다)

가. 분진

나. 폐촉매

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라. 폐수처리 오니 및 공정 오니

마.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바.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3. 폐농약(별표 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잔류성유

기오염물질을 함유한 농약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서 환

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

○ 정부는 인간이 평생에 걸쳐 계속적으로 호흡·피부접촉 또는 섭취 등을 통하

여 잔류성 오염물질에 노출되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기준으

로서의 일일허용노출량을 설정할 수 있음(제9조(일일허용노출량의 설정).

이 때 잔류성 오염물질의 종류별 일일허용노출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또한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잔류

성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제10조 환경기준의 설정). 아울러 이 환

경기준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10 환경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목적: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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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피해”란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

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

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및 재산에 발생

된 피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해를 포함한다)를 말함. 다만, 해당 

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함

(제2조 정의).

○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제3조 적용대상)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제11호에 따른 폐

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같은 법 제25

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시설 및 같은 법 제29조제2

항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 대상 시설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

물 처리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

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포함한다)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

6.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7.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취급시설로서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취급시설

8.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

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시설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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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악취

□11 악취방지법

○ 목적: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

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

○ 악취방지법 에서 말하는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

새를 말하며(제2조, 정의),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서 아래와 같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8임<표 2-12>.

표 2-12. 지정악취물질

적용시기 종류

2005. 2. 10.～

1. 암모니아, 2. 메틸메르캅탄, 3. 황화수소, 4. 다이메틸설파이드,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6. 트라이메틸아민, 7. 아세트알데하이드,

8. 스타이렌,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10. 뷰틸알데하이드,

11. n-발레르알데하이드, 12. i-발레르알데하이드

2008. 1. 1.～
13. 톨루엔, 14. 자일렌, 15. 메틸에틸케톤, 16. 메틸아이소뷰틸케톤,

17. 뷰틸아세테이트

2010. 1. 1.～
18. 프로피온산, 19. n-뷰틸산, 20. n-발레르산, 21. i-발레르산,

22. i-뷰틸알코올

○ 악취를 배출하는 신고대상시설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 장관이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표 2-13>과 같이 환경부령으로 정하여 

있음(제7조 배출허용기준, 제8조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8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함(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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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

<복합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지정악취물질>

구분
배출허용기준(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적용시기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 ～ 2

2005년
2월

10일부터

메틸메르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 0.06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 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 0.03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뷰틸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 0.0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 0.006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 ～ 30

2008년
1월
1일부터

자일렌 2 이하 1 이하 1 ～ 2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13 ～ 35

메틸아이소뷰틸케톤 3 이하 1 이하 1 ～ 3

뷰틸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1 ～ 4

프로피온산 0.07 이하 0.03 이하 0.03 ～ 0.07

2010년
1월
1일부터

n-뷰틸산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 0.002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0.002

i-발레르산 0.004 이하 0.001 이하 0.001 ～ 0.004

i-뷰틸알코올 4.0 이하 0.9 이하 0.9 ～ 4.0

주: 채취 등 구체적인 비고내용은 생략, 자세한 내용은 법 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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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농자재 관련, 기타

□12 농약관리법

○ 목적: 농약의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

○ 농약관리법 에서는 농약을 농작물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

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와 농작물

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그 밖

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로 정의하고 있음.

－유사한 기능을 하는 “천연식물보호제”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

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有效成分)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과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함.

○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2016-17호, 2016. 4. 6.)이 있는

데 농약 및 원제의 등록, 재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를 위한 시험기준과 등

록신청서류의 검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여기에는 농약의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검토기준, 사람과 가축에 대

한 독성(인축독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 농약의 일일섭취허용량, 환경 

및 동·식물에 대한 영향(환경생물독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 농약의 잔

류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 등이 제시되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한 품질의 농약 등을 개발·보급하고 농약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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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2조의2

우수 농약 등의 개발·보급 등).

－하지만 여기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구체화된 내용이 없음.

○ 권장 사용량 이상 사용하는 경우, 누적적인 경우 문제시될 수 있는 농약사

용량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정리는 아직 되어 있지 않음.

○ 농약으로 인한 별도의 피해에 대한 규정은 없음.

□13 농업기계화촉진법

○ 목적: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

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

－목적에서 보듯이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면은 소홀할 수밖에 없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농업기계화 촉진의무를 지우고 있음.

○ 법에 의한 “농업기계”란 ①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②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③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

화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④ 그 밖에 식품산업(농림축산

물 보관, 수송 및 판매 산업 제외)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

○ 대부분 농기계(시행령 제3조의2 검정대상 농업기계 등)는 검정을 받아야 함.

이때 검정은 종합검정과 안전검정이 있음. 농기계 검정신청 시(시행령 제3

조)에는 규격 및 성능설명서, 농업기계의 외관도, 사용설명서 등이 필요함.

－특별히 농업용 트랙터 및 콤바인의 경우에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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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또는 같은 규칙(별지 제

32호의2서식)에 따른 개별차량용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사본을 제출해

야 함. 다른 농기계는 해당되지 않음.

○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기술의 이용에 적합한 농업기계를 신기술 농

업기계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제7조 신기술 농업기계).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정·고시된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거

나 구입하려는 자에게 그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음.

－시행령 제4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고시)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나 도입기술의 소화개량(消化改良)으로 국내에서 완성된 

제조공정에 따라 생산된 농업기계 중에서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함.

－장관은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할 때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9에 따른 

국산 신기술 제품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인정·평가받

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 중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

단되는 농업기계를 우선 지정할 수 있음.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

관이 정하는데 그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음. 하지만 명확한 오염 관련 내

용은 보이지 않음.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13736호, 2016. 1. 6.)의 목적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

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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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농촌진흥청고시 제2015-

32호, 2015.11.9]

제2조(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기준 및 대상)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기술 농

업기계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농업기계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

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 일 것

2. 신청농업기계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농업기계와 비교하여 뛰어나

게 우수할 것

3. 같은 품질의 농업기계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

4.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5.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6.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②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의 대상은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지

나지 아니한 제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

기계는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농업기계

2. 농업기계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농업기계

3. 적용한 신기술이 농업기계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

한 농업기계

4.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농업기계

2.3. 오염원인과 피해

2.3.1. 대기오염 

○ 대기오염에 대한 정의는 다양함. 오염물질에 대한 규정과 정도, 그로 인해 

느끼거나 해가 되는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 하지만 일반적

으로 정의를 하면 정상적인 대기상태에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어떠한 행

위로 인해 바람직스럽지 않은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생활

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음.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일정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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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사람이나 동식물, 재산 등에 피해를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상

태가 바로 대기가 오염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임.

○ 대기오염이라고 말할 경우 결국 ‘오염물질(pollutants)과 그 양’이 정의와 그

에 대응한 대책수립 등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됨.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대기로 직접 방출되면 1차(primary) 오염물질이라 

하고, 대기 중에서 다양한 물리화학적 반응에 의해 생성된 것을 2차

(secondary) 오염물질이라고 함. 연료의 연소에 따른 배출 탄화수소는 1

차 오염물질이며, 오존은 이러한 다양한 화학물질이 서로 반응해서 생성

된 2차 오염물질인 것임.

－대기 오염원을 배출과 제어 방법에 따라 이동오염원(mobile source)과 고

정오염원(stationary source)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 전자의 경우 자동

차, 선박과 비행기 등에 의한 오염원을 가르키며, 후자의 경우 각종 공장

시설, 화학공장 등 산업활동에서 나오는 경우를 말함.

○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는 비교적 광범위하고 그 원인을 즉시 찾아내기가 어

렵기 때문에 각종 인위적인 행위에 대한 규지를 강화하는 것이 모든 나라에

서 보여주는 추세임.

－대기오염의 주된 물질은 각종 산화물질, 일산화탄소, 방사선 물질 등임.

온실가스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산화탄소와 아산화질소, 메탄 등도 오염

물질임. 먼지와 매연, 최근 황사현상도 결국 대기를 오염시켜 인축과 생

활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음.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 현상은 매우 광

범위하며 통제와 관리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어 오고 있음.

－1950년대 석탄 사용의 증가로 인한 아황산가스, 분진 등의 과다 발생으

로 수천 명이 심폐성 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은 유명함. 1956년 런던안개

로 인해 1,000명이 사망하면서 영국에서는 청정공기법(clean air act)을 

제정하게 될 정도였음. 체르노빌(구소련, 1986년), 스리마일(미국,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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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과 후쿠시마(일본, 2011년) 원전사고는 대표적인 방사능 피해이며 이

로 인한 자연과 인축에의 큰 피해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임.10

○ 오염원과 배출물질, 그로 인한 피해를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 2-14>임.

표 2-14. 대기오염의 원인 및 피해

오염원 배출물질 대기악화 및 피해

◦ 화석연료(석유) 등

◦ 난방용 기구(가정,공장)

◦ 자동차 배기가스

◦ 산업용 열공급 시설

◦ 기타 연소물 소각

◦ 황산화물(SOx)

◦ 질소산화물(NOx)

◦ 일산화탄소(CO)

◦ 옥시단트(OX)

◦ 먼지 등

◦ 지구온난화 현상 초래

◦ 농작물 피해

◦ 산성비 피해(식물의 탈색, 고사, 금속

과 건물의 부식, 물고기 떼죽음 등)

◦ 인체건강장애(호흡기질환, 폐렴, 결

막염, 대사장애, 정신이상, 노이로제등)

자료: 안기희 외(1998: 112) 그림을 표로 정리.

강창용 외(2002. 12. 14.)에서 재인용.

○ 한편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원을 보면 대체로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자연적 발생과 인위적 발생, 그리고 복합적 발생으로 분류됨.11 자연적 

원인은 사막모래와 분진에 따른 황사, 온천지역 아황산가스, 화산폭발에 

따른 각종 유해가스 등임. 인위적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각종 연료사용

으로 인한 유해물질, 공장가동, 농약사용 등이며 복합적 원인으로는 위의 

여러가지 요인이 결합된 경우를 말함. 자연과 인위적으로 발생된 오염질

이 상호작용을 통해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경우임.

10 정문식 외. 2015. 3. 10. 대기오염개론. pp. 21-26. 신광문화사.
11 정문식 외. 2015. 3. 10. 대기오염개론. pp. 92-93. 신광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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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수질오염 

○ 수질오염(water pollution)12이라는 것은 무언가의 물질, 성분 등이 물에 유

입되어서 당초 물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 성분이 바뀌어 오염된 상태를 말

함. 결국 이러한 상태로 인해 일정한 용도의 물로써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함.

○ 당초의 목적이 음용에 있었을 경우 오염된 물은 사람의 건강을 해치게 함. 농

업용수라면 농작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농작업자와 농산물에 좋지 않은 영

향을 주게 되고 농산물의 소비를 통해 사람들에게 또다시 피해를 줄 수 있음.

○ 수질오염원의 배출 형태에 따라 점오염원(point pollution source)과 비점오

염원(non-point pollution source)으로 양분할 수도 있음. 점오염원이란 일정

한 배출구를 통해서 배출되는 오염원을 말하며 비점오염원이란 일정한 배

출구가 없이 분산된 상태에서 배출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함.

－가장 보기 쉬운 점오염원의 경우는 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

하수나 공장폐수임. 이와 달리 도로나 주차장, 농지에서의 농약과 비료살

포 등에 의한 오염원의 배출이 바로 비점오염원이 될 것임. 따라서 점오

염원의 경우 나오는 오염원의 상태와 양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

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함. 반면 비점오염원은 배출내용과 성격, 양 

등을 자세히 알 수가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통제가 어렵다고 볼 수 있음.

12 수질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BOD(Biochemical Oxygen Demand)란 수중 내 

유기물이 호기성분해할 때 필요로 하는 산소요구량을 말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오염

이 심함을 나타내고, COD(Chemical Oxygen Demand)란 수중 내 오염물질을 산화,

환원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요구량을 말하는 것으로 역시 높을수록 오염이 심하다는 

것을 나타냄. pH(수소이온농도)는 물의 산성도지수를 나타내며 pH7은 중성, 이하는 

산성, 이상은 알칼리성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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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적인 수질 오염원의 발생과 오염원, 그리고 배출형태를 간단하게 정리

한 것이 아래의 <표 2-15>임.

－먼저 생활폐수가 우리의 가정과 사무실, 숙박시설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데 이들 하수, 설거지물과 분뇨 등이 수질 오염원이 됨. 농축산업을 영위

하면서 나오는 각종 폐수 역시 오염물질을 함유하고 있음. 화학비료와 

농약은 상당 부분 농업용수를 오염시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제조

업과 광업 등으로부터의 폐수 역시 매우 위험한 수질오염물임.

표 2-15. 수질오염원과 배출의 형태

발생지 오염원 오염배출의 형태

가정, 사무실, 숙박과 관광시설 등 생활하수 설거지물, 분뇨, 폐식용유, 세탁수

농경지, 각종 축사, 다양한 농업과

양식시설 등

농·축산
폐수

가축분뇨, 사료, 비료, 농약

각종 산업시설, 폐광 등 산업폐수 공정수, 세척수, 광산폐수

자료: 박철희 외 4인(2012. 3.) 내용을 수정·보완함.

표 2-16. 수질오염물질의 종류와 영향

오염물질 원인물질 영향

유기물 음식물, 분뇨, 동식물 사체 DO감소, 혐기성화

중금속 산업폐수, 광산폐수 중금속 중독증

화학물질 살충제, 제초제, 산업폐수 생물독성, 생식기능 변화, 암

무기영양소 분뇨, 화학비료, 생활하수 부영양화

병원체 분변 수인성전염병

침전물 농경지나 건설현장의 토사 수질악화, 생물서식처 파괴

열 발전소나 산업체의 냉각수 수온상승에 의한 수중생태계 교란

기름 산업용기름, 폐식용유 생물독성, 물의 기체교환 방해

방사선물질 핵발전소폐기물, 산업용, 학문용방사선물질 암, 기형아 출생

자료: 박철희 외 4인(2012. 3.) 내용을 수정·보완함.



44

○ 수질 오염을 야기하는 다양한 오염원들은 다양한 오염물질을 갖고 있음. 오

염물질은 유기물에서 방사선물질까지 매우 다양하며, 그로 인한 부정적 영

향 또한 다양하며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수은과 카드뮴, 납과 비수 등 중금속이 함유된 산업과 광산폐수로부터 

오염된 물은 미나마타병(수은), 이타이이타이병(카드뮴)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호흡기와 피부 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음. 화학물

질과 방사선 물질의 경우 암, 기형아, 생식기 장애를 가져온다는 것은 널

리 알려진 사실임.

표 2-17. 생분해성에 의해 분류한 물 오염물질들

분 해 성 비 분 해 성

◦ 하수와 농장의 비료

◦ 농업비료와 식물영양물질

◦ 음식제조쓰레기(양조장 포함)

◦ 유기성 종이제조쓰레기

◦ 산업폐기물(특히 석유화학)

◦ 기름

◦ 아황산염, 황화물의 음이온

◦ 세정제

◦ 기름 분산제

◦ 불활성 분진(점토, 탄광 쓰레기)

◦ 인공 플라스틱

◦ 중금속(구리, 납, 크롬)

◦ 할로겐화 탄화수소(DDT, PCBs)

◦ 방사선

◦ 산성과 알칼리성

◦ 공장배출가스

◦ 유기인

주: 짧은 기간에는 비분해성이지만 좀 더 긴 기간에는 분해/부패됨.

자료: Kiely G.(1996); 강창용 외(2002. 12. 14.)에서 재인용.

○ 한편 수질오염물질을 분해성이 있는 것과 분해성이 없는 것으로 구분할 수

도 있음<표 2-17>. 전자는 상당 부분 생물체로부터의 오염원이다 보니, 상

대적으로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용이하게 완화할 수 있음. 환경의 자

정능력을 향상시키면 그만큼 오염으로부터의 회복이 용이함. 그러나 후자

의 경우는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오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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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의 회복이 매우 느리거나 혹은 어려운 오염물질이기 때문임. 불활성 

분진, 플라스틱, 중금속 등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사전 예방이 중요함.

2.3.3. 토양오염

○ 농업에서 토양오염이란 모든 식물의 생존기반인 토양이 식물을 키우는 기

능을 상실한 상태에 있을 때를 의미함.

－토양오염은 토양으로 유입되는 다양한 유기물과 무기염류, 중금속류 성

분, 비료와 농약 등으로부터 유입된 물질들을 토양이 갖고 있는 자정능

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함. 대개 토양오염은 불

가역적 축적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염되면 그로부터의 회복이 매우 어

렵다는 것이 정설임.

그림 2-1. 토양오염의 주 경로

자료: 최병순 외(2001. 3. 2.

○ 토양의 오염은 다양한 종류로부터 서서히 이뤄지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며, 상당 기간 축적을 통해 오염되기 때문에 그 원인도 찾

아내기가 용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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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인 문제는 이러한 무지의 상황에서 재배된 각종 농작물을 통해 소

비자에 공급될 경우 인축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임. 중요한 토양 오염

물질로 제기되고 있는 것들은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유

기인 화합물, 페놀 등임.

표 2-18. 토양오염 원인과 물질

오염 원인 오염물질

관개수
유기물의 부유물질, 유기합성 세제, 중금속함유 무기염류, 질

소 및 인산화합물의 과잉, 산성 및 알칼리성 물질, 유류, 기타

영양물질(질소, 인산) 비료종류

중금속 금속광산과 제련소 폐수, 산업폐기물 슬러지 등

방사성 물질 대기, 핵 관련 폐기물

유류 각종 기름과 기름 오니

농약 유기성 화학농약(살균, 살충과 제초제 등)

중성세제 등 PCB, ABS(alkyl benzene sulfonate, 중성세제)

자료: 이광래 외(2014. 9.)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음.

○ 토양오염 원인과 물질

－농작물 재배는 관개가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

음. 관개수를 이용할 때 인위적인 주변의 환경과 그로 인한 관개수 내 물

질 혼입으로 인해 농경지에 흘러들어가 오염을 야기하게 됨. 관개수에서 

많이 발견되는 오염물질은 유기물 부유물질과 각종 유기합성세제, 비료

와 농약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물질과 각종 유류 등임.

－질소와 인산은 식물의 필수영양성분임에도 과도할 경우 토양을 오염시키게 

됨. 그 결과 토양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게 되고, 나아가 이들 성분이 다

량으로 하천에 배출될 경우 흔히 말하는 주영양화 현상(eutrophication)이 발

생하게 됨.

－중금속은 매우 위험한 토양오염물질인데 각종 용수와 폐수, 대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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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토양에 유입됨. 금속광산이나 제련소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폐수가 

위험하며, 공장폐기물 슬러지 등도 매우 위험한 토양 오염물질임. 물론 

극히 일부분이 미량원소로서 식물생육에 필요하지만, 필요량은 극소량

임. 우리가 많이 염려하는 중금속은 구리와 납, 니켈, 비소, 수은과 아연,

카드뮴, 크롬 등임. 그런데 문제는 현재 단위토양면적당 최소규정이 없

음. 비료와 농약 등에도 일정 단위당 규제량만이 제시되어 있음. 따라서 

과다한 투여는 토양의 오염을 유발하고 이는 농작물의 오염 가능성을 높

이고 있음.

－방사선 물질에 의한 토양오염은 매우 중요한 오염이며 위험함. 일반적으

로 대기 중의 핵분열 생성물에 의한 것을 방사선 핵종의 경우 자연현상

으로 우려하지는 않지만, 인위적으로 사용하는 방사선 물질과 그로부터

의 폐기물에 의한 오염을 걱정하는 것임. 병원에서 사용되는 방사선 동

위원소는 환자 투여 이후 인체 배설을 통해 하수에 방류됨. 방사선 폐수

는 일정 방법으로 생활폐수와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만 오염 위협물질임

은 틀림이 없음.

－농촌에서 사용되는 각종 유류제품과 이로 인한 오염의 가능성이 높음.

정유공장이나 공장폐기물 등으로부터의 유류 오염이 가능함. 이 경우 토

양과 섞여 있어서 자연과 인공제거를 통해서만 오염유류를 제거할 수 있음.

－농약은 농작물 생산에 필수자재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오염의 개연성은 

어느 것보다 강함. 실제 농약을 살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90% 이상

이 토양에 직접 투하되기 때문에 만약 농약 성분에 오염물질이 있다면 

주의를 해야 함. 많은 양의 농약이 유독물질의 상태 그대로 토양에 남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임. 독성에 의한 인축피해와 농작물 흡수로 인한 안

전성 저해문제가 발생하게 됨. 그 외에도 유기성 농약의 오남용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됨.

○ 토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

① 침전 시: 용수를 장기간 지체, 침전시킨 후 사용하는 방법, ② 폐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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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도관(closed conduit)을 설치하는 방법. 하천수의 경우 하천바닥 또는 

불투수층의 위 자갈층에 설치하여 안정한 물을 확보하는 방법. 수원전

환: 오염된 용수를 깨끗한 물로 전환해주는 방법 등임.

○ 오염된 토양을 원래대로 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음.

① 흙 제거: earth moving, 오염토양을 제거, 폐기하는 방법, ② 객토: soil

dressing, 오염된 땅을 깨끗한 흙으로 덮는 것, ③ 갈아엎기: 오염된 상층

부와 깨끗한 하층부를 갈아서 혼합하는 방법 등 다양함. 이러한 다양한 

방법은 오염농지의 상태와 오염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임.

2.3.4. 소음

○ 소음13이란 없는 것이 좋은,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 음을 말하는데,

대체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가운데 좋지 않다고 느끼는 소리(unwanted

sound, undesirable sound, disagreeable sound)가 발생하는 것을 소음공해라

고 말함.

－소음을 일으키는 요소들은 생활 주변에 매우 많은데, 교통으로 인한 각

종 자동차와 기차, 비행기에 의한 소음, 군중집회 시에 발생하는 소음, 각

종 산업활동에서 발생되는 소음, 도시생활 내지는 상업에서 발생되는 소

음 등임.

○ 소음, 또는 소음공해는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음. 심리적인 부분과 밀접

하게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와 종류를 객관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동일한 소리임에도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좋지 않다

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정도로 가변적임. Rock&Roll(하드락) 연주를 

13 이동호. 2013. 3. 10. 소음진동학. pp. 1-9. 교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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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젊은이들이 좋아하지만 이전에 접해 보지 못했고 정적으로 살아온 

노인의 경우 이를 좋아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음. 노인에게는 소음공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음.

○ 소음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는데, 가장 먼저 직접적인 난청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음. 간접적으로는 그로 인해 좋지 않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정신상태가 유발되고 이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음.

－소음공해에 처한 경우 집중을 하기가 어렵고 수면에도 지장을 받으며,

두통과 소화불량 등 다양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그림 2-2. 종류별 소음방지대책

발생원대책 전파경로대책 수용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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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광래(2014. 9. 10.: 447).

○ 소음의 피해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응방법이 강구될 수 있

음14<그림 2-2>.

－가장 먼저 발생원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있음. 소음원 자체에 대책의 중

심을 두는 것인데 이동적이거나 광범위한 경우 경제적인 한계가 적지 않

음. 예컨대 자동차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임.

－다음으로 소음이 전달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음. 소음원과 격리

14 이광래. 2014. 9. 10. 최신환경공학. pp. 446-447. 동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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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방지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소음 등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세 번째는 소음을 듣는 사람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임. 가장 

간단하게는 수음자에게 귀마개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임. 그러나 문제는 

소음방지의 정도와 그에 따른 경제적인 비용부분의 처리일 것임.

2.3.5. 악취

○ 오염문제 가운데 악취도 하나의 중요한 문제임. 이 역시 소음과 마찬가지고 

바람직스럽지 않은, 원하지 않는 냄새에 기인함.

－하지만 이 역시 나라와 사람마다 판단의 기준이 매우 다름. 심리적이면

서 주관적인 판단의 결과라는 것인데, 각종 음식물의 향료에서도 느끼는 

심리적 상태는 다를 것임. 일반적으로 느끼는 악취의 대부분은 쓰레기 

처리장, 냄새가 많이 발생되는 화학공장 등으로부터 발생하게 됨.

○ 악취의 영향은 다양하며 우리의 심리적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어 정신적 피

해를 가져옴. 이러한 악취원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방법, 즉 대책은 소음방

지의 대책과 유사함.

－발생원을 제거하거나 이동통로를 막거나, 아니면 악취에 노출된 사람에

게 직접적으로 조치하는 것임.



제3 장

농촌 폐기물 처리정책

1. 생활폐기물의 처리

1.1. 법률적 내용

○ 폐기물관리법 에서는 일부, 원자력 안전법 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질 오

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水域)으로 배출되는 폐수, 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축분뇨 등을 제외(제3조)한 모든 

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현재 폐기물의 수거~처리의 전 과정에 대한 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제4조), 능률적인 처리와 폐기물 발생 억제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두 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관리할 필

요가 있는 경우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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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때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음(제5조).

○ 광역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10년마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

본계획을 세워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9조).

－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마다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과 장래의 발생 예

상량, 처리 현황과 향후 처리 계획, 감량화와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국가 차원에서 환경부 장관은 국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폐기

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폐기물 통계 조사 결과를 기초로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세워야 하며, 종합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

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음(제10조).

－이때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이 변경되면 종합계획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

여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한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

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반입수수료”)을 폐기물을 반입하

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데,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함(제6조).

－징수기관이 국가인 경우 반입수수료는,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적

정 경비,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

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에 드는 경비, ③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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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드는 경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

부 장관이 결정·고시함(시행규칙 제6조).

1.2. 농촌 관련 주요 정책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 현재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 제도는 1995년에 도입됨. 쓰

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이 그 양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임. ‘쓰레기 수

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2. 11. 개정)’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데, 기본적으

로 배출자는 자치단체에서 제작한 소정의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배출

하도록 되어 있음.

－생활폐기물 가운데 재활용품(종이, 고철과 병, 플라스틱 등)은 자치단체

에서 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분리배출하면 무료로 수거하는데, 대형 폐기

물(폐가구과 폐가전제품 등)은 스티커를 구입하여 부착한 후 배출하면 

됨. 국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제도임. 2010년 정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2013년부터 공공주

택으로까지 확대하고 있음.

－특히 2014년 이전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 내지는 수거비를 부과해

오던 방식에서 이제는 RFID, 칩/스티커, 전용봉투 방식 등을 공동주택 

기준 141개소에서 시행하고 있음. 칩/스티커 방식은 해당 칩과 스티커를 

구입해서 수거용기에 부착한 후 배출, RFID 방식은 배출정보가 내재된 

전자태그를 통해 배출 관련 정보가 측정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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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용기보증금제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는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

의 회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과 별도의 금액,

즉 빈용기 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키고, 해당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임.

－부과대상 용기는 반복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주류(발효주

와 증류주)와 청량음료 유리용기임. 이 제도의 시행여부는 생산자가 스

스로 결정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EPR(생산자책임재

활용제도)의 대상이 됨.

 폐기물부담금제도

○ 1992년 자원재활용법 이 만들어지면서 제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환경성

을 고려하도록 주문하는 제도임. 일명 제품부담금제도라고도 일컬어지는 

것인데, 제품 사용 후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을 제품의 가격에 내재화시키

는 제도임.

－대개 재활용이 쉬운 것들은 예치금제도로, 재활용이 어려운 유독물 등은 

부담금제도로 관리하게 됨.

 폐기물처리증명제

○ 1999년 이후 유해성 지정폐기물의 경우 배출자, 운반자와 최종 처리자는 

‘배출~운반과 처리~연말정산’이라는 단계별로 적법한 처리를 했다는 증명

을 해야 함.

－건설폐기물이 포함되며, 일반폐기물 중 오니, 광재와 분진, 소각재, 폐사,

폐주물사 등도 포함됨. 2002년부터 Allbaro System으로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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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자재(비닐과 빈 농약병) 처리

2.1. 폐비닐과 빈 농약병 발생과 처리

2.1.1. 농촌 폐비닐의 발생과 처리

○ 우리나라 농경지 경작을 통해 발생하는 폐비닐의 양은 연간 약 32.9만 톤으

로 추정됨. 이 가운데 수거되는 양은 연간 약 18.7만 톤으로 56.8% 정도임

<표 3-1>.

표 3-1. 연도별 수거·처리 현황
단위: 톤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발생량 324,101 331,490 337,877 332,575 329,239 조사 예정

수거량 176,849 181,609 178,130 189,306 188,279 186,965

처 리 208,378 185,425 180,949 174,181 193,060 210,976

재 고 41,444 37,628 34,809 49,934 45,153 21,142

○ 농민 등이 마을 집하장에 모아놓은 폐비닐은 민간위탁 수거사업자가 사업

소로 운반하여 보관·관리(원격계량관리·운영15) 후 처리시설, 재활용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음.

－수거의 경우 과거 공단에서 직접 수거하는 것은 중단되었음. 2011년 이

후 민간위탁수거사업자(민수자)에 의해 수거되는데 현재 전국에 115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음.

15 공단 사업소 관리 인력 부족으로 지역본부·지사에서 관제센터 시스템을 통한 원격 

계량 및 전표관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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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연도별 농촌폐비닐 수거형태
단위: 톤

구분 계 공단직영 민간위탁 기타 민간업자 수

’09년 190,162 64,761 89,007 36,394 73명

’10년 176,849 26,746 116,704 33,399 114명

’11년 181,609 - 161,845 19,764 117명

’12년 178,130 - 164,543 13,587 114명

’13년 189,306 - 173,393 15,913 116명

’14년 188,299 - 178,710 9,589 115명

’15년 186,965 - 175,657 11,308 114명

○ 연간 발생되는 32.9만 톤 가운데 하우스용 비닐은 민간업자들에 의해 7만 

3천 톤이 수거, 재활용되고 있으며 전체의 22.1%에 이름<그림 3-1>.

－유실되거나 매몰 혹은 소각되는 양은 연간 6만 9천 톤으로 21.0% 정도인

데, 여기에는 오지나 섬과 같은 지역에서 불가피하게 처리하는 양도 포

함됨.

○ 전국의 11,943개소의 공동집하장을 통해, 즉 한국환경공단의 관리 아래 처

리되는 폐비닐의 총수거량은 18만 7천 톤으로 전체의 56.8%에 이름.

－이 가운데 17만 6천 톤(94%)은 민간업자에 의해, 나머지 1만 1천 톤

(11%)은 개인 등에 의해 수집되고 있음. 거의 모든 폐비닐이 민간업자에 

의해 수거된다고 볼 수 있음.

○ 수집된 18만 7천 톤 가운데 비교적 이물질이 적은 원형폐기물은 재활용 업

체에 유상으로 공급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환국환경공단 처리

시설(건식·습식)에서 처리되는 양은 11만 톤으로 58.8% 정도임.

－환경공단의 처리시설에서조차 처리가 어려운 폐비닐은, 즉 처리·재활용

이 어려운 원형폐비닐은 민간에게 처리비를 지급하고 위탁처리하고 있

는데, 연간 약 5만 4천 톤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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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농촌폐비닐 수거·처리 흐름

○ 한국환경공단이 처리하는 폐비닐의 경우 초기 농경지로부터 최종 위탁 처

리 때까지 필요한 수거비와 위탁처리비를 지급하고 있음.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수집관리자

들인 이장 및 부녀회장, 농민에게 보상비를 지원(50원～330원/㎏)하고 

있음. 환경부 국고지원금 10원/㎏은 별도로 지급함(’16 예산 1,852백만 원)

－공동집하장에서 공단사업소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수송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와 재활용처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각각의 소요비용을 지불하

는데, 전자는 52원/kg, 후자는 52천 원/톤을 지급하고 있음.

－이물질이 많이 함유(순수비닐 20%미만)된 멀칭용 비닐 등 품질이 낮은 

원형폐비닐은 2012년부터 수거등급제(4등급)를 도입, 수거·처리에 활용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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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폐농약용기의 발생과 처리

○ 폐농약용기의 발생량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연간 약 7,800만 개 

정도가 발생되고 있음<표 3-3>.

－이 가운데 수거를 통해 처리되는 양은 약 5,000만 개로, 전체의 약 64%

에 해당함. 나머지는 농가나 중간 처리단계에 쌓여 있거나, 소각을 포함

하여  부적절하게 처리된 것으로 추정됨.

표 3-3. 폐농약용기 수거·처리 현황
단위: 천 개

구 분 발생량
수 거 처 리

계 획 실 적 비율 계 획 실 적 비율

2015 조사 예정 58,000 58,469 100 58,000 59,702 103

2014 73,290 58,000 55,953 96 58,000 55,890 96

2013 72,350 58,000 57,982 100 58,000 56,578 98

2012 67,960 48,180 51,916 108 48,180 52,281 109

2011 74,014 48,600 51,039 105 48,600 54,328 112

2010 77,987 45,440 49,773 109 45,440 47,845 105

○ 폐농약용기의 수거는 농민이 공동 집하장에 모아놓으면 민간위탁 수거사업

자가 한국환경공단 사업소로 운반, 보관·관리 후 재활용업체 또는 소각업체

로 운송 처리함.

－플라스틱병은 전문 재활용업체에 이송되어 재활용되지만, 농약봉지(유

리병)류는 소각처리하고 있음<그림 3-2>.

○ 폐농약용기 수거비는 분담 주체별로, 국가(공단) 30%, 지자체 30%, 한국작

물보호협회 40%를 분담해 오고 있음. 수거계획량, 기관별 비용부담액 등을 

매년 결정('16 예산 3,387백만 원)하고 있음. 지자체(30%) 및 협회(40%) 기

관부담금은 공단 출연금예산 선 편성 후 실적 정산하고 있음<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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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폐농약 수거처리 체계

생산 및 출하 사용 및 배출 수거 처리

농약 제조업체 → 소비자,
농민 등

→

→

공단,
사업소 →

유리병,
플라스틱
(재활용)

↑ ↘
시·군·구 

집하장 → 봉지류
(고온소각)

표 3-4. 연도별 폐농약용기 예산 편성액
단위: 백만 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2,508 2,754 2,700 3,387 3,387 3,387 3,387

농약빈병 1,908 1,930 1,960 2,150 2,150 2,150 2,150

농약봉지 600 824 740 1,237 1,237 1,237 1,237

○ 수집보상 단가는 농약빈병은 50원/개, 폐농약봉지류 60원/개임. 종류별 kg

당 개수산정은 폐농약유리병(3개/kg), 폐농약플라스틱병(16개/kg), 폐농약봉

지(46개/kg)로 하고 있음.

2.2. 농업용 비닐 관련 제도

 자발적 협약제도

○ 자원재활용법 (1993)이 만들어지고 2003년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재활용 

분담금이 시행되었지만 농업용 비닐은 폐기물부담금 상태로 있었음. 하지

만 2007년 법 개정과 함께 농업용 하우스 비닐은 ‘자발적 협약제도’의 대상

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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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부담금제도하에서 부담금 산정은 전체 대상의 양(포장에 사용된 

플라스틱의 양)에 정부가 정한 단가를 곱해서 부과하지만 자발적 협약 

하에서 부담금은 정부가 정한 의무재활용률에 단가를 곱해서 부과하는 

것임.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활용분담금으로의 이행 과도기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음.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 EPR제도는 자원재활용법 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시행해 온 폐기물 예

치금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예치금제도를 대신하여 도입한 제도

임. 200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을 전면 개정, 2003년 

1월부터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 도입함.

－이 제도 아래에서는 해당 제품의 생산자들이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전체를 책

임진다는 의미를 가짐. 이는 생산자의 책임이 광범위하게 확장된다는 것임.

－하지만 해당 제품의 생산~재활용 전 과정16에 생산자만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관련 주체들에게도 일정한 의무가, 즉 각자의 역할분담이 

지워지며 이를 통해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2.3. 농약병 관련 제도

 폐기물 부담금제도

○ 자원재활용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하면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 농약관리법 제2조 1호상의 농약은 제외)의 용기

가 대상이 됨.

16 생산자의 이전까지의 책임은 생산과 판매였지만 이 제도하에서는 생산, 판매, 소비,

폐기, 회수,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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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플라스틱 용기의 경우 연간 10억 원, 사용량 1만 kg 미만 시 적용대

상에서 제외됨.

 재활용 분담금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살균 살충제(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대상) 제품의 종이팩

과 유리병, 금속 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의 경우 제조업자는 재활용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해야 함.

－제외 규정이 있는데 종이팩과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경우 연간 4톤, 10

억 원 매출 미만, 그리고 유리병의 경우 10톤, 10억 원 매출 미만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농약빈병보증금제도

○ 빈 농약용기의 경우 1986년까지 단위농협과 농약회사 주관으로 회수하였으

나, 회수율이 매우 저조하였음. 빈농약병의 회수율 제고와 재활용을 위해 

1986년 9월부터 폐비닐 수거처리 체계를 갖춘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농약

용기 수거처리 업무를 시작함. 1993년 제정된 자원재활용법 에 의거, 농약 

빈용기는 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수거·처리해 오고 있음.

－초창기 기관 부담비율은 정부(30%), 지자체(30%), 협회(30%), 농협(10%)

이었으나, 1993년부터 농협이 제외됨에 따라 현재 부담비율은 정부(30%),

지자체(30%), 한국작물보호협회(40%)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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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영농폐기물 처리체계

○ 영농폐기물 수거와 처리 전담기구는 한국환경공단임. 정부는 1979년 합성

수지폐기물 처리사업법 (법률 제3182호)을 공포하여 이듬해에 합성수지폐

기물의 수거 처리 및 재자원화 업무전담 기구로 ‘한국자원재생공사(현 한국

환경공단)’를 설립하여 영농폐비닐의 수거 처리를 전담토록 하였음.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수거한 폐비닐은 자체 처

리시설을 통해 상품화가 용이하도록 중간 재료로 가공하여 재활용업체

에 공급하는 한편, 품질이 낮은 것들은 민간처리업체 위탁하여 재생원료 

등으로 재활용해 오고 있음.

그림 3-3.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체계도

폐비닐 수거시 평균 50원/kg 지급(지역별로 상이)

농약빈병 수거시 수거비 지급
(유리병: 150원/kg, 플라스틱병: 800원/kg)

발 생

농가, 마을

분리배출

마을별 공동집하장

수 거

한국환경지원공사

○○사업소

공 급

재활용 업체

수거보상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수거실적 통보

영농후 발생되는

폐비닐 및 농약빈병

폐비닐

재질별(하우스, 멀칭

로덴, 하이덴), 색상별

(흰색, 검정색)로 구분

하여 배출

농약빈병

농약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

으로 구분하여 배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국내, 외 

재활용업체에 공급

수거요청 및 

지역별 수거일정에 

따라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

자료: 한국환경공단(http://www.keco.or.kr/kr/business/resource/contentsid/1559/index.do: 201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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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축분뇨

○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함<그림 3-4>.

－전체적으로 2012년 이후 해양투기의 금지로 인해 개별처리하거나 공공

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고 있음. 개별이든 공동이든 대부분은 자원화과

정을 거쳐 농지에 퇴비나 액비의 형태로 뿌려짐. 일부 신고대상 제외 농

가의 경우 부적절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3-4. 가축분뇨관리 체계도

                                                                                             2012년부터 금지 
                                           수집운반

                                                             자원화시설
                                                                                농지
                                                             (퇴비, 액비 등)

                                         공동처리시설

                                                              정화시설

                    허가 및 신고대상

                                                            자원화 시설                                                                                농지
                                                                                (퇴비, 액비 등)

                                          개인처리시설

                                                              정화시설

   가축분뇨 
     생활하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정화시설

                                         공공처리시설   

                                                           자원화 시설                                                                                농지
                                                                         (퇴비, 액비 등)

                    신고대상 미만         자원화 시설
                                                             농지
                            (소규모)              (퇴비, 액비 등)

                                            미처리

해
양
 
 
 
 
 
 
 
 
 
 
 
 
 
 
 
 
 
 
 
 
 
 
공
공
수
역(

하
천
 
및
 
호
소)

자료: 정동환 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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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가축분뇨 발생량 및 자원화 현황
단위: 천 톤, %

연도 발생량

자원화물량 정화방류
해양
배출

기타
소계 퇴비 액비

개별
처리

공공
처리장

2004 41,171 33,159 32,661 498 1,398 2,331 2,346 1,937

2005 41,846 34,345 33,196 1,149 1,407 2,784 2,745 565

2006 43,915 36,204 34,904 1,300 1,473 3,039 2,607 592

2007 45,145 37,574 35,780 1,794 1,508 2,871 2,019 1,173

2008 41,743 35,207 32,912 2,295 1,184 2,907 1,460 985

2009 43,703 37,396 34,742 2,654 1,199 2,973 1,171 964

2010 46,534 40,286 37,220 3,066 1,427 2,727 1,070 1,024

2011 42,685 37,396 34,393 3,003 1,527 2,057 767 938

2012 46,489 41,236 37,656 3,580 1,999 2,211 0 1,043

자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2012).

○ 우리나라 가축분뇨의 발생량은 연간 4,600만 톤에 이르며 매년 증가하고 있

음. 2004~2012년 사이 무려 500만 톤이 증가하였음. 이 중 자원화 물량은 

전체의 약 88.7%이며, 나머지 21% 정도는 비자원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원화가 되고 있다는 4,100만 톤이 제대로 처리되는 

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음. 퇴비로 처리된다는 양을 축분퇴비의 양

(약 340만 톤)과 비교할 때 4,100만 톤이라는 수치와는 괴리가 크기 때문임.

○ 축산농가의 경우 허가대상인 대규모 농장과 신고대상인 소규모 농장으로 

구분됨. 즉, 축사의 허가와 신고가 각각의 시설규모에 의해 규정되어 있음

<표 3-5>.

－허가시설은 대규모 축산농가에, 신고시설은 소규모 축산농가에 적용되

고 있음. 방목의 경우에는 신고시설로 되었음. 특별히 수질을 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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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역의 경우 허가가 상대적으로 많은, 달리 말하면 많은 규제를 하

는 것으로 되어 있음.

표 3-6. 축산농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정

구분 허가시설 신고시설 비고

돼지 사육시설 면적 1,000㎡ 이상(500㎡ 이상) 50㎡∼1,000㎡

( )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소 사육시설

축사면적 900㎡ 혹은 운동장

450㎡ 이상

(450㎡ 이상 혹은 200㎡ 이상)

100∼900㎡ 혹은 200∼450㎡

(100∼450㎡ 혹은 100∼200㎡)

젖소 사육시설

축사면적 900㎡ 이상 혹은

운동장 2,700㎡ 이상

(450㎡ 이상 혹은 1,350㎡ 이상)

100∼900 혹은 300∼2,700㎡

(100∼450㎡ 혹은 300∼1,350㎡)

말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450㎡ 이상) 100∼900㎡(100∼450㎡)

닭,오리

사육시설
면적 3,000㎡ 이상 오리, 200∼3,000㎡, 메추리 200㎡

양, 사슴, 개 - 양 200㎡, 사슴 200㎡, 개 60㎡

방목 -

돼지 35마리 이상, 소·염소·젖소·

말 9마리, 닭·오리 1,500마리,

양·사슴 50마리 이상, 단 초지법

에 따른 초지가축사육, 자연순환

농법으로 논 오리 사육 시 제외

자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가축분뇨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는 처리시설은 종류별로 방류수 수질이 규

정되어 있음<표 3-6>.

－공공처리시설의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30mg/L 이하여야 하며,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50mg/L 이하, 그리고 부유물질량은 30mg/L 이하

여야 함. 대장균군 수와 총 인의 양, 총 질소의 양도 규정되어 있음. 처리

업자의 설치 시설뿐만 아니라 허가와 신고대상 설치 시설의 경우에도 위

와 같은 규제가 이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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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허가시설 신고시설 사육규모 환경영향 고려

한국
․축사 면적에

따라 규제

․방류수 기준

․퇴비·액비·바이오

․가스 등 자원화 강화

․대형 기업화 추세

로 가육두수 점증

․수질오염 중심

(토양·지하수

오염고려)

일본
․축사 면적에

따라 규제

․방류수 기준

․주로 퇴비화

․대청, 전업화 그러

나 사육두수 점감
․수질오염 중심

미국

․가축 사육두

수와 수질 영

향에 따라 개

별 고려

․농경지 살포

․라군 대체

․가축분뇨·비료·토양

등 종합적 고려

․대형 전업화 점증

추세

․수질·대기·토양

등 종합적 고려

유렵

․농경지, 토양,

비료 간 양분

균형에 근거

․가축 사육환경 고려

한 유기 축산 점증

․사육두수 점감 추세

․가축사육환경 고려

한 유기축산 점증

․사육두수 점감추세

․수질·대기·토양

등 종합적 고려

․가축복지권 적용

․축산유기농 확대

자료: 정동환 외(2012)에서 재인용.

표 3-8. 가축분뇨관리제도의 특징

표 3-7. 가축분뇨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BOD
(mg/L)

COD
(mg/L)

SS
(mg/L)

대장균군수
(개/L)

TN
(mg/L)

TP
(mg/L)

공공처리시설 30 50 30 3,000 60 8

가축분뇨처리업자가설치한처리시설 30 50 30 3,000 60 8

허가대상시설을
설치한 자의
설치처리시설

특정 지역 40 - 40 120 40

기타 지역 120 - 120 250 100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한 자의
설치처리시설

특정 지역 120 - 120 250 100

기타 지역 150 - 150 400 100

자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한편 어느 나라든지 대체로 가축분뇨의 처리는 농업, 환경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처에서 동시에 관리를 하고 있음.

－우리나라와 일본은 비슷한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은 조

금 다름. 유럽은 수질 및 토양 오염 등과 같은 환경 부문을 중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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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우리는 상대적으로 축사와 방류수 중심의 관

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 정부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려는 의지가 강함.

○ 미국17의 경우 하천과 수질 오염의 상당 부분이 농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전국 약 39,000개소의 밀집가축사육지(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s: CAFOs)가 주요 오염원임. 여전히 전체 AFO(Animal

Feeding Operations) 중 85%가 250AU(Animal Unit)로서 소규모 농가이지

만 전체적으로 규모가 커지면서 밀집화되고 있어서 가축 분뇨의 적절한 처

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가축분뇨 관리에는 EPA와 USDA가 참여하고 있으며, EPA에서 별도의 

가축분뇨 처리 지침과 함께 수질법(Clean Water Act: CWA)에서 규정된 

국가오염물삭감 시스템(National Pollutna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

NPDES) 허가와 유출지침서(effluent guidelines) 등 2가지 규제 프로그램

을 운영 중이라고 함.

－아울러 CAFOs 지역의 가축분뇨 방류수 기준(Effluent Guidelines) 및 농

지의 시비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가축분뇨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축 사료급여 시스템 개선, phytase(소화

효소) 같은 사료첨가제 활용 (P) 흡수력 증가, 유전공학적으로 조작된 옥

수수 사료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상황인데, 축종에 따라 가축분뇨의 성분과 형상, 처

리방법도 다르고, 퇴비의 발생과 사용 간의 시기적 차이가 있음. 그래서 유

통이 중요하게 됨.

－정부지원에 의해 퇴비센타(2,537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가축분뇨를 이

용한 메탄가스 생성에도 관심이 많음.

17 박배경 외. 2014.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처리 및 배출실태조사연구. 국립환경과학

원의 수록된 연구결과를 필요한 부분만 요약,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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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에 관한 규제법으로는 가축배설물의 관리 적정화 및 이용의 촉

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 수질오탁방지

법 , 악취방지법 등이 활용되고 있음.

－지하수 오염문제가 대두되면서 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있음.

○ 유럽연합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가축분뇨를 관리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가

축분뇨가 자원으로서 토양에 환원될 때 환경기준을 명시하고 지키려고 함.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가축분뇨의 살포시기와 횟수, 양 등을 규제하고 있

음. 특히 질소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질산염 민감 지정지역(지하

수의 질산염 농도가 50mg/L 이상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특별하

게 질산염의 침투, 유출방지, 가축 사육의 제한, 비료의 사용량 규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질산염오염이 어느 정도 진행된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북부 등의 경우 

특별하게 고밀도 축산농가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85/337/EEC 개정 

1996. 6. 5.) 한다든지, 장려금으로 ha당 사육두수 감소를 위한 직접 지원

금을 지급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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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오염원 처리 실태

1. 지자체 농촌 폐기물 처리

1.1. 나주시 

○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 분뇨 및 개인하수 수거, 처리

－생활폐기물: 현재 나주시에서는 필요한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자로 하여금 시 전 지역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직영을 하고 있음. 시단위에서 1주일에 

5일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데, 4일(월, 화, 목, 금)은 쓰레기종량제 대상

품목을 수거하고, 1일(수)은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음.

－생활폐기물의 경우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어 배출하게 되며, 아파트 단지

를 제외한 단독주택, 식품위생업소와 감량의무 사업자 등에게는 ‘음식물

류 납부필증’이 배부되어 활용됨.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도 활용되고 

있음.

－수집된 폐기물을 위생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

우 아래의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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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판매단위 용기규격 공급액 판매이윤(9%) 판매가격

주 택 1회용

3ℓ 92 8 100

5ℓ 156 14 170

6ℓ 184 16 200

공동주택 (거점용)

식품위생업소, 기타
1회용

20ℓ 615 55 670

120ℓ 3,670 330 4,000

표 4-2. 나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제2조 관련)
단위: 원

표 4-1.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제17조의2 관련)(개정 2006. 1. 12.)

부과대상 부과기준 요금 비고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톤당 12,000원 (건설 및 지정폐기물 제외)

－수거상 문제: 무단처리가 적지 않은데, 도로나 농경지 휴지 등에 그냥 버

리는 양이 많음. 관계자는 그 양이 약 3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

고 있음. 처음에는 경고 스티커를 붙이지만 그래도 배출자가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시청에서 수거, 처리하게 됨.

○ 음식물류 폐기물: 시장은 관할 구역 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과 함께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해야 함. 음식물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종량제)하며, 배출량 용기 규격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음<표 4-2>.

－수수료는 납부필증(칩) 판매가격으로 징수하거나 종량제 방식에 따라 무

게 또는 부피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수수료는 관리사무소나 단지별 운영위원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지역별로 구분해서 1주일에 3일 수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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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제3조 관련)

1. 배출지역: 동 전 지역 및 읍·면 소재지권  

2. 수 거 일

월, 수, 금: 성북동·금남동 전지역, 남평읍·노안면·금천면·산포면·다시면·문평면 

소재지권

화, 목, 토: 송월동, 영강동·영산동·이창동 전지역, 세지면·왕곡면·반남면·공산면·

동강면·다도면·봉황면 소재지권 

※ 수거일은 필요 시 변경할 수 있음.

※ 일·공휴일로 인하여 연 3일 수거치 않을 경우 2일만 수거하지 아니함.

3. 배출장소

- 공동주택:

○ 거점개별배출시스템이 설치된 곳은 거점 시스템에  배출

○ 거점개별배출시스템이 없는 곳은 납부 칩이 부착된 거점수거용기에 배출

- 단독주택, 식품위생업소, 기타:

○ 수거차량이 수거할 수 있는 도로변 

○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

※ 읍·면동장과 협의 후 일정장소를 배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4. 배출시간

공동주택: 상시배출 또는 공동주택별 자율 결정

단독주택, 식품위생업소, 기타: 수거전일 일몰 후～21:00시까지

5. 배출용기

공동주택: 시장이 지정하는 개별배출용기 및 거점 수거용기

단독주택, 식품위생업소,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 

6. 배출방법

- 공동주택

○ 거점개별배출시스템이 설치된 곳에서는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칩을 꽂은 후 배출

○ 거점개별배출시스템이 없는 곳에서는 세대별로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중간

거점 수거용기에 배출하고, 공동주택 운영주체는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중

간거점수거용기 칩 부착함에 꽂아 배출

- 단독주택: 배출자가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배출시 마다 납부필증을 칩 부착함

에 꽂아 배출  

※ 배출자는 수거가 끝난 빈용기는 수거일 아침에 회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

을 주지 않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아니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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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뇨와 개인하수 처리: 개별적으로 설치된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

소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내부청소를 요구, 촉구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연 1회, 개인하수처리시설은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하도록 되어 있음. 나주

시는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자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나주시에

서 만들어 놓은 분뇨와 정화조 청소비용 단가는 아래 <표 4-3>과 같음.

표 4-3. 나주시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구 분
부과
기준

계 수수료 사용료 비 고

분뇨·
정화조

1ℓ당 22 22 면제

․배출자로부터수집 운반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청소된 오니(오수포함)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요금계산 합계액의 10원 미만은 버린다.

○ 재분류와 처리

－생활폐기물, 쓰레기 종량제 품목: 전부 다시 분리해서 전처리시설(위탁

운영 중)로 모은 후 선별작업을 함. 연료화가 가능한 고형연료 혹은 재료

들은 열병합 연료화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매립을 하게 됨. 연료화된 것

은 외부기업에 판매하고 있음.

－재활용품: 선별장(1군데이며 직영하고 있음)으로 보내져서 약 25명의 직

원들이 종류별로 선별, 판매될 것은 판매하고 나머지 이물질과 판매 불

가품은 열병합 연료화 내지는 매립을 함. 재활용 선별장과 매립장은 같

이 있음.

－음식물 폐기물: 전부 사료화 공장으로 보냄. 화순에 공장이 있음. 퇴비화

는 하지 않음.

－위생매립장 관리: ‘나주시위생매립장’(나주시 공산면 백사리 산1-1번지)

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일반 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최종 처리 및 매립

하는 장소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자로부터 일정 반입 수수료를 

수령하여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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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재활용봉투에 혼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방을 위해 계도하고 스

티커를 붙여 경고도 해보지만 잘 지켜지지 않음. 일정 기간 후 결국 수거

해서 처리할 수 밖에 없음.

○ 농촌지역의 폐기물 처리

－생활폐기물(재활용품도 동시에 수거): 군단위의 경우 일정을 짜서 순회

하게 되는데, 읍·면소재지는 4일 생활폐기물, 1일 재활용품 수거를 함.

농촌지역의 경우 어느 지역은 주당 2회 혹은 1회씩 사정에 따라 순회하

며 운용됨. 이 때 수거의 편의상 종량제 품목과 재활용 품목을 동시에 수

거함. 그러나 재활용품이라 하더라도 거의 환금성이 없는 것들임. 환금

성, 즉 시장에서 거래되는 폐포대와 하우스 비닐 등은 이미 고물상, 재활

용업자가 돈을 주고 가져가기 때문임.

－음식물폐기물: 수거는 격일제(2일에 1회)로 읍 면단위 소재지만 가서 수거

해옴. 마을까지 들어가기가 어렵고 비용 대비 효과가 적기 때문이며, 실제 

농촌 마을에서 음식품 폐기물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음. 분리수거통을 

마을에 무료로 설치해 운영 가능한 마을에서 요구 시 제공하고 있음. 분리

수거통(덮개 있는 것)을 약 30만 원 들여 공급했지만, 관리가 잘 안 됨.

－농촌 마을 단위 정부보조 하수, 오수 공동처리장: 환경부에서 보조받은 

경우 환경시설이라고 하여 관리하고 있음. 개인이나 개인이 모여 만든 

공동시설은 보조가 없고 시에서 지도관리만 하고 있음.

○ 축산분뇨의 처리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조례에 의하면 가축사

육자는 기본적으로 주위 환경과 시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해야 

함. 즉, ① 가축배설물의 제거와 공공수역 등에 무단 방류를 하지 말아야 

하고, ② 가축분뇨의 악취 및 기생충과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축

사 내 청결을 유지해야 함.

－가축사육자가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2군데인데 1곳은 직영, 1곳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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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가축분뇨수집 운반업자(현재 위탁해서 

운영)로 하여금 수집, 운반하게 하고 있음. 나주시 공공처리시설에 반입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타 지역의 가축분뇨, 그리고 일정한 행정처분 

등이 불이행되고 있는 경우임.

표 4-4. 나주시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장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부과기준 계 수수료 사용료 비 고

가축
분뇨

허가대상 1ℓ 12.6 10.6 2.0 ․배출자로부터 수집 운반하
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요금계산합계액의 10원
미만은 버린다.

신고대상 〃 11.6 10.6 1.0

규제미만 〃 10.6 10.6 -

○ 영농폐기물 처리

－마을단위 각종 폐비닐류: 환경공단 업무를 대행하는 수거인(민수자 혹은 

개인)이 수거한 후, 집하장에서 계근, 개인별 등급으로 계산된 결과를 시

청에 통보하고, 시청은 중앙정부 지원금(10원/kg)과 지방비를 보태어 지

불함.

－수거 시 수거 보상비는 A, B, C 등급별로 kg당 각각 120원, 100원, 80원

을 지급함. 아래 <표 4-5>와 같이 기준단가가 제시되고 있지만 지방자치

단체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표 4-5. 전라남도 수거등급 3등급제 표준(안)

구 분 적용단가 적용비율 비 고

A등급(인센티브) 140원/㎏ 15～25%
지자체 평균단가
100원/㎏기준

B등급 100원/㎏ 40～50%

C등급(디스인센티브) 60원/㎏ 15～25%

주: 현행 수거보상금(B등급) 기준으로 이물질 상태에 따라 차등 지급.

자료: 전라남도(2016. 3.).

○ 빈 농약병: 환경공단에서 직접 수거하고 비용을 지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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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령군 

○ 생활 폐기물의 수거, 음식물류 폐기물, 분뇨와 개인하수 수거, 처리

－생활폐기물: 기본적으로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봉투에 담

아 묶은 후, 지정된 일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도록 되어 있음.

－대형폐기물: 읍 면사무소에서 스티커를 구입, 배출하거나 대행업체에 통

보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배출할 수 있음<표 4-6>. 적법한 절차

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표 4-6.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처리 수수료

품 목 세부항목 기 준 수 수 료 비 고

가전제품류

냉장고

500리터 이상 12,000

300리터 이상 9,000

300리터 미만 6,000

세탁기 모든 규격 6,000

탈수기 모든 규격 3,000

청소기 모든 규격 3,000

가습기 모든 규격 3,000

다리미 모든 규격 3,000

팩스기기 모든 규격 3,000

에어컨디셔너

264㎡형 이상 12,000

66㎡형 이상 7,500

66㎡형 이하 4,500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7,500

12인치 이상 4,500

전축 모든 규격 3,000

컴퓨터 모든 규격 3,000

스피커 모든 규격 3,000

온풍기 모든 규격 3,000

난로 모든 규격 3,0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 이상 6,000

높이 1m 미만 3,000

전자렌지 모든 규격 3,000

선풍기 개당 3,000

주: 위외 가구류, 생활용품, 기타 대형폐기물(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등의 단

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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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류별로 배출요일을 아래 <표 4-7>과 같이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농촌 실정에 맞도록 토요일에도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회

수해 가고 있음.

표 4-7. 종류별 배출요령 및 배출일시

종류별 배출요일 배출요령 배출시간·장소

일반쓰레기 월, 수, 금, 토
흰색 규격봉투 및 재사용 봉투

에 넣어서 묶음

수거 전날 일몰

시간부터 수거

당일 아침

6시까지 지정

된 배출장소

음식물류폐기물 월, 수, 금, 토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에 넣

어서 묶음

재활용품 화, 목 종류별로 묶거나 봉지에 넣음

연탄재 화, 목 일반용기 등에 담음

대형폐기물 화, 목
읍·면사무소 및 대행업체 신고

후 스티커를 붙임

표 4-8. 쓰레기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가격

용 량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공공용봉투 가격

3ℓ 50원 무료

5ℓ 90원 무료

10ℓ 180원 무료

20ℓ 360원 무료

30ℓ 540원 무료

50ℓ 900원 무료

75ℓ 1,350원 무료

100ℓ 1,800원 무료

－현재 고령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봉투와 일반 생활쓰레기 봉투를 제작,

활용하고 있음. 제작은 군에서 하고 읍·면에서 필요한 양을 구매, 주로 

판매허가 슈퍼마켓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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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된 생활쓰레기는 간이 점검 후 1차 소각하며, 소각 이후 매립 처리

함. 현재 폐기물이 증가하면서 소각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농촌의 경우 일반 생활쓰레기를 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있도록 요소요소

에 집하장을 만들어 놓고 있음. 푯말과 간단한 펜스를 설치해 놓고 있음.

군에서는 주기적으로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음.

그림 4-1. 고령군 농촌지역 쓰레기 배출장소

○ 음식물류 폐기물: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

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

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결정함. 특별히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

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음

<표 4-9>.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하여야 함. 아울러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아래와 같이 음식물

류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일부에서는 일반 생활쓰레기 

봉투에 음식물 잔재를 넣어 배출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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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식품쓰레기

․조리전·후

음식물찌꺼기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비닐·병뚜껑·패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

시 제거 후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하게 함.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

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하고 있음.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

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

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고 있음.

현재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수거 후 사료 혹

은 퇴비를 생산하는 자들임. 이들은 정해진 처리비(공동주택의 경우 

1,000원~1,500원/월/세대)를 가지고 수거, 처리함. 분뇨의 경우에도 유사

한 방법으로 수거, 처리함.

－농촌지역에서도 음식물 폐기물이 발생하지만 소량이어서 모두 자체 처

리함. 전용봉투를 사용한 배출은 거의 없음.

○ 재활용품: 농촌지역의 경우 재활용의 필요성이 적은데, 배출량이 매우 적기 때

문임. 읍내지역은 재활용 분리배출이 가능하지만 농촌은 거의 이뤄지지 않음.

－배출자들의 낮은 의식 수준으로 적절한 배출이 이뤄지지 못함. 특히 이 

장소가 수거의 편의를 위해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나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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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내부청소 안내
1. 평소 군정 발전과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정화조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규

정에 의거 매년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내부청소기한은 앞

면에 표기된 청소기한까지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청소시에는 반드시 입회하여 청소량 및 요금을 확인하시고 영수증을 발급받아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 대행업체 : OOOO ☎ (054) OOO-OOOO

♣. 청소요금 : 기본 ( )㎥까지-( )원, 매 초과 0.1㎥-( )원 추가

고   령   군   수

무단 배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단속이 매우 어려움.

－수거상 문제: 적법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도로나 

농경지 등 지정하지 않은 장소와 시간에 버리는 경우도 있음. 결국 가져

가지 않아서 시청에서 수거, 처리하게 됨. 대부분 지자체에서 흔히 발생

하는 문제임.

○ 분뇨와 개인하수처리: 군수는 대행기관 및 추정 청소량,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형식별 대수 등을 결정함. 고령군에는 

2곳의 하수처리장이 있음. 고령과 다산면에 위치하고 있음.

－우선 개별분뇨와 하수는 대부분 정화조에서 1차 처리하게 되며, 1년에 1회 

정도 분뇨수집업자에 의해 수거, 운반된 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게 됨.

－운반에 따른 비용은 개별 가구에서 받게 됨. 즉, 오수의 처리비용 확보를 

위해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 분뇨처리 비용까지 포함된 처리수수료를 

산정, 징수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수치는 조례에 규정하고 있음.

－분뇨처리장은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이 회사에 관리대행 비용

을 지불하게 됨.

－한편 정화조의 경우 내부청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

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련자에게 청소이행기한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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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청소를 하지 아니할 때 군수는 계고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정화조 등의 청소 시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가동 

및 관리기준에 부적합하게 운영하는 정화조 등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분뇨처리장에 모아진 분뇨는(가축분뇨도 마찬가지) 하수처리 수준 정도

까지 1차 정화처리한 후, 일반 하수와 합수하여 처리함.

－고령군에서도 다른 군과 같이 하수도 사용료를 아래 <표 4-10>과 같이 

징수하고 있음.

표 4-10. 고령군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 종 사용구분(㎥/월)
㎥당 단가(원)

처리장 유입 하수관로 사용

가 정 용

1 20
21 30
31 40
41 이상

241
277
313
361

97
112
126
145

일 반 용

1 30
31 50
51 100
101 500
501 이상

313
349
385
421
469

126
141
155
170
189

대중탕용

1 200
201 300
301 500
501 이상

289
337
385
433

116
136
155
175

전용공업용 단일종량 255 103

주: 상수도수용가는 상수도업종을 그대로 적용하고 그 외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단일시

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

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 축산분뇨의 처리: 고령군에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공공처리시설은 필요 시 시설의 일부 혹은 전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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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 수집·운반만 민간에 위탁한 상태임.

○ 가축분뇨 수거대상지역은 고령군 전역임. 다만,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가축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아니 

할 수 있음.

－다산면에 있는 하수처리장(2곳 중 하나)은 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곳

임. 개별 농가로부터 운반수집업자에 의해 수집된 가축 분뇨(돼지 분뇨)

를 자체 운영 중인 공공처리장에 이송하게 됨.

－이 때 수집·운반 및 처리비를 해당 축산농가로부터 받음. 공공처리시설 

유입 수질과 처리비용 단가는 아래 <표 4-11>과 같음. 이곳에서도 결국

에는 하수와 합수처리하게 됨. 즉, 가축분뇨를 유입하수 수준으로 1차 처

리한 후 하수유입소에 투입해 하수종말 처리를 하게 됨<표 4-12>.

－문제는 악취가 심하다는 것임. 일부 농가에서는 자체 퇴비화한다고 하는데,

악취가 심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하수정화처리구역 

내에서는 할 수 없음.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음.

표 4-11. 고령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계 수집·운반수수료
공공처리
시설사용료

비고

허가대상 17,500 9,500 8,000

신고대상 15,500 9,500 6,000

신고미만 11,500 9,500 2,000

표 4-12. 고령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입수질 기준
단위: ㎎/ℓ

BOD COD SS T-N T-P 비고

30,000 16,000 25,000 5,000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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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비닐수거 환경공단 수거전표

표 4-14. 고령군 읍·면 수거실적 집계표

○ 영농폐기물 처리

－폐비닐: 기본적으로 환경공단에서 수거해 가져감<표 4-13>. 현재 대부분 

마을 지도자, 예컨대 새마을지도자회를 중심으로 수집해 놓으면 민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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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고령군 보상금 지급 신청서

들이 수거해 가져가서 등급별(환경공단 등급으로 나주시의 경우와 동일)

로 계근하고 수거전표를 군에 제출함. 이를 근거로 해서 등급별 양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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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농민에게 지급하게 됨<표 4-14>. 마을마다 

지급대상은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회, 개인 등 다양함.

－그런데 대부분의 비닐은 분류되지 않고 배출되기 일쑤인데, 대량 배출자

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분리해서 배출하게 됨. 고령 감자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비닐을 중심으로 수집장을 설치하여 수집한 후 처

리하고 그 수입은 조합의 운영비로 사용하기도 함.

－현장에서 고가에 팔리는 하우스용 비닐의 상당수는 개별 농민들이 직접 

관련업자에게 판매하기도 하고, 고물상들이 가져감. 멀칭의 경우 농가배

출이 어려울 경우 오히려 농민이 돈을 주고 처리를 부탁하는 경우도 더

러 있다고 함.

－빈 농약병: 이것 역시 최종적으로는 환경공단에서 수거해 감. 고령군의 

경우 마을별로 수거함을 만들어 보급하였음. 여기에 빈 농약병과 봉지를 

넣어두면 일정 시기에 수거해서 농협이나 읍·면 사무소에 집결시킨 후 

환경공단에서 가져가도록 함. 환경공단은 소정의 단가표에 의해 해당되

는 수거비를 지급하게 됨. 아래 <표 4-15>와 같이 마을별로 보상금지급

신청서를 고령군수에 제출하면 이를 종합해서 해당 통장에 입금토록 하고

있음. 이 때 관리 농민은 마을 대표자, 부녀회, 새마을 지도회 등 다양함.

－폐부직포: 구입 시 대체로 50%의 보조를 받고 있는데, 이는 별도로 재활

용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군에서 단가를 결정해서 처리하는 

데 현재 약 5,500원/kg 정도임. 군 예산은 연간 약 900만 원 정도인데 지

금까지 이 예산을 가지고 처리해 오는 데 큰 문제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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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 생활 오염원 처리

2.1. 생활 오염원과 오염형태

○ 농촌 농가의 일상 생활에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 쓰레기와 폐기물의 종류,

그리고 그 오염대상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 4-16>임.

－가장 많은 것은 각종 폐수와 하수인데 음식물 조리와 정리과정에서 발생

하는 생활하수와 화장실과 목욕실 등으로부터 하수, 사람 분뇨가 중심이 

됨. 이들은 잘못 관리할 경우 가장 강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수질오염

과 토양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물론 악취의 원인으로도 작용

하게 됨.

표 4-16. 농가배출 폐기물과 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악취

농가의 생활하수 　 ○ ○ △　

농가의 화장실, 분뇨 　 ○ ○ △

농가의 세탁수(세제)와 목욕물 　 ○ ○ △

농가의 음식물쓰레기 　 ○ ○ △

농가의 식용유 　 ○ ○ △

취사유류와 가스 ○ 　 　 △

자동차 배출가스 ○ 　 　 △

쓰레기와 폐기물 소각 ○ 　 　 △

○ 농가의 취사 시 사용하는 유류와 가스, 보유 자동차로부터의 가스배출은 대

기오염을 가져올 수 있음. 각종 생활 쓰레기와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역시 부적절한 소각은 대기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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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농촌 지역 내 각종 관광과 음식점 등의 시설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쓰

레기 역시 농촌 지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오염원임.

표 4-17. 농촌숙박, 관광시설 폐수와 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악취

농촌숙박, 관광시설의 생활하수 　 ○ ○ △

농촌숙박, 관광시설의 화장실, 분뇨 　 ○ ○ △

농촌숙박, 관광시설의 음식물쓰레기 　 ○ ○ △

농촌숙박, 관광시설의 식용유 　 ○ ○ △

농촌숙박, 관광시설의세탁수(세제)와목욕물 　 ○ ○ △

2.2. 마을 단위 쓰레기 처분

2.2.1.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3구

○ 각종 생활하수와 오수: 각 농가별로 1차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음. 물론 일정한 기간 이후에 시청에서 내용물을 수거해서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배출 폐수와 하수 등으로 

인해 수질과 토양 오염의 여지가 있음. 개별 농가단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려움.

○ 유기성 잔재와 폐기물: 음식물쓰레기나 배추, 무 꽁다리 등은 밭에 묻거나,

동물에게 먹여서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것은 없음. 환경문제의 소지가 없다

고 함.

○ 옷가지: 부녀회에서 일정 시기에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읍내 혹은 큰 마을의 

경우 마을에 수거함을 설치해서 상시 수거함. 이것들은 수거업자가 수거해 

가는데,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불우이웃 등에 전달·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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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와 박스: 마을에서 모아두기도 하고 개인이 알아서 처리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물상들이 마을을 방문해서 가져감.

○ 공병: 소주병, 콜라병과 맥주병 등은 개인이 농협마트에 가져가면 돈을 주

는데 노인들이라 이동이 어려워 공동집하장에 내놓으면 부녀회에서 농협에 

가져다 주고, 받은 돈은 마을 기금으로 사용하거나 경로당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주기도 함.

○ 일반쓰레기: 기저귀와 깨진 병 등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면 시청에

서 순회, 수거해 감. 일반쓰레기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해야 하는 쓰레기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의 주무관청인 나주시청에서는 1주일에 

1~2회 정도 순회수거해서 처리한다고 함.

○ 취사유류, 가스: 농민이 아닌 관련 기관에서 설치하고 허가된 업체로부터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의 문제는 없음.

○ 소각: 모든 농민들이 소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일부 생활 쓰레

기를 마당에서 혹은 아궁이에서 소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함.

2.2.2. 나주시 노안면 용산리 4구

○ 각종 생활하수와 오수: 생활, 목욕실 등의 하수는 개인 정화조를 활용하고 

있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청에서 정화조를 청소하라고 연락이 옴. 이 때 

돈을 주고 정화조 청소를 하면 됨.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청

소를 요구하는지는 파악이 어려움.

○ 유기성 잔재와 폐기물: 각종 농산물과 음식물쓰레기 등은 밭에 묻거나, 동

물 먹이로 공급해주고 있어서 쓰레기로 배출되는 것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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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식용유: 비누로 만들어 사용함. 그럭저럭 다 소비하기에 문제는 없다고 보여짐.

○ 옷가지: 부녀회에서 시청에 이야기하면 그때 거두어 감.

○ 종이와 박스, 공병: 고물상들이 와서 거둬가기도 하고, 병은 개인들이 알아

서 처리하거나 돈을 받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면 1주에 2회씩 시청에서 순회,

수거해 감.

○ 소각: 노지 내지는 집안 내에서 소각하는 경우도 있음.

2.2.3.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와 인안길 마을

○ 분뇨와 생활하수: 사람의 분뇨와 생활, 목욕실 등의 하수는 개인 정화조를 

통해 1차 정화한 후 1년 1회 군청에서 정화조 분뇨와 하수를 수거, 처리함.

○ 유기성 잔재와 폐기물: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농촌지역에서 음식물 잔재를 

포함한 유기성 폐기물은 가축에 먹이로 주거나 농지에 거름으로 사용하고 

있어 외부 배출이 없다고 보는 것인 현실적이라 여김.

○ 종이와 박스, 공병을 포함한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면 1주

에 1회 정도(불규칙할 때도 있음) 시청에서 순회, 수거해 감. 하지만 무단 배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그럼에도 대부분 군청에서 수거해 가고 있는 실정임.

○ 대형폐기물과 옷가지: 대형폐기물은 읍·면에서 발행하는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면 처리업자가 가져감. 마을단위에서 배출하도록 일정한 함을 만들

어 보급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방치되었음.

○ 소각: 대부분 노지에서 소각하는 경우와 가정에서 소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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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악취

관개수 　 ○ △ 　

화학비료 　 ○ △ 　

유기질비료 　 ○ △ 　

식물영양제 　 ○ △ 　

화학농약 　 ○ △ 　

하우스비닐 　 　 ○ 　

각종 가림 비닐 　 　 ○ 　

멀칭비닐 　 　 ○ 　

볏짚랩핑비닐 　 　 ○ 　

제품포장랩 비닐(비료, 사료 등) 　 　 ○ 　

각종 비닐포대 　 　 ○ 　

유류와 오일 ○ 　 　 △

각종기계류 사용연료 ○ 　 　 △

시설농업난방류 ○ 　 　 △

표 4-18. 농가배출 폐기물과 오염

○ 농촌지역의 생활폐기물이 원활하게 수거·처리되지 않는데, 과거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 업무를 직영할 때는 군에서 수거함. 하지만 지금은 민간업자가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은 수거하지 않아 자연히 오염 문제를 야기하게 됨.

3. 영농폐기물 오염원 처리

3.1. 영농폐기물과 오염형태

○ 농업경영과정에서 사용되는 영농자재는 대단히 다양함. 시설첨단 농업이 발

전해 가면서 그 종류가 매우 많아졌고, 그 처리방법 역시 제각각이어서 파악

하기조차 어려움. 그렇다고 모든 폐영농자재들이 아무렇게나 처리된다는 것

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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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직접적으로 실험과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오염과 오염원은 

오염된 관개수, 농약과 비료, 식물영양제 등으로 작물에 직접적으로 뿌리는 

자재들임<표 4-18>.

－다음으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은 각종 필름과 플라스틱류의 영농자재

임. 이것은 적절한 제도적 관리하에 처리되고 있음.

3.2. 마을 단위 영농폐기물 처리

3.2.1.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3구

○ 영농폐기물 수집장소의 설치와 활용: 나주시에서는 마을에서 제공한 땅에 

영농폐기물 수집장소를 설치하여 주고, 여기에 각종 영농폐기물을 수집, 처

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그림 4-1>.

그림 4-2. 영농폐기물 수집장소 안내문

○ 영농폐기물의 처리

－비닐의 경우 처음에는 부녀회에서 수거해서 재생공사에 가져다 주고 돈

을 받았으나, 이제는 직접 수거해서 운반하는 것이 어려움. 그래서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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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마을 집하장에 내놓고 어느 정도 양이 되면 시청에 전화를 하

여 가져가도록 요구함. 이 때 환경공단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리고 수거해 간 비닐에 대한 보상금은 나중에 부녀회에 입금됨.

－마을주민들에 의해 배출되는 비닐류는 비닐 포대, 하우스 비닐, 멀칭 비

닐 등 많은데, 사실 멀칭을 제외하면 일반 고물상에 판매해 수입을 얻을 

수 있음. 하지만 대부분 주민들은 폐비닐을 마을 집하장에 모으고, 이를 

부녀회에서 처리한 후 마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장에서 수거해 간 것은 환경공단 집하장에 입고되면서 계근이 되고 결

과는 공단과 시청에 보고됨. 운반자는 환경공단으로부터 수거비를 받게 

됨. 시청은 중앙정부, 환경부에서 지불하는 10원/kg을 받게 되고 이를 기

초로 매칭펀드로 지자체에서 수거촉진비를 설정해서 농가에 입금을 하

게 됨. 대부분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임. 정확하게 어느 것이 얼마여서 돈

이 얼마 들어오는지 부녀회는 잘 모름.

－환경공단의 수거업무를 대신하는 수거인들은 과거 공단과 재생공사 합

병 시 퇴직자들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들이 현장에서 폐비닐을 수거

해서 환경공단에 전달함. 이 때 농촌에서 시장거래되는 비닐과 포대 및 

멀칭 비닐이 섞여 있어서, 이것들이 분리 처리되는지 아니면 혼합처리

되는지는 잘 알 수 없음. 고급 비닐을 중간에 판매하여 수입으로 가져가

는지도 알 수 없음. 보온자재, 육묘상자 등도 모아지는데 대부분 수거해 

갔었음.

－이 지역은 수도작 평야지여서 밭작물이 많지 않고 따라서 배출되는 폐자

재도 몇 종류 안되어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음. 단지 중산간지의 경

우 밭작물 종류가 많고 사용하는 자재도 매우 다양하며 소량이어서, 태

우는 경우와 도로나 포장 인근에 방치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

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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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는 혼합배출, 부적절한 손질, 재활용 비대상 영농폐자재의 배출,

출입개방으로 인한 위험성, 비가 올 경우 이물질과 오염물질의 배출 가

능성 등의 문제가 있음.

그림 4-3. 영농폐기물 수집장

3.2.2. 나주시 노안면 용산리 4구

○ 영농폐기물 수집장소의 설치와 활용: 나주시에서 마을 회관 옆 공터에 일정

한 망을 설치해 이곳에서 각종 영농폐기물을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영농폐기물의 처리

－농약병의 경우 마을 우산각(정자) 옆에 모아 두었다가 농협에서 수거 날

짜를 알려오면 가져다 줌. 그러면 농협에서 해당되는 돈을 부녀회 통장

에 입금해 줌. 부녀회에서 자신들의 배출량에 따른 정확한 수령금액을 

잘 모르고 있음.

－남은 농약 액체(상)는 대부분 농약살포 현장에서 다 처리하여 문제가 없

지만, 입제와 분제의 경우 남아서 집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

도 관리가 소홀함. 농약 수거함을 보급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음.

그림 4-4. 수집장에 쌓여 있는 비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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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농약병 포대와 방치, 처리비 입금통장

－문제로 나타나는 것은 그물망 정도로 적치장을 구분하기 때문에 비와 바

람에 적재 폐기물이 날아가고, 이물질과 오염물질이 그대로 인근 논이나 농

수로로 유입됨. 다양한 폐영농자재가 혼합 배출되고 있으며 부적절한 손

질, 재활용 비대상 영농폐자재의 배출이 일상임. 거의 노지에 있는 정도

로 출입이 개방되어 위험성이 많음. 아이들이 놀 때 쉽게 접촉될 수도  

있음. 농약병들은 마을 정자 옆에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어서 매우 위험한 

상태임. 효율적인 수거와 수거 후 재활용에 애로사항이 상존하고 있음.

3.2.3.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와 인안길 마을

○ 영농폐기물: 면에서는 마을마다 농약수거함을 만들어 공급하였음. 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음. 마을 주민들은 농약병과 포대 이외의 폐비닐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쓰레기를 투입하고 있음<그림 4-6>. 아울러 수거함 주변

에 각종 쓰레기를 쌓아놓아 오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그림 4-6. 고령군 농촌 쓰레기 수거함과 옷수거함

수거함 수거함 내부 옷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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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의 새마을지도자회에서 폐비닐과 폐농약병을 모으고, 면단위 농협에 

집결한 다음 환경공단과 군에서 처리하고 보상금은 다양한 봉사활동에 사

용한다고 함. 새마을지도자회에서는 고철이나 박스 등도 모아 기금화하여 

김장담그기, 집 고쳐주기 등의 봉사에 사용한다고 함.

○ 비닐의 경우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면 수거해 가지만 상당수 농민들은 무단

배출하거나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그림 4-7>.

그림 4-7. 길가 방치 폐비닐, 소각흔적

○ 보온자재의 경우, 부직포와 보온 커튼이 많은데, 재활용공장에 가져다주면 

처리해 줌. 면사무소에 가져오면 면에서 일괄 처리도 해주는데 홍보가 미흡

하여 잘 안됨.

○ 개진 감자영농조합법인: 이들은 해당 조합원들의 폐비닐 처리를 돕기 위해 

자체 집하장을 설치·관리·처분하고 있음. 대량으로 사용하는 조합원들을 위

한 것이지만 인근 농가의 폐비닐도 처리해 주고 있음. 바람직한 형태로 보

여짐. 판매금은 조합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음.

○ 한편 조합 대표와 농민들과의 조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와 건의가 

있었음.

① 가장 먼저 외부인에 의한 불법적인 폐기물 투척 및 배출이 문제임. 농촌

지역을 오염시키고 있지만 대처방안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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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개진 감자영농조합법인 폐비닐 수집장

② 영농자재가 다양하게 만들어지면서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을 혼합해 사

용하는 경우가 많음. 생산단계에서부터 정부의 표준화가 필요함.

③ 노인들 일자리 창출 차원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들을 빈농약병과 폐비

닐 수거작업에 투입하는 것도 바람직함.

④ 불법 투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중요함. 관련된 시설과 제도정비가 요

구됨.

⑤ 마을별 관리책임자를 두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관련 시설과 배출관리

가 잘 이뤄질 것임.

4. 축산오염원과 처리

4.1. 축산오염원과 오염형태

○ 축산경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자재를 제외하고, 축산에 관련된 오염 대

상물만을 보면 아래와 같이 축분과 폐수, 사체임<표 4-19>.

－이들로 인한 오염문제 지적이 적지 않은데 모두가 매우 중대한 오염원이

며 오염의 범위도 비교적 넓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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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축산과 오염

구분 수질오염 토양오염 악취

가축의 축분 ○ ○ ○

축사의 폐수 ○ ○ ○

매몰가축 사체 ○ ○ ○

4.2.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4.2.1. 가축분뇨의 처리 결과(기존 연구 결과)

○ 논산시 관내 마천면 유역의 가축분뇨와 퇴비, 액비의 환경조사 결과에 의하

면 유기물질과 영양염류, 금속성분, 무기물질 등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

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18

－다만 발전적 차원에서 가축사육밀도, 개인과 공공처리시설의 처리공정 

개선, 분뇨와 퇴비, 액비의 살포에 대한 규정의 제정과 관리가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었음.

○ 4대강 수계 주변을 중심으로 조사된 결과를 보면,19 퇴비 성상 분석 결과 

T-P에 비해 T-N 함량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그리고 주변 하천 및 호소의 

환경오염은 T-P보다는 T-N에 의한 오염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었음.

－퇴비화 시설개수와 T-N의 상관관계를 보면 정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그 

정도는 높다고 보기 어려움. 추가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함. 다만 퇴비화 

시설개수와의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T-P에 비해 T-N이 더 높았음.

－퇴비 살포 시 주변 하천 및 호소의 부영양화가 우려되고 악취도 발생되

18 정동환 외. 2012.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영향 시범조사. 국립환경과학원.
19 박배경 외. 2014.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처리 및 배출실태조사연구.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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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보다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마련

하기 위해 퇴비 발생~살포 후 효과까지 추적 조사해야 함.

－지역적인 발생과 소비의 불균형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관리 시스템 구축

도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음.

○ 논산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20 논산계룡축산농협이 생산한 액

비에서 기타 지역 배출허용기준 1ppm을 초과하는 암모니아는 33건, 기타 

지역 배출허용기준 0.02ppm을 초과하는 황화수소는 33건으로 나타났음. 앞

으로 액비의 냄새물질기준을 공정규격에서 논의해야 할 것임.

－시범지역 가축분뇨 및 환경영향 조사 결과를 보면, 방류수에서 금속성분 

중 As, Cd, Pb의 양은 하천에서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보다 낮았음. Na+

이온은 다소 높게 배출되었음. 하천수, 지하수, 농경기 유출수, 경작지 토양 

등에서의 조사 결과도 그리 불량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그럼에도 밀식사육으로 인한 오염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축단위(LU,

Livestock unit) 기준에 맞는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하며, 일부 지

하수를 혼합해서 방류하고 있는데 개선이 필요함.

－세척수가 불필요한 공공처리시설의 처리공법도 필요함. 나아가 냄새기

준도 중요함. 적정량을 시비할 수 있도록 시비법을 개발, 보급해야 함. 적

정한 토양단위 성분기준을 만들어 활용해야 할 것임.

4.2.2. 가축매몰지의 환경문제

○ 매몰가축 사체

－일부 액상을 뽑아가는데 어디에 사용하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잘 모름.

매몰된 지역을 중심으로 누출이 되는지 현재로는 알 수 없음. 최근 매몰지 

소유자들이 빠른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음.

20 정동환 외. 2013.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영향 시범조사(Ⅱ). 국립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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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문제 발생 가축을 100℃에서 급속 건조

한 다음 갈아서 퇴비원료로 사용하면 됨.21

4.2.3. 농장상황

○ 농장의 상황은 축종과 시설, 경영주의 처리 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매우 다

양하게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음. 문제는 돈분의 처리임.

○ 돈분(고령)

－가장 처리가 어려운 분뇨인데 일부는 자체 처리하고, 일부는 부산물 비

료생산에, 일부는 기초자치단체의 공공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음. 처리

방법과 선택은 지역과 농장주에 따라 매우 다양함.

－일부 농가단위에서 일정 기간 후 분뇨를 퇴비로 만들거나, 액비를 비료

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악취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특히 오래

된 돈사로부터 오염물질의 유출과 악취가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현재 액비는 사용 희망자가 해당 농지를 읍·면을 통해 시·군에 신청하며,

그 결과를 농민에게 통보함. 액비는 주거지 100m 이내 살포는 금지되고 

있음. 정부기관에서 이러한 것을 관리하고 있지만 모든 지역을 적법수준

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 돈분(나주)

－소와 닭 분뇨는 대부분 부산물 비료생산의 원료로 사용됨.

－돈분이 역시 문제가 되는데, 가축분의 경우 고형물을 짜서 퇴비원료로,

21 이하는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이기에 사실확인이 필요함: 수요조사를 통해 전남

에 2개 기계를 배정하고 2017년도에 사업을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있음. 문제는 장

비 가격이 고가여서, 그리고 처리 시 수집운반차, 중장비차 등과 같은 부대장비가 

필요하여 많은 자금이 필요함. 현재 지자체에서 법인, 특히 농협에게 이 사업을 주

려고 하는데 개별사업자에 위탁 운영하는 방법의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농기계은행 책임운영자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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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은 처리 업체에 이관을 하기도 함. 문제는 액비인데 겨울철 논에 무

절제하게 살포하여 다음 농사를 망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농민들이 

사용을 자제하고 있음. 오래된 축사로 인한 오염 문제는 여전함.

그림 4-9. 한우 축사의 모습

5. 오염 관련 농민조사 결과

5.1. 조사개요

○ 농촌의 쓰레기와 폐기물은 개별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마을단위에서 

이뤄짐. 동일한 마을 주민을 상대로 조사할 경우 거의 유사한 결과가 도출

된다는 것임.

－따라서 보다 광범위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마을당 1인을 조사하였음.

가능한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등)을 대상

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음.

－조사는 전남과 전북,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7월 상반기에 이뤄짐.

총 조사대상 농민의 수는 50명임. 전남과 전북, 충남 각각 17명, 17명, 16명임.

－조사는 준비된 조사표를 가지고 조사원이 농촌을 방문해 면담조사로 이

뤄짐. 전반적인 상황 파악이 주된 조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자

료와 수치분석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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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주요 분석의 결과

< 오염인식과 경험 >

○ 오염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 수준은 낮다고 하기 어려움. 오염에 대해 그런

대로 알고 있거나 나름대로 잘 안다고 응답한 농민들의 수가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표 4-20>.

표 4-20. 오염 인식 정도

구분 빈도 %

아주 잘 앎

그런대로 앎

그저 그런 정도임

잘 모름

거의 모름

21

24

4

1

0

42.0

48.0

8.0

2.0

0.0

합계 50 100.0

○ 이와 같은 높은 인식 수준에 기여한 것은 역시 TV임. 이를 통해 오염에 관

한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접하고 있었음. 일부 교육 관련 기관의 홍보에 의

한 부분은 10% 미만으로 적었으며, 그 외에 인터넷을 통해 오염 정보를 얻

고 있었음.

○ 오염인식 수준 정도에는 못 미치지만 적지 않은 농민들은 현재의 오염상황

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음. 적어도 현재의 오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비율이 68%이며, 이 가운데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농민들의 

비율은 전체의 24%에 이름. 심각성이 약하다는 비율은 8%에 불과함.

○ 농민들의 88%는 상대적으로 농촌에 비해 도시의 오염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었음<표 4-21>. 상대적으로 공기와 대기오염이 크며, 식수와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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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가 뒤를 잇고 있음. 전체적으로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되고 있음.

표 4-21. 도시에서 더 심각한 오염분야

빈도 %

공기 및 대기오염

식수오염

소음공해

모두다

34

12

3

1

68.0

24.0

6.0

2.0

합계 50 100.0

○ 오염에 대한 잘 알고 있는 것과 관심이 있는 것은 다른데, 농민들의 상당수

는 관심을 갖고 있었음.

－조금 이상의 관심자의 비중이 54%임. “그저 그런 정도” 까지를 관심자로 

포함한다면 그 비율은 88%에 이름.

－일부 무관심자에 그 이유를 물어보니, 농촌에 오염이 없으니 관심이 적

고 이것보다는 소득활동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돌아왔음.

○ 농촌에 살면서 가장 심각한 오염은 어느 것인가에 대한 응답을 보면, 대체

로 물에 관련된 오염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음<표 4-22>.

－현재 대부분의 농촌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은 지하수에 관심을, 그리고 오염된 용수로 인한 문제는 용수에 대한 관

심을 야기하고 있음.

－대기오염과 농지오염, 각종 농자재에 의한 오염 등 다양한 분야의 오염

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음.

－이러한 오염의 발생 원인으로 가장 먼저 비료와 농약의 과도한 사용, 축

산분뇨 및 폐수의 부적절한 관리, 그리고 농민들의 의식 부족과 부적절

한 행위, 적절한 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족을 들고 있음. 적절한 수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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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착되어 있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농기계 사용은 대기오염에 영

향을 줄 것으로도 보고 있었음.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 빈도 %

농업용수오염

지하수 오염

수돗물 오염

대기 오염

농지 오염

각종 농자재 오염

축산분뇨 오염

농촌 주변 환경오염

악취문제

소음공해

6

7

2

9

5

4

3

2

1

0

12.0

14.0

4.0

18.0

10.0

8.0

6.0

4.0

2.0

0.0

1

3

1

5

2

15

5

4

3

0

2.6

7.7

2.6

12.8

5.1

38.5

12.8

10.3

7.7

0.0

합계 39 100.0 39 100.0

표 4-22. 농촌 내 상대적으로 심각한 오염 종류

○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음. 총 50명 가운데 25명

(50%)이 직간접적으로 오염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고 함.

－피해 1순위는 역시 축산분뇨와 악취로 인한 것으로 생활하기 힘들 정도

의 악취와 농지 및 농업용수의 오염이었다고 함. 지하수 오염(과거 농촌

에서는 샘물을 식수로 사용하였음)으로 식수를 얻기가 어려웠다는 것이 

2순위 피해임. 3순위는 무분별한 쓰레기 무단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수질 오염이었음. 마지막으로 화학비료와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

한 토양의 산성화와 생물 생육 지장 및 기형 식물 발생이었음.

○ 몇 가지 주된 오염의 원인에 대해 물어본 결과,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오

염원으로 지적되는 것은 축산폐수와 농약·비료의 부적절한 사용이었음<표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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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인근 공장으로부터 하천으로 유입되는 공장의 폐수임. 사실 

농촌 지역에는 무분별하게 각종 공장들이 산재해 있어서 이들로부터 폐

수유입이 비교적 용이하게 되어 있음. 하지만 이 공장폐수는 다양하게 

농업과 농촌을 오염시킨다는 반응임.

표 4-23. 주된 농업과 농촌 오염의 원인

구분
농업용수오염 농지토양오염 지하수오염

빈도 % 빈도 % 빈도 %

공장 폐수

축산 폐수

농약과 비료

생활폐기물 무단배출

액비사용

기타

8

15

19

7

1

0

16.0

30.0

38.0

14.0

2.0

0.0

8

9

22

10

0

1

16.0

18.0

44.0

20.0

0.0

2.0

11

18

16

3

0

2

22.0

36.0

32.0

6.0

0.0

4.0

합계 50 100.0 50 100.0 50 100.0

< 생활폐기물의 발생과 처리 >

○ 일반 생활 쓰레기는 종류에 따라 처리 방법이 약간씩 다름<표 4-24>.

－우선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1차적으로 수거함에 처리하는 경향이 강하

고, 처리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고물상에서 수거·처리하는 경

우가 많음. 음식물의 경우에는 역시 동물 사료 혹은 비료로 사용하는 경

우가 많으며, 일부 분리수거하는 곳은 읍내 정도에서 수거차가 정상적으

로 운용되는 곳임.

○ 불법으로 되어 있는 소각은 소각이 가능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이뤄지고 있

음. 각종 의류와 박스류, 신발 등은 부엌이나 마당에서 소각 처리하는 경우

가 많음. 비닐 포장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생활 쓰레기가 농가 내외부에서 

소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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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처리방법(상위 3가지 방법)

각종 의복류 수거함에 처리(74.0), 소각 처리(20.0%), 고물상에 처리(6.0%)

각종 종이, 박스 고물상에 판매(40.0%), 소각 처리(35.0%), 수거함에 처리(25.0%)

신발류 수거함에처리(48.0%), 소각처리(24.0%), 종량제봉투사용하여처리(18.0%)

음식쓰레기류 사료 및 비료로 사용(52.0%), 분리수거(38.0%), 소각 등(10.0%)

각종 가구 공공기관에서 수거(48.0%), 수거장소배출 처리(20.0%), 소각 처리(10.0%)

병류 고물상처리(42.0%), 공공기관, 수거함재활용처리(38.0%), 종량제배출(8.0%)

알루미늄포장지
분리수거 후 종량제 봉투 사용(22.0%), 소각(18.0%), 수거함

처리(16.0%), 고물상에 처리(16.0%)

비닐포장지 고물상에 처리(22.0%), 종량제 처리(20.0%), 소각(20.0%)

식당도구 고물상에 처리(28.0%), 종량제 처리(18.0%), 수거함에 처리(12.0%)

기타 쓰레기 소각(46.0%), 종량제 처리(32.0%), 수거함에 처리(2.0%)

표 4-24. 품목별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영농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배출해 놓

는 장소가 확대되고 있음. 조사대상 마을의 40% 정도는 이러한 수집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나머지 60% 정도는 비설치 마을임<표 4-25>. 마을에서 부

지를 확보해야 이러한 시설 설치가 가능한데,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임.

표 4-25. 폐기물 수집장 설치 유무
단위:%

구분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

빈도 % 빈도 %

예

아니오

21

29

42.0

58.0

20

30

40.0

60.0

합계 50 100.0 50 100.0

○ 영농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수집장(적치장)설치 비용은 대부분 해당 지방자

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었음. 그럼에도 일부 마을에서는 선도적으로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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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나서서 설치지를 확보,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음.

표 4-26. 수집장 설치자 및 비용 부담자

구분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

빈도 % 빈도 %

행정기관

마을주민

영농조합

모름

13

4

1

3

62.0

19.0

5.0

14.0

13

3

0

4

65.0

15.0

0.0

20.0

합계 21 100.0 20 100.0

< 폐영농자재 발생과 처리 >

○ 농민들의 비료와 농약, 부산물 비료에 대한 표준시비와 방제기준을 잘 인지

하고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잘 알고 있다고 자신감 있게 응답한 비율은 

34% 수준임<표 4-27>.

구분
화학비료 농약 부산물비료

빈도 % 빈도 % 빈도 %

잘 앎

조금 앎

잘 모름

모름

17

20

9

4

34.0

40.0

18.0

8.0

16

21

8

5

32.0

42.0

16.0

10.0

16

18

11

5

32.0

36.0

22.0

10.0

합계 50 100.0 50 100.0 50 100.0

표 4-27. 농자재의 표준시비와 방제기준 인지도

○ 농민들이 표준시비와 방제량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표 

4-28>. 비록 어느 정도 관련된 정보와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준량에 비

해 많이 사용하고 있음. 그 이유로는 ‘수확량을 올리기 위해서’가 74.2%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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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병해충을 확실하게 방제하기 위해서’가 19.4%였음. 즉, 기존의 표준 시

비와 방제법은 농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8. 표준시비와 방제량 사용

구분
화학비료 농약 부산물비료

빈도 % 빈도 % 빈도 %

많이 사용

조금 많이 사용

표준시비 지키려 함

모름

4

16

25

5

8.0

32.0

50.0

10.0

6

14

24

6

12.0

28.0

48.0

12.0

6

14

22

8

12.0

28.0

44.0

16.0

합계 50 100.0 50 100.0 50 100.0

○ 이와 같은 잘못된 농약과 비료의 사용은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응답

자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었음<표 4-29>. 그리고 시비와 방제 시 대다수 농

민들(74%)이 잘못된 사용을 인지하고 있었음. 잘못된 행위로 오염이 된다

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방법을 지키지는 못하고 

있었음.

구분
농기계 화학비료 유기비료 농약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토양

농업용수

지하수

대기

농산물

인축

11

5

5

9

4

8

26.0

12.0

12.0

21.0

10.0

19.0

24

23

21

4

5

7

29.0

27.0

25.0

5.0

6.0

8.0

8

11

12

1

1

2

23.0

31.0

34.0

3.0

3.0

6.0

31

31

32

10

15

13

23.0

23.0

24.0

8.0

11.0

10.0

합계 42 100.0 84 100.0 35 100.0 132 100.0

주: 2곳 표시의 경우에도 포함, 정리함.

표 4-29. 영농자재 오용으로 인한 오염, 피해분야



품목 처리방법(상위 3가지 방법)

폐농기계 고물상 판매(70.0%), 제조업체 대리점 수거(14.0%), 방치함(6.0%)

화학비료포대 고물상 판매(68.0%), 수거함에 모아둠(22.0%), 재활용(6.0%)

유기비료포대 고물상 판매(64.0%), 수거함에 모아둠(22.0%), 재활용(6.0%)

빈 농약병 고물상 판매(44.0%), 수거함에 모아둠(36.0%), 소각(10.0%)

빈 농약포대 고물상 판매(42.0%), 수거함에 모아둠(36.0%), 소각(12.0%)

하우스비닐 고물상 판매(44.0%), 수거함에 모아둠(42.0%), 창고에 모아둠(8.0%)

유리 고물상 판매(34.0%), 수거함에 모아둠(20.0%), 방치(10.0%)

멀칭비닐 고물상 판매(40.0%), 수거함에 모아둠(38.0%), 소각(6.0%)

부직포 고물상 판매(34.0%), 수거함에 모아둠(22.0%), 방치(14.0%)

보온자재 고물상 판매(36.0%), 수거함에 모아둠(18.0%), 소각(8.0%)

하우스 골재 고물상 판매(54.0%), 수거함에 모아둠(12.0%), 재활용(4.0%)

양액 베드 고물상 판매(30.0%), 방치(8.0%), 소각(6.0%)

각종 끈, 핀 등 고물상 판매(30.0%), 수거함에 모아둠(22.0%), 소각(22.0%)

각종관수파이프 고물상 판매(53.0%), 수거함에 모아둠(17.0%), 재사용(11.0%)

육묘상자 고물상 판매(42.0%), 수거함에 모아둠(16.0%), 재사용(14.0%)

빈 포트 고물상 판매(51.0%), 재사용(17.0%), 방치(9.0%)

지주대 고물상 판매(58.0%), 수거함에 모아둠(9.0%), 재사용(9.0%)

표 4-30. 폐영농자재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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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자재의 부적절한,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오염과 피해분야는 품목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대체로 토양과 물, 인축, 농산물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사

실상 농촌에서는 이들 분야에 대한 오염을 가장 직접적으로 자주 접하게 되

고 있음. 농기계의 경우 인축에 대한 오염,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폐영농자재의 품목별 처리방법도 다양함<표 4-30>. 하지만 주력 방법은 대

부분의 폐자재가 환금성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고물상에 판매하거나 

아니면 마을 수거장소, 함에 배출하면 해당과 관련 기관에서 가져가는 것임.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여전히 소각을 하는 경우가 있음. 동시에 농가와 포장 

안팎에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이는 환경문제의 원인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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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폐기물 발생과 처리, 포장농작물 잔재 >

○ 축산농가(총 15명, 한우 12명, 젖소와 돼지, 닭이 각각 1명)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가축분뇨의 대부분은 자가 처리(12명)를 하고 있었음. 젖소

와 돼지는 외부반출하고 있음.

－자가 처리의 경우는 모두 퇴비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음. 외부 처리의뢰 

시 돈분의 경우 점차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 계분

은 비용부담과 판매수입 수령의 방법이 병존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점차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추세임.

○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가장 어려운 점은 자가 처리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퇴비를 만들 장소가 협소하며 퇴비제조에 따른 인력과 장비가 부

족 하다는 점 등임.

－외부반출 시에는 수거일정의 조율이 어려움. 아울러 분뇨 처리비용이 발

생하고 빠른 처리가 어려움. 자체 분뇨처리과정에서 민원이 없지 않은데 

대부분은 악취문제라고 함.

○ 특별히 가축 매몰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하수오염, 토지오염,

악취문제와 폐수발생의 개연성이 높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① 매몰지를 신중하게 적절한 장소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 특별히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인근 주변을 피해야 함. ② 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매몰해야 됨. 추후의 문제를 고려한 보다 바람직한 

매몰 규정을 검토, 만들어야 할 것임. ③ EM처리, 소각처리와 함께 가축

매몰지역의 환경관리를 강화해야 함. 가축 사체매몰과 처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교육이 필요함. ④ 마지막으로 매몰에 관련된 법과 관

리를 강화하여 2~3차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축산농가를 포함한 전체 조사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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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었음<표 4-31>.

－적어도 축산으로 인한 피해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응답자가 38명, 76%에 

이르고 있음.

표 4-31. 농촌 내 축산으로 인한 오염과 피해 정도

구분 빈도 %

많이 있다

조금 있다

그저 그렇다

거의 없다

9

29

9

3

18.0

58.0

18.0

6.0

합계 50 100.0

○ 피해를 인정한 38명의 피해내용을 보면 악취와 부적절한 축산 폐수관리로 

요약됨<표 4-32>. 특히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축산으로 부터의 악취가 가장 

문제되는 오염 내용이었음.

표 4-32. 축산오염 피해의 내용

구분 빈도 %

냄새, 악취

분뇨의 부적절 처리

축산폐수의 방류

28

6

4

73.7

15.8

10.5

합계 38 100.0

○ 이와 같은 오염피해를 주는 축종은 돼지가 대부분이라고 함. 일부 한우와 

닭을 지적하고는 있지만 돼지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었음.

－축산오염 피해에 대한 농민들의 대응은 대부분 무대응(75.0%)으로 일관

하고 있는데, 같은 마을 혹은 인근 주민으로 서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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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외지인에 의한 축산 경영이나 조금 심하다 할 경우 행정기관과 당

사자가 항의하는 경우가 있지만(18.0%) 지속적이라 보기는 어려움.

－행정기관에서도 집중적인 관리의 애로가 있기 때문에 오염 원인을 일거

에 제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있음.

－그럼에도 농민들은 수질오염과 악취를 발생시키는 가축 사육업에 대한 

허가와 사후 관리를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임. 사전에 오염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길 바라고 있음. 동시에 폐수처리 시설 

지원, 효율적인 지하수 수질 관리, 축산농가 허가 줄이기, 관련법안 재정

비 및 현실적 대처, 행정 처분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음.

○ 포장에서 발생되는 농작물 잔재의 경우 대부분은 그대로 파쇄, 포장에 되돌

리고 있었음. 대부분 농작물을 수확하면 잔재, 뿌리, 줄기 등이 남게 되는데 

일부에서 소각처리(13.0%)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대로 포장과 섞어서 처리

(87.0%)하고 있었음.

－소각하는 잔유물은 대부분 고추대, 참깨와 들깨대 등과 같이 단단한 줄

기 잔유물이었음. 볏짚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판매(17.0%) 하거나 사료

용으로 사용(33.0%)하고 있었으며, 논에 환원하는 비율은 비교적 낮은 

48.0% 였음. 배추, 무, 고구마 등의 잔재물은 그대로 포장에서 처리하고 

있었음.

< 농촌 내 비농업시설(공장, 관광, 숙박시설 등)로 인한 오염 >

○ 우리 농촌의 경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여기저기에 공장(30%)들이 산재해 

있음. 관광지(36%)와 숙박시설(24%)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음. 대부분 순수하

게 농업만을 하는 농촌지역은 거의 없을 것임.

○ 인근 공장으로부터 오염이 있다는 응답이 53%인데, 대기오염과 소음, 그리

고 지하수 오염이라고 함. 지역에서 문제시 되어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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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효과는 미미하다고 함.

○ 관광지로 인한 오염 피해가 훨씬 많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83.0%에 이르고 

있음.

－주된 피해는 축제 혹은 관광 이후 각종 쓰레기를 무단 배출하는 것임. 결

국 이는 자연파괴뿐만 아니라 미관 손상과 수질 오염 등 많은 문제를 가

져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지만 모두를 행정기관에서 감당하기에

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고 있었음.

○ 마을 주변에 숙박업소가 있지만(24.0%) 오염의 피해는 없다는 응답이었음.

마을 주변 농경지에 불법으로 분뇨, 폐기물을 적치하는 경우가 있어서

(20%), 신고하기도 하였지만(10%) 별다른 조치는 없었음. 악취와 미관 손상

정도의 문제가 있었음.





제5 장

요약과 함의

1. 요약

○ 일반적으로 오염이란 좋지 않다고, 혹은 유해하다고 여기는 상황과 연관됨.

그 시대의 일반적인 통념상 좋지 않다고 여기는 상황이나 상태를 의미함.

따라서 그 영역은 자연과 인간 생활에 걸쳐 광범위함.

－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르면,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

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

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으로

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음.

○ 오염은 종류가 다양한데, 대기오염, 수질오염과 토양오염 그리고 소음과 악

취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리고 각각의 오염에 관련된 법과 규제물질이 

정리되어 있음. 하지만 어느 하나의 물질이 하나의 오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오염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음. 관련 법률도 상호 연관되어 

운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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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에 관련된 수도법의 경우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한 관련법

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화학물질관리법 , 농약관리

법 , 폐기물관리법 , 하수도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 화학물질관리법 등으로 매우 많으며 상호 연관되어 있음.

▢ 농촌 오염과 가장 관련되는 생활 폐기물과 영농 폐기물관리에 관한 법과 정

책이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음.

○ 국가 전체적으로 폐기물 관리는 폐기물관리법 에 의존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폐기물들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법에서 별도로 관리하는데, 예컨대 

원자력안전법 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水域)으로 배출되는 폐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축분뇨 등이 그것임.

▢ 농촌에 관련된 주요 정책들도 도시와 마찬가지의 정책도 있지만 농촌만의 

특성에 따른 정책도 별도로 마련되고 있으며, 동일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도

시지역과는 약간씩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

○ 주된 정책으로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빈용기보증

금제도, 폐물부담금제도, 폐기물 처리 증명제 등이 있음.

○ 농촌지역에서는 농업용 자재로 인한 오염물 배출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정책을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처리 정책, 폐농약용기 수거와 처리 정책이 

있음. 관련된 것으로 농업용 폐비닐의 수거에 관련하여 자발적 협약제도,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가 있음. 빈 농약병에 관련하여서는 폐기물부담금제

도, 재활용분담금제도, 농약빈병보증금제도 등이 운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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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분뇨의 경우에는 공공처리 혹은 자원화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

음. 가축시설별 허가와 신고기준을 정해놓고 있으며 가축분뇨 정화시설의 

처리시설별 방류수 수질기준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음.

▢ 농촌 폐기물의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책임을 지고 있음. 기본적으

로 국가 차원의 관련 법 테두리 내에서 오염물질인 폐기물을 자체적인 조례

를 만들어 활용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 큰 골격은 유사함.

○ 생활쓰레기의 경우 집단거주지역은 일반 도시와 같은 방법에 의해 수거, 처

리하고 있음. 차이가 있다면 이 업무를 직영으로 하느냐 위탁으로 하느냐 

인데, 다른 폐기물 처리에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음. 생활폐기물

과 재활용품 수거일을 분리하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함. 생활폐기물의 배출

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이뤄짐.

○ 음식물 폐기물의 경우에도 종량제에 의해 수거, 처리되는데 일부 공동주택

의 경우 세대별로 일정한 금액을 할당함. 대량 발생식당 등은 개별적으로 

종량제에 의해 처리하고 있음. 음식물 페기물 처리 수수료 역시 지자체에 

따라 다름. 음식물폐기물의 수거일은 지자체에 따라 달리 운영함.

○ 분뇨와 하수처리도 지자체에 따라 자체적으로 혹은 위탁해서 처리하는데 

수수료가 다름. 재인정화시설의 청소는 대체로 연 1회 이상인 것으로 보임.

○ 농촌지역의 폐기물 처리는 공동주거 지역과는 사뭇 다름. 생활쓰레기가 많

지 않고 마을별로 수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주거지역보다 방문 수거회

수가 적음. 아예 마을에 가지 않는 경우도 있음. 면소재지 정도에서 수거,

처리함. 쓰레기 수거에 관한 조례와 방법, 일정한 지원이 없지 않지만 잘 지

켜지지 않고 있음.

－쓰레기를 모아두는 적치장을 마을단위로 운영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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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공존하고 있음. 군단위에서 쓰레기와 영농폐기물 배출을 위한 장

소,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음. 외지인에 의한 무단 

배출도 있음. 지정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가 오히려 예외적으로 

보일 정도로 지정 봉투를 잘 사용하지 않음. 빈 농약병 수거함, 생활쓰레

기 분리 수거함(망), 옷가지 수거함 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음. 여기에 각종 쓰레기의 불법적인 소각이 도처에서 이뤄지고 

있음.

－음식물 폐기물이 발생하지만 대부분 자체 처리(퇴비화와 사료화)하고 있

음. 유기성 농산물 자재의 경우에도 포장에서 퇴비화로 처리함. 축산분뇨

의 경우 소와 닭 분뇨는 대부분 퇴비화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돈분은 퇴

비로 활용하거나 공공처리시설을 통해 하수처리화 이후 방류하게 됨. 이

때 비용은 축산농가가 부담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비용은 다름.

－영농폐기물인 폐비닐과 빈농약병은 상당 부분 환경공단을 통해 처리하

고 있으나, 일부는 방치하거나 무단 배출, 소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음. 마

을별로 일정한 적치장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노지에 그냥 배출하는 경우

도 있음. 특별히 영농폐기물을 모아두는 장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분별

하게 잡다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환전이 가능한 폐기물들은 마을단위에서 모아서 처리하며, 이로 인한 수

입은 공동의 사업에 지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종이와 박스 빈

병들도 개인 혹은 마을단위로 처리함.

－축산분뇨는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퇴비화하는 과정에

서 악취와 폐수가 유출되어 민원이 제기될 개연성이 있음. 더욱 중요한 

것은 매몰가축 사체의 향후 처리인데, 심각한 오염의 가능성이 있어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함.

▢ 농민들의 오염에 대한 인식과 대응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대체로 농민들은 오염에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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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의 영향이 큰 것으로 여겨짐. 아울러 오염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음.

농촌 오염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 이들은 

오염보다 소득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었음. 농민들의 소득저위가 피

부로 다가왔다는 생각임.

○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오염은 지하수 오염이었음. 비료와 농약의 과도

한 사용, 축산분뇨 및 폐수의 부적절한 관리, 그리고 농민들의 의식 부족과 

부적절한 행위, 적절한 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족 등이 주된 오염발생의 원

인이라고 말하고 있음.

○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경험도 많았음. 가장 많은 경우는 축산분뇨와 악취로 

인한 것이었으며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상수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도 지

적하고 있었음. 폐기물의 무단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비료와 농약의 부적

절한 사용으로 인한 토양의 산성화와 농산물 기형화도 문제라고 보고 있었음.

○ 생활폐기물의 경우 환금성의 경우 대부분 고물상이나 분리수거 후 관련 기

관에서 수거해 간다고 응답하고 있음. 하지만 우려되는 소각과 매몰처리도 

없지 않았음.

○ 아직도 폐기물 처리 수집장이 없는 마을이 60%에 이르고 있었음. 원천적으

로 적절한 처리의 요건이 미비된 것임. 수집장이 설치된 마을의 경우 비용

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였음.

○ 오염의 중요한 요인인 비료와 농약의 표준시비량 기준에 대한 인지도는 어

느 정도 높다고 보여지고 있음. 하지만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 오염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도 적절한 대응에는 부정적이었음. 그 이

유는 조금이라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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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영농자재 역시 환금성이 많다 보니 고물상이나 관련 기관을 통해 처리한

다고 말하고 있음. 일정한 수거장이나 수거함을 이용한다고 하고 있음. 하

지만 여전히 소각과 부적절한 배출, 매몰 등도 있었음. 비교적 작은 규모의 

시설 자재는 태우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축산분뇨는 역시 돈분이 문제의 핵심이었음. 이로 인한 피해, 악취와 분뇨 

유출이 적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가축사체 매몰에 대한 우려가 

많았음. 적절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였음.

○ 농장 포장에서 발생한 농산물 수확 후 잔재의 경우 비교적 딱딱한 줄기는 

소각을 하고 연한 것들은 농지에 환원하고 있으며 볏짚은 사료로 재활용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농촌 내 비농업적 시설(공장, 관광, 숙박시설 등)로부터의 오염도 문제가 되

고 있었음. 공장으로부터의 소음과 대기오염이 문제였고, 특히 관광지 관람

객들로부터 아무 곳에나 버려지는 쓰레기는 가장 불만스러운 반응을 야기

하고 있음.

2. 함의

○ 기본적으로 농촌 오염에 관련된 각종 물질과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임. 지자체에 따라 

예산 상황, 지역 상황 등에 따라 운용의 방법이 다르지만 그리 큰 차이는 

없어 보였음. 물론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님.

－가장 먼저 적절한 배출이 되도록 수거함과 수집장 설치가 미흡한 지자체

들이 있음. 그리고 이들을 순회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설치 이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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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의 이뤼지지 않음. 또한 교육과 홍보, 아니면 강력한 법적 조치가 

중요한데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 강력한 단

속이 어렵겠지만 미래를 위해 강력한 계도와 조치가 필요함.

○ 농촌의 오염이 문제되는 것은 농민과 비농민, 외지인들의 문제로 정리될 수 

있음.

－농민들 측면에서의 문제는 의식과 달리 적절한 처리와 대응에는 미흡함.

예컨대 마을에 빈농약병 수거함, 헌옷 수거함, 폐비닐 집하장이 있음에도 

분리 배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음. 길가, 도로와 포장 등에 무단 배

출하는 농민들이 적지 않다는 것임. 비료와 농약이 오염의 주범이라 하

면서 이들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오염을 유발하는 아이러니가 존재하

고 있음. 지역 외 사람들이 무단 배출, 투척 등을 방지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오염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부적절한 처리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는 것임. 향후 오염원 감소와 폐기물의 

적절한 관리, 수기, 처리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제도 혹은 정책은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임.

○ 지자체에서는 기초적인 폐기물 배출에 관련된 시설과 장소 설치 등을 적극

적으로 추진해야 함. 이러한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적절한 배출, 나

아가 적절한 처리는 어렵게 될 것임.

○ 일단 정부에서 적절한 폐기물배출에 지원하고 시설과 장소의 적절한 관리

를 위해 관리 책임자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을 지도자 내지

는 부녀회장 등을 지정하고 이들에 의해 관리되도록 하는 것임. 잘 되는 경

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좋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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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거와 처리의 책임이 있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일정한 시기

와 지역의 폐기물 발생량 추정은 매우 쉽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한 순회 수

거와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용하면 매우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가 가능

할 것임.

○ 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농민들의 행위는 규제되어야 함. 특히 오염물질을 배

출하는 농민들은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함. 돈분을 처리하는 경우 상

대적으로 강한 관리가 필요함. 무분별하게 포장에 살포하는 분뇨의 비환경

적인 영향이 있다면 이 역시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관리, 규제와는 달리 수시로 교육과 홍보, 계도 등을 통해 폐기물의 

최소화와 자원화를 촉진해야 할 것임. 관련 조직과 사람들만이 오염의 문제

를 풀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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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농약수거함

영농폐기물

수집장

생활폐기물

수집장

(부량면사무소)

영농, 생활폐기물

적치장

(금산면사무소 뒤)

한우축사

부록 

<부록 1> 농촌오염 원인과 생활, 영농폐기물 실태조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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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생활폐기물

적치장

(금산면사무소 뒤)

한우축사

개방된 영농,

생활폐기물

적치장

(금산면사무소 뒤)

한우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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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영농폐기물

수집장

생활폐기물

수집장

부적절한

영농폐기물

적치장

생활폐기물

적치장

한우축사



124

한우축사

도로 불법

영농폐기물 적치

쓰레기 무단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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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무단투기

폐형광등

수거함의 관리

및

수거 부실

비닐 등

영농폐기물

무단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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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방치

부적절

영농폐기물

배출

폐가구

무단 배출

<부록 2> 농촌오염 원인과 생활, 영농폐기물 실태조사 사진(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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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쓰레기

무단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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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조사표

농촌 오염원인과 생활, 영농폐기물 처리 실태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

는 총리실 산하 정부 출연연구소입니다. 금번 저희 연구원에서는 ｢농촌지

역 오염원 실태조사연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농민 여러분들의 오염에 대한 인지도와 원인, 각종 생활폐기

물과 영농폐기물의 관리상황 등에 대한 것이며, 응답내용은 연구목적으

로만 이용될 뿐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2016년 7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강창용(☏ 010-3728-4273)

응답자 일반현황

성명 연락처

주소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연령 세 (영농경력      년) 경영주 성별 ① 남 ② 여

학력 교육연수: 년

경영면적 총       평(논: 평, 밭: 평) 총소
득 만원

주된작목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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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오염 인식과 경험

1. 오염이란 말을 들었을 텐데, 잘 알고 있습니까?

① 아주 잘 앎, ② 그런대로 앎, ③ 그저 그런 정도임,

④ 잘 모름, ⑤ 거의 모름

1-1. 오염에 관한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① TV, ② 라디오, ③ 진흥청 교육과 홍보,

④ 행정기관 교육과 홍보, ⑤ 인터넷, ⑥기타( )

1-2. 전체적으로 오염이 심각하다고 여깁니까?

① 아주 심각, ② 그저 그러함, ③ 보통,

④ 별로 심각하지 않은, ⑤ 심각하지 않음

1-3. 농촌에 비해 도시의 오염이 더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① 예(1-4로 이동), ② 아니오

1-4. “1-3”에서 도시가 더 심각하다면 어떠한 부분이 우려됩니까?

① 식수오염, ② 공기오염, ③ 대기오염,

④ 소음공해, ⑤ 모두다

2. 오염에 관심이 있습니까?

① 아주 많음, ② 조금 정도임, ③ 그저 그런 정도임,

④ 관심이 적음, ⑤ 거의 관심이 없음

2-1. 관심이 없다면 왜 그렇습니까?

① 오염에 대해 알지 못함, ② 오염이 중요하지 않음,

③ 소득생활이 더 중요, ④ 농촌에는 오염문제가 없음,

⑤ 그냥 관심이 없음, ⑥ 기타( )



130

2-2. 오염에 관심이 있다면 어느 분야에 많으십니까? 2가지만 우선순위로 지

적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① 농업용수 오염, ② 지하수 오염, ③ 수돗물 오염,

④ 농지오염, ⑤ 대기오염, ⑥ 축산분뇨 오염,

⑦ 농촌주변환경오염, ⑧ 악취문제,

⑨ 각종농자재 오염(폐비닐,농약병,각종 끈과 자재등), ⑩ 소음공해 등 

3. 농촌 거주하면서 가장 심각한 오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우선

순위로 지적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① 농업용수 오염, ② 지하수 오염, ③ 수돗물 오염,

④ 농지오염, ⑤ 대기오염, ⑥ 축산분뇨 오염,

⑦ 농촌주변환경오염, ⑧ 악취문제,

⑨ 각종농자재 오염(폐비닐,농약병,각종 끈과 자재등), ⑩ 소음공해 등 

3-1. 1순위로 심각한 오염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원인:

3-2. 2순위로 심각한 오염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원인:

4. 농촌 오염으로부터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1. 피해를 경험한 오염의 종류와 피해 내용(건강, 농작물, 기분 등)과 원인, 최

종 사후처리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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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용수 오염, ② 지하수 오염, ③ 수돗물 오염, ④ 농지 오염, ⑤ 대기 오염, ⑥ 축

산분뇨 오염, ⑦ 농촌주변환경오염, ⑧ 악취문제, ⑨ 각종농자재 오염(폐비닐, 농약병,

각종 끈과 자재 등), ⑩ 소음공해 등

4-1. 경험1:( )오염 (위에서 번호를 적어 주세요, 농업용수오염

이면 “1”를 기록합니다)

오염의 내용:

피해의 내용:

오염 사후 조치내용:

4-2. 경험2:( )오염 (위에서 번호를 적어 주세요, 농지오염이면 

“4”를 기록합니다)

오염의 내용:

피해의 내용:

오염 사후 조치내용:

5. 농업용수의 오염이 자주 거론되는데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2가지만 지적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① 공장폐수, ② 축산폐수, ③ 농약과 비료,

④ 생활폐기물 무단 배출, ⑤ 액비사용, ⑥ 기타( )

6. 농지 토양 오염도 자주 거론되는데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2가지만 지적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① 공장폐수, ② 축산폐수, ③ 농약과 비료,

④ 생활폐기물 무단 배출, ⑤ 액비사용,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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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처리방법

각종 의복류

각종 종이, 박스

신발류

음식쓰레기류

각종 가구

병류

알미늄포장지

비닐포장지

식당도구

기타 쓰레기

7. 지하수가 오염되어 음용수로 거의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2가지만 지적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① 공장폐수, ② 축산폐수, ③ 농약과 비료,

④ 생활폐기물 무단 배출, ⑤ 액비사용, ⑥ 관정의 잘못된 관리,

⑦ 기타( )

Ⅱ. 생활폐기물 발생과 처리

1. 일상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의 처리방법은?

2. 마을에 영농페기물(폐비닐, 빈농약병 등)을 모아두는 적치장, 수집장이 있습니까?

① 예(2-1로 이동), ② 없음

2-1. 있다면 어떤 용도이며 누가 설치했습니까?

① 설치자: ②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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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있다면 용도에 맞도록 잘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2-3. 이것을 누가 관리합니까?

① 마을 이장, ② 마을 부녀회장, ③ 청년회장,

④ 노인회장, ⑤ 없다, ⑥ 기타( )

3 마을에 생활폐기물(플라스틱, 빈병,종이 등)을 모아두는 적치장, 수집장이 있습니까?

① 예(3-1로 이동), ② 없음

3-1. 있다면 어떤 용도이며 누가 설치했습니까?

① 설치자:

②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

3-2. 있다면 용도에 맞도록 잘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3-3. 이것을 누가 관리합니까?

① 마을 이장, ② 마을 부녀회장, ③ 청년회장,

④ 노인회장, ⑤ 없다, ⑥ 기타( )

※ 조사자는 설치 적치장, 수집장 사진을 반드시 첨부해 주세요

※ 아울러 쓰레기 처리에 관련된 사진을 장소와 날짜 적어 찍어주세요

4. 마을단위에서 쓰레기를 처리합니까?

① 예(3-1로 이동), ② 아니오

4-1. 마을단위 쓰레기를 처리할 때 어떠한 것들을 처리합니까?

① 비닐류, ② 종이류, ③ 빈농약병,

④ 음식물쓰레기, ⑤ 일반 생활쓰레기(규격봉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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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처리방법

품목 처리방법

① 비닐류

② 종이류

③ 빈농약병

④ 음식물쓰레기

⑤ 일반 생활쓰레기

⑥ 기타

Ⅲ. 폐영농자재 발생과 처리

1. 귀하는 아래 주요 농자재의 표준시비와 방제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품목 비료 표준시비량과 방법

1-1.화학비료 ① 잘 앎, ② 조금 앎, ③ 잘 모름, ④ 모름

1-2.농약 ① 잘 앎, ② 조금 앎, ③ 잘 모름, ④ 모름

1-3.부산물 비료 ① 잘 앎, ② 조금 앎, ③ 잘 모름, ④ 모름

2. 귀하는 대체로 표준 시비, 방제량(비료와 농약)에 비해 많이 사용한다고 봅니까?

품목 사용량

1-1.화학비료 ① 많이 사용, ② 조금 많이 사용, ③ 표준시비 지키려함, ④ 모름

1-2.농약 ① 많이 사용, ② 조금 많이 사용, ③ 표준시비 지키려함, ④ 모름

1-3.부산물 비료 ① 많이 사용, ② 조금 많이 사용, ③ 표준시비 지키려함, ④ 모름

2-1. 대체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잘못된 영농자재의 사용은 오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평상시 이런 생각을 

해 모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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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처리방법

폐농기계

화학비료포대

유기비료포대

빈농약병

빈농약포대

하우스비닐

유리

멀칭비닐

부직포

보온자재

하우스 골재

양액 베드

각종 끈, 핀 등

각종관수 파이프

육묘상자

빈 포트

지주대

① 많이 생각, ② 조금 생각, ③ 별생각 없음.

4. 아래 영농자재의 오용으로 인한 오염, 피해는 어느 분야라고 생각합니까? 해당

부분에 ○표시

품목 ①토양 ②농업용수 ③지하수 ④대기 ⑤농산물 ⑥인축

농기계

화학비료

유기비료

농약

5. 매년 농사에서 발생되는 폐영농자재의 처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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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축산 폐기물 발생과 처리, 포장농작물 잔재

(축산농가의 경우만 해당됨.)

1. 가축 축종과 사육 규모는?

1-1. 축종:

① 한우, ② 젖소, ③ 돼지, ④ 닭,

⑤ 오리, ⑥ 개, ⑦ 토끼, ⑧사슴, ⑨기타

1-1. 마릿수: ( )두(수)

2. 가축으로 부터의 분뇨의 처리방법?

① 자가 처리, ② 외부 반출 

2-1. 처리 시 위 처리방법별 비율은?

○ 자가처리 : 외부반출=( )% : ( )%

구분 처리방법

2-2. 자가처리

2-3. 외부반출

( )내 체크

① 중간처리업자가 와서 가져가는데 무상( ), 유상( ), 오히려

돈을 줘야( ) 함.

② 퇴비업자가 와서 가져가는데 무상( ), 유상( ), 오히려 돈을

줘야( ) 함.

③ 공공처리장에 보내는데 무상( ), 유상( ), 오히려 돈을 줘야

( ) 함.

2-4. 외부반출시

비용(처리단가)과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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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애로사항

3-1. 자가처리시

3-2. 외부반출시

3. 가축 분뇨의 처리 시 가장 어려운 점은?

4. 가축 분뇨의 처리과정에서 오염문제로 행정규제나 주민 불만제기 등이 있었

습니까?

① 있었다, ② 없었다.

4-1. 있었다면 간단하게 그 내용과 조치 결과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용:

조치결과:

5. 가축 매몰로 인한 예상되는 문제와 개선방법은 무엇입니까?

문제:

처리방법:

※ 조사자는 축사의 사진을 첨부해 주세요 (비축산농가+ 축산농가 모두 해당됨.)

1. 농촌에서 축산으로 인한 오염과 피해가 있다고 보십니까?

① 많이 있다, ② 조금 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거의 없다.

1-1. 피해가 있다면 어느 분야입니까?

① 냄새, 악취, ② 분뇨의 부적절 처리, ③ 축산폐수의 방류,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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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피해가 가장 큰 축종은 어느 것입니까? 우선순위 2가지 지적해 주세요.

① 한우, ② 젖소, ③ 돼지, ④ 닭,

⑤ 오리, ⑥ 개, ⑦ 토끼, ⑧사슴

2. 인근 축산으로 인한 오염과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① 행정기관에 항의, ② 축산농장에 항의,

③ 무대응, ④ 앞으로 대응할 것임.

2-1. 대응했다면 그 내용과 결과는?

대응:

대응의 결과, 조치내용:

3. 현재 축사관리 정책을 오염방지,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문제:

개선방안:

4. 농장 포장에서  뿌리나 엽채, 감자, 고무마, 무, 배추 등의 잔유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부분 농장에 파쇄하여 흙과 섞음)

처리방법:

5. 농장 포장에서 고추대, 참깨와 들깨대 등과 같이 단단한 줄기 잔유물은 어떻

게 처리합니까?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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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벼농사 후 볏짚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① 판매, ② 논에 환원, ③ 가축사료, 사육용으로 사용,

④ 난방재료로 사용, ⑤ ( )

Ⅴ. 농촌내 각종 공장, 관광, 숙박시설 운영으로 인한 오염문제

1. 마을 주변에 공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1. 인근공장은 단지 공장인가요? 아니면 개별 공장들입니까?

① 단지, ② 개별

1-2. 인근공장으로부터 오염의 피해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3. 피해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고 보상이나 조치된 내용은?

① 피해부분:

② 조치내용(6H원칙):

2. 마을 주변에 관광지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1. 관광지는 정부소유인가요? 아니면 개인소유입니까?

① 정부, ② 개인

2-2. 관광지로부터 오염의 피해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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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피해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고 보상이나 조치된 내용은?

① 피해부분:

② 조치내용(6H원칙):

3. 마을 주변에 숙박업소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1. 숙박업소로부터 오염의 피해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2. 피해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고 보상이나 조치된 내용은?

① 피해부분:

② 조치내용(6H원칙):

4. 마을 주변에 불법으로 농경지에 분뇨, 폐기물을 적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1.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합니까?

① 신고, ② 무신고

4-2. 이것으로 부터 오염의 피해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3. 피해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고 보상이나 조치된 내용은?

① 피해부분:

② 조치내용(6H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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