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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년)에 따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단위면적당 수확량 증대의 목적으로 우량토양을 찾는 토양특성조사를 시
작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종류의 토양도가 작성되어 왔다. 또한 농어촌용수
의 안정적 확보와 기능 향상 및 확대를 위해서 농촌용수 이용계획과 농어
촌 호소·저수지 수질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그동
안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많은 종류의 정보가 체계적
으로 수집됐다.
하지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농업환경보전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따라 기존에 구축됐던
농업환경자원 정보의 관리체계도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농업생산향상과
함께 농업환경보전을 고려해야 하고, 더욱이 농업환경보전이 자원이 되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보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업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고조에 따른 농업환경자원의 개념
확대에 대응하여 전통적인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를 진단하고, 농업
환경보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확대에 맞는 정보체계로의 전환 방안을 모
색하며, 농업환경자원 관리 선진국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 결과가 향후 농업환경보전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방대한 연구 범위와 부족한
시간 속에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한 연구진과 위탁 연구진에게 감사
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 이 연구결과를 통해서 농업환경정책이 적재적소
와 적기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2018.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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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 배경

전통적으로 대기, 강수, 토양 등과 같이 시장에서 구매할 수 없는 비시장
투입물이 농업환경자원이라 인식됐다. 하지만 농업생산 활동과 환경보전
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농업환경자원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즉 기존의 토양, 강수 등 비시장 투입물 중심에서 토양, 수질 등 비시
장 산출물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농업환경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에 있어서도 수집·유지관리 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

면서 우리나라도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가 비시장 산출물까지 포함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정보체계는 농업환경보전
이라는 통합적인 틀에서 관리되었던 것이 아니라, 부처의 농업생산 활동
지원업무 영역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른 개별 정보체계의 확장 형태로 이루
어져 왔다. 따라서 개별 정보시스템 내의 정보는 명목상으로는 존재하지
만, 농업환경보전 목적으로 분석하고자 할 때는 틈이 생기고, 정보의 질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구축되어온 비시장 투입물 관련 정보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농업환경보전이 고려된 비시장 산출물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방향성 설정이 미흡하다.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고조에 따른 농업환경자원의
개념 확대에 대응하여 전통적인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를 진단하고,
농업환경보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확대에 맞는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
체계로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며, 선진국 수준의 농업환경자원 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iv
연구 범위

이 연구에서 농업환경자원은 기존 농업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요소에 의
해서 정의되는 전통적 농업환경자원과 함께 농업환경보전과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는 확대된 의미의 농업환경자원으로 정의한다. 농업환경자원 관리는
농업환경자원 중에서 시장에 맡겨둘 때 시장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농업환경자원 공공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수단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인터넷 검색,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친환경농어업 육성법｣ 도입 이전과 이후 시점의 국내에서 구축된 농업환

경자원 관리와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정보체계의 구축 현황과 한계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검토
하였다. 한편 해외사례조사를 통해서 영국의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책의 발
전 과정과 관리 정보 현황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문헌조사와 인터넷 검
색을 통해서는 농업환경자원 관리 관련 정보통신기술 발전 동향을 검토하
였다. 한편 GIS 분석을 통해서 구축된 정보체계의 공간규모와 공간이질성
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지도로 작성하였다.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개념적 이해

농업환경자원은 전통적으로 농업환경자원의 범주에 포함된 비시장 투입
물뿐 아니라 농업생산에 의해 조성된 긍정적 환경, 예를 들어 경관, 생물다
양성, 역사적 유적, 문화적 유산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농업
생산의 비시장적 투입물이자 산출물인 농업환경자원은 농업생산의 부정적
외부효과에 의해서 개별 농민에 의한 농업생산 활동만으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농업환경자원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시장 실패가 발
생하게 된다. 이러한 시장 실패에 이르게 되는 원인은 농업환경자원이 가
지는 비배타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재산권 설정의 불완전성으로 자원 배
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공공재적 특성에 있다. 그리고 이 농업
환경공공재는 농업환경자원 별로 최적 관리를 위한 고유한 공간관리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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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과 같은 농업환경 공공재일지라도 위치에 따라 자원의 양과 질이
다른 농업환경자원의 공간 이질성을 가진다는 점을 가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는 농업환경자원이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이며, OECD, 영국,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농업환경활동을 분석하여 토양과 토질 보전, 농업용수 수량·수질 관리, 생
물다양성과 서식지 보전, 농촌경관 관리의 4대 부문에서 14종의 정보가 도
출되었다.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는 일반적인 정보체계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은 유사하지만 농업환경자원을 관리하는 사람과
자료에서 차별성이 있는 특화된 정보체계로 정의하였다.
<농업환경자원 관리에서 요구되는 정보>
농업환경자원
관리 부문

토양 및 토질 보전

농업환경자원 관리에서 요구되는 정보
농업환경 활동

정보 종류

·농가가 농업생산과 토양보전을 위해 현 토양의 상태를 파악

·토양의 물리성, 화학성, 화학성 변동 정보

·농가가 사전에 농경지의 토양침식 가능성을 파악

·토양침식(경사, 침식량)

·농가가 경작활동 과정에서 토양 피복 제거로 토양유
실이 예상되는 시기와 지역을 파악

·토양을 덮고 있는 작물 등 식물의 정보

·농약사용 현황과 대안 파악

·농약 공급량/사용량

·농경지 내부 양분수지 관리
·발생한 양분이 하천오염에 기여하는 배출부하량 관리

·비료·농약 공급량/사용량
·가축사육두수

·물의 효율적 이용 유도
·겨울에 농경지 물 유지

·농가의 물이용 활동(절수) 정보
·농업용수 수량

·농업용수 수질 개선
·농경지 하단부 하천 수질 개선

·농경지 상단부 저수지·호소 수질
·농경지 하단부 하천 수질(하천 및 하구 수질)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보전

·야생동물 번식지와 먹이 공급원 보호
·작물/품종 다양성 즉가

·농업생태계 생물종, 멸종위기종
·논·밭 생태계 관련 서식지

농촌경관 관리

·농촌의 고유성 유지(농업, 전통성, 공동체 문화)
·경관미 유지(취락형태, 자연친화성, 시지각현산상)

·농촌의 고유성 정보
·농촌의 경관미 정보

농업용수 수량·수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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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는 개별 부문별로 농업환경자원 관리
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명목상 모두 구축되어 있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법｣ 전후의 정보체계의 성격을 비교해 보면, 전에는 주로 농업생산 투입물
에 관련된 정보가 구축되었다면 이후는 농업생산 산출물에 대한 정보체계
가 구축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농업환경자원이라는 통합적
시각에서 정보체계가 구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통일된 체계가 없는 상황
이다.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 구축 현황 요약>
｢친환경농어업 육성법｣

토양·토질
보전

도입 이전

도입 이후

물리·화학성

토양특성조사(토양도)
토양비옥도조사(토양검정)

토양비옥도조사(토양검정+시비처방)
토양변동조사(농업환경변동조사)

토양 침식

-

범용토양침식량공식(국립생태원)
DEM수치고도모형-경사도

농업경작·
토지이용

경지면적, 작물별 재배면적, 수확면적,
시설면적 조사

토지피복 현황(토지피복도)
경지 조사(스마트팜맵)
농지 소재지, 농지면적, 품목별 재배면적(농업경영체)

비료·농약

화학(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내역 기록
농약 공급 지원 내역 기록
비료공급량 조사(시군)
농산물 생산에 투입된 비료 및 농약의 양 조사

맞춤형 비료지원 사업
비료·농약사용량 보고(농업경영체)
비료농약 사용량 조사(농업환경변동조사)
축산농가별 축종별 사육두수 및 분뇨 발생량 조사(시군)

가축두수· 가축, 축사 조사, 가축분뇨수거, 가축분뇨처리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면적, 축종, 사육두수 보고
조사
축산농가별 축종별 수육두수 및 차량출입 정보(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분뇨
가축분료 배출, 수집·운반, 처리(축산분료전자인계관리시스템)

농업용수·
수질 관리

수량

경지정리 및 배수개선 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

수질

농업용 호소·저수지 수질조사
농업용 지하수 수질조사

하천수질 변동조사(농업환경변동조사)
수질오염총량제도(수질총량정보시스템)

-

국가차원 농업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전국자연환경조사-생태자연도(환경부)
논생물 시민조사(iCOOP생협 등 시민단체, 한일 논생물교류회)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서식지
서식지
농촌경관

-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

고유성

-

경관미

-

농촌다움 자원정보 조사(농촌어메니티자원 발굴조사 및 자원도 구축사업)
농어촌 자원 조사(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및 농어촌경관관리계획)
경관직불금(스마트팜맵)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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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
다. 토양, 수질, 비료·농약 등의 전통적 농업환경자원 부문의 상태와 변화
량 정보는 ｢친환경농어업 육성법｣ 이전부터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을 목적
으로 뚜렷한 정책 목표와 관련 법에 따라서 확고한 수집과 관리체계를 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친환경농어업 육성법｣ 이후로 농업환경보전이 강조
되면서 기존 정보의 수집과 관리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또한
생물다양성·서식지, 가축두수·분뇨, 경관 등 최근에 친환경농업과 지속가
능한 농업이 대두되면서 수집 및 관리되는 정보는 농업환경보전 목적이 아
니라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개별적이고 단절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따
라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농업환경보전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구축이 요
구된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간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간
의 연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행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는 개인의 선택에만 맡길 때 무
임승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합행위를 관리하기 위한 표준화된 지역 단위
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농업환경보전이라는 통합된 관점에서
지역 단위가 설정되고, 이 단위별로 통일된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한편 농
업환경보전 활동이 비용-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집된 농업환경
자원의 상태와 변화량을 토대로 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는 체계화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해외 농업환경자원 관리와 정보통신기술 발전 동향

농업생산의 비시장 산출물까지 농업환경자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영국
농업환경정책(ES, CS)과 정보체계를 분석하였다. 영국의 농업환경정책 운
영은 정부와 신청 농가로 나누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신청 농가의 농
업환경활동이 농업환경보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
항을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농가가 농업환경정책 추진에
따라 추가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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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가가 농업환경정책에 참여하기 이전 단계에 농업환경보전 목
적으로 할 수 있는 농업환경활동 목록을 작성하고, 농업환경활동 중에서
비용-효과적인 활동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농업환경보전 우선순
위(적재적소 타깃팅) 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신청 농가
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해당 경지의 경계나 속성을 확
인하고, 농업환경보전 우선순위에 따라 수행할 농업환경활동을 선택하며,
활동이 이루어진 지역을 지도에 상세하게 표시한다. 이루어진 농업환경활
동은 영수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통해서 사후에 검증받게 된다. 이러한 일
련의 과정이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신청 농가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
어지면서 농가가 농업환경자원 관리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최신 4차 산업혁명 시기의 기술발달로 비전문가인 농가가 스마트
폰과 빅데이터를 통해서 현장 맞춤형 농업환경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활용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구체적으로 농업환경자원 관리
와 관련된 정보통신기술 발전 동향을 정보수집, 정보가공·관리, 정보활용
의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정보수집 단계는 IBM사의 AgroPad와 같
이 현장에서 농민이 직접 토양검정을 할 수 있는 기술, 드론과 원격탐사를
이용한 하천 수질과 토지피복 정보 취득 기술,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시
민의 참여 확대 등이 예상된다. 정보가공·관리 단계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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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영역의 고급 분석을 통해 농가 맞춤형 정보가 생산된다. 정보활용
단계는 개별 농가 맞춤형 정보를 스마트폰 등 AR 장비를 이용하여 현장에
겹쳐 보이게 함으로써 비전문가인 농가가 전문가 이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방향과 추진 과제

농업환경자원 관리 선진국인 영국의 정보체계 구축 방향과 제4차 산업
혁명 시기의 기술발달을 토대로 국내의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한
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존 고유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구축된 정보를 농업환경자원 관리라
는 통합 플랫폼 아래에서 재설계하고 역할을 조정하는 등의 통합된 관리로
전환한다. 둘째, 농업환경자원이 갖는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농업환경
자원별로 최적 관리를 위한 고유한 공간관리 범위와 위치에 따라 자원의
양과 질이 다른 공간 이질성이 정책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개별 정보와 정
보체계로 고도화한다. 셋째, 4차산업혁명 기술의 대중화로 농가가 농업환
경센서가 되어 빅데이터 분석이 보편화된 시대에 부합하도록, 정부의 정보
관리보다 농가의 접근성과 참여를 중심으로 정보체계를 구축한다.
이상의 세 가지 기본방향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첫째는 현 정보체계에
의해서 구축됐던 기존 정보의 내실화, 둘째는 확대된 농업환경자원 관리에
새롭게 요구되는 정보의 신규 구축, 그리고 셋째는 정책 선진국과 정보기
술 발전 동향을 통해서 파악된 미래 지향적인 정보의 고도화로 정하였다.
그리고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 전략 하위로 각각 6개,
4개, 4개의 추진 과제를 도출하였다.

x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 구축의 기본방향과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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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stablishing an Information System for
Agri-Environmental Resource Management
Background & Purpose of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basic directions and tasks for
establishing an information system in line with the expansion of agricultural environmental resource management, which is agri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together with agricultural production.
Method of Research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e of the information system related to agricultural environment resource management information established in Korea before and after introduction of environment friendly agricultural promotion law through literature search, internet search, and expert
interview. In addition, through the case study, we reviewed the progress
and management information of UK agricultural environmental resource
management policy. In addition, through the literature survey and Internet
search, the development tren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related to agricultural environmental resource management was
examined. On the other hand,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spatial scale
and spatial heterogeneity of the information system constructed through the
GIS analysis was mapped.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
In Chapter 2, we conducted a theoretical review of the agricultural environmental resourc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Agri-environmental resources have expanded to include non-market inputs such as landscapes and
biodiversity, as well as non-market inputs such as soil and precipitation. And
the resources are public goods that are not efficiently allocated due to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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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ness of property rights due to non-excludability and non-rival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resources
which have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goods considering the spacial scale
and spatial heterogeneity.
On the other hand, agricultural environment resource management information is necessary to manage agricultural environment resources with
the nature of public goods. This study analyzed the agricultural environmental activities of the OECD, UK, Agricul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Program. And 14 kinds of information were extracted in four major areas:
soil and soil conservation, agricultural water quality and water quality management, biodiversity and habitat conservation, and rural landscape
management.
In Chapter 3, the current agri-environmental resourc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is structured in terms of quantitative information that i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of agricultural environment resources by individual sector. However, there is no unified system because the information system is not constructed from the integrated perspective of agricultural environment resources.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the quality of
the information system is insufficient for analysis for preservation of agricultural environment. And also, it is needed to set up regional units from
an integrated viewpoint of agri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collect unified data for each unit. And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regional
comparison based on the status and change of collected agricultural environmental resources so that agricultur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ivities can be cost-effective.
In Chapter 4, we reviewed the direction and management information of
agricultural environment resource management policy in England which is
an advanced country of agricultural environment resource management. In
the UK, agriculture and environment resource conservation activities are
being carried out by informants, mainly farmers, and they are build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to enable cost-effective agricul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ivities for farmers. And the technology development dur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eriod predicted that the farmer who is a
non-specialist would improve the information utilization ability enough to
carry out the field-customized agricultural environment activities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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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phone and big data.
In Chapter 5, based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information system in England and the 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eriod, we draw 3 policy directions to overcome limitations of
the domestic agricultural resourc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First, in
order to support the existing business, the information that is individually
constructed is redesigned under the integrated platform of agri-environment
resource management and the management is changed to integrated management such as coordination of roles. Second, in order to reduce the external effects of agri-environment resources, individual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ystem should be upgraded considering spatial heterogeneity, the
difference i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resources by location. Third, the
information system is centered on the accessibility and participation of
farmers rather than the government information management, so tha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is popularized and the farmers become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sensor and the big data analysis becomes
popular. In order to implement this basic direction properly, three strategies
have been developed. First,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existing information that has been constructed by the present information system. The
second is the construction of newly required informa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agri-environment resource management. Thirdly, it is needed
to advance the future-oriented information that is understood through the
development trends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advanced countries. In
order to lead the three strategies to success, six, four, and four tasks were
derived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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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전통적으로 대기, 강수, 토양 등과 같이 시장에서 구매할 수 없는 비시장
투입물이 농업환경자원이라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농업생산 활동과 환경보전 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
서 농업환경자원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농업환경자원이라는 명칭은 동일하지만 개념이 확대된 것과
같이, 정보에 있어서도 같은 명칭을 쓰더라도 농업환경보전의 목적에서 정
보의 수집·유지관리 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한편 농업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유럽을 비롯하여 전 세계
적으로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역
단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농업환경자원을 관리하기 위
한 정책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농가의 비용-효과적인 농업환경활
동을 통해서 농업환경자원이 보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업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전통적으로 구축되어 온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
보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이 부족하고, 농업환경보전이라는 새로운 개
념의 확장이 일어날 때 정보체계가 어떻게 전환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
검토도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이 시기에 영국 등 농업환경자원 관리의 선진국과 30~4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우리나라가 효과적으로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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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고조에 따른 농업환경자원
의 개념 확대에 대응하여 전통적인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를 진단하
고, 농업환경보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확대에 맞는 정보체계로의 전환 방
안을 모색하며, 농업환경자원 관리 선진국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방
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3. 선행연구 검토

3.1. 농업환경정책 관련 연구
농업환경지표를 통한 농업환경관리를 시도한 연구는 OECD 기준과 관
련된 내용을 다루거나,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농업환경관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김창길 외(2002)는 국내에서는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추진된 지
속가능한 농업 육성을 위해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성 제고, 지속가능
한 농업 정착을 위한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지표개발, 농업환경
D/B 구축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하였다.

조인상 외(2002)는 농업의 환경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및 OECD 지표
수준에 근거한 국내 농업정책 확충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계량화 평가를 위한
AEIs(Agri-Environmental Indicators)의 각 항목별 현황 및 구조, 체계적인 개

발 단계를 제시하며 정책적 활용 및 정책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였다.
김창길 외(2011)는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등 환경 친화적인
농업자원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나갈 농
업환경자원 종합관리 시스템 구현을 제안하면서,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농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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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지표의 주기적 갱신 및 지속적 관리 등 8개의 구성요소를 제시한 바 있다.
김창길 외(2014)는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시
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언급하였고, 환경적 측면
에서 지속가능 농업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농업 환경 정보 데이터베
이스 구축, 농업 환경지표의 개발 및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하며, 토양·공
기·물 등 농업 환경 자원별 체계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한 영농기반 구축이 마련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김창길 외(2015)는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집약적 농업 추진으로 과도
한 화학비료 사용, 가축분뇨의 대량 발생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됨을 지적하
며, 체계적인 양분 수지 분석을 통해 과잉 양분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지역단위 양분 총량제’ 도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김창길 외(2016)는 체계적인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농업환경지
표와 관련 정책 간의 효과적인 연계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농업환경지표
의 활용을 위해서는 상세하고 다양한 환경지표 개발과 지표개발을 위한 관
련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한 바 있다.
김태연(2018a)은 선진국(EU, 영국)의 농업환경정책의 내용 및 현황, 변
화 과정을 검토하고, 국내 농업 환경정책이 친환경농업육성에 머물고 있음
을 지적하면서, 환경보전에 기반을 둔 진정한 농업환경관리로의 전환이 필
요함을 주장하였다.

3.2. 농업환경자원 관리 사례 연구
농촌지역의 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 제기하며 농업환경자원을 관리해
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장정렬(2013)은 우리나라의 농
업 비점오염원 관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며, 해외 사례(미국, EU)의 검
토를 통해 국내 농업비점오염 저감을 위해서는 다양한 농민참여 프로그램
과 제도 마련, 부처 간 협업 및 R&D의 활성화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방안
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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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훈 외(2014)는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
내외 비점 관련 정책 및 농촌관리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농촌 비점오
염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비점오염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수질오염총량제,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 제도 등과의 연계를 통
해 제시된 가이드라인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장남정 외(2010)는 새만금 유역의 비점오염원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발생하므로 이를 관리하는 데 적합한 최적관리기법(BMP) 도입의 필요성
을 제기하며, 비점오염원 영향지수를 통한 관리 대상지(지구) 선정과 오염
원인 파악 및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을 논의하였다.
조홍래 외(2015)는 농업비점오염 최적관리방안 적용 시기, 대상지역, 저감 방
안에 따른 구분을 통한 적용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새만금호 모델 구축을 통해
시나리오별 농업비점오염 저감 효과를 평가하였다. 모델 정확도 평가를 통해 검
증된 2013년 기준의 유역모델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논의 경우 물 관리, 시비
관리를 동시에 적용하였을 때, 밭의 경우 지표면 멀칭 적용 시 가장 높은 저감
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농업 관련 환경자원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검토
심재헌 외(2016)는 농업·농촌 분야에서도 여러 공간정보가 구축되어 있
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반이 미흡함을 지적하였고, 공간 정보인프라
의 개념, 목표 모델을 제시하며 농업 공간정보의 개선 및 활용을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 정보유통방식, 정보 생산기관 간 파트너십, 법제도 등 다양한
분야를 고려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김경필 외(2016)는 국내 농림업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시도는 있으나, 아
직 초기 단계임을 언급하며 국내외 활용사례 분석, 빅데이터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농림업 분야 빅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 및 홍보 확
대, 분석 시나리오 제공, 데이터 공개 및 공유 확대, 데이터 품질 개선, 데이
터 관련 업무 전담 기구 운영 등이 선행되어야 함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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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선행연구는 전통적인 농업환경자원의 관점에서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위
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거나 농업환경보전이라는 새로운 관점의 농업환경
자원 관리로의 전환 필요성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농업환경자원
의 관점에서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구성과 연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
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농업환경보전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농업환
경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를 진단
하고, 새로운 개념의 확대에 맞는 정보체계로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며, 농
업환경자원 관리 선진국 수준으로 나아기기 위한 기본방향과 과제를 제시
한다는 측면에 차별점을 둔다.

4. 연구 내용과 방법

4.1. 연구 내용
이 연구는 크게 네 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제2장에서는 먼저 농업
환경자원에 대해서 정의하고, 이 농업환경자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검토
하여 관리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도출한다. 또한 농업환경자원 관리에
서 필요한 정보를 도출하고, 이를 수집과 관리하는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
보체계의 특징을 도출한다.
둘째, 제3장에서는 토양·토질, 수량·수질, 생물다양성·서식지, 농촌경관 등
4개 농업환경자원 관리 부문별로 정보의 수집·생산, 유지·관리의 주체, 개별

정보가 구축되는 근거와 절차 등을 파악한다. 그리고 각 부문별로 농업환경
자원 관리의 공간 규모와 공간 이질성, 질적 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셋째, 제4장에서는 농업환경자원 관리 선진국, 특히 영국에서의 정책 운
영 과정의 경험 속에서 도출되는 정보체계의 방향성을 도출한다. 또한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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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기술의 발달로 가져오게 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관련하여
농업환경관리의 변화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제5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농업환경보전이
라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전통적인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가 어떠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모색하고, 더욱이 농업환경자원 관리
선진국을 교훈삼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본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4.2. 연구 방법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의 개념적 틀과 요구되는 정보, 해외 농업환경자
원 관리와 정보통신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문헌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였다.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에 관해서는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의 실태분석 결
과를 다시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직접면담조사를 통해서 검증하였다. 또한
구축된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자료 수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서 GIS를 이용하여 자료의 공간분포를 분석하였다.
또한 보다 전문적인 분석과 문헌고찰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에게 원고를
위탁하였다. 영국의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책 동향과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
보의 공간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다.

서론

<그림 1-1> 연구의 흐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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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환경자원과 관리

1.1. 농업환경자원의 정의
농업생산 활동이란 노동, 자본, 에너지, 기계 등과 같이 시장에서 구매
할 수 있는 시장 투입물과 대기, 강수, 토양 등과 같이 시장에서 구매할 수
없는 비시장 투입물을 이용해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즉, 시장 산
출물을 만드는 인간의 활동을 말한다(OECD 2010: 15). 이때 사용되는 비
시장 투입물을 흔히 전통적 의미에서 농업환경자원이라 불렀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농업생산 활동과 환경보전 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농업환경자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김태
연 2018b: 85). 따라서 현재의 농업환경자원은 전통적으로 농업환경자원의
범주에 포함된 비시장 투입물뿐 아니라 농업생산에 의해 조성된 긍정적 환
경 예를 들어 경관, 생물다양성, 역사적 유적, 문화적 유산 등을 포함한다.
이와 더불어 농업생산 활동에 따른 부정적 환경 또한 농업환경자원의 범위
에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농업생산 활동의 결과로 악화된 토질, 수질, 대기
질과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감소 등도 농업환경자원에 포함된다. 즉, 현재
의 농업환경자원이란 농업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자연자원과 더불어 인간의
농업생산 활동으로 인해 인공적으로 조성된 긍정적·부정적 환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Lichtenberg 2002: 1251-1252; OECD 20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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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농업환경자원의 범위
비시장 투입물
농업환경자원
토양, 강수,
대기 및 기후 등

비시장 산출물
농업환경자원

농업
생산

토질, 수질,
서식지 및 생물다양성,
농촌경관 등

자료: 저자 작성.

1.2. 농업환경자원 관리의 특성
1.2.1. 농업생산의 외부효과와 농업환경 공공재
농업환경자원이 외부효과로 시장실패에 이르는 과정은 널리 알려져 있
다(OECD 2010: 15; 조원주 2018: 8-9). 농업생산이란 토양 등 비시장 투입
물과 노동 등 시장 투입물을 통해 식량 등 시장 산출물과 오염물질 유출
등 비시장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에서 농업생산의 결
과인 시장 산출물이 농업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산출물이라면,
비시장 산출물은 자연경관 훼손 등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연결
되지 않아 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산출물이다. 이러한 농업생산의 결과로
오염물질이 유출되고, 자연경관이 훼손되며, 서식지가 파괴되고, 생물다양
성이 감소되며,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등의 농업생산에 따른 부정적 외부효
과가 발생하게 된다. 즉 개별 농민에 의한 농업생산 활동만으로는 사회적
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농업환경자원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시장실패
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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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농업생산과 외부효과

자료: 조원주(2018: 8); OECD(2010: 15).

농업환경자원이 시장 실패(Market Failure)로 이르게 되는 원인은 농업
환경자원이 가진 공공재적 특성에 있다. 흔히 공공재적 특성을 가진 농업
환경자원을 가리켜 ‘농업환경 공공재(agri-environmental public goods)’라
부르는데, 농업환경자원 가운데 비배타성(non-excludability)과 비경합성
(non-rivalry)으로 인해 재산권(property right) 설정이 불완전해 자원 배분

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자원을 칭한다(OECD 2015: 13-15). 즉,
재산권 설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원의 배분을 시장에만 맡겨둘 경우 사
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공공재가 공급되지 못하는 시장 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한다(권오상 2013: 64-78).

비배타성이란 특정 재화를 소비하기 위해 이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이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특성을 말한다. 즉, 재산권이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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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배타성을 만족하지 못하여 재산권자 이외의 사람도 이 재화를 소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 비경합성이란 어
떤 사람이 재화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양
이 줄어들지 않는 특성을 말한다. 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 예시로 국방 서
비스와 가로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인 경제학에서는 비배타성과 비경합성
을 동시에 가지는 순수 공공재만을 공공재로 분류하지만 농업환경 공공재
는 농업환경자원 가운데 사유재(private goods)를 제외한 농업환경자원을
모두 포괄한다(OECD 2015: 13-15). <표 2-1>과 같이 농업환경 공공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순수 공공재(pure public goods), 공유 자원
(common pool resources: CPR), 클럽재(club goods)가 있다.
<표 2-1> 농업환경 공공재 예시
경합성

구분

배
타
성

없음

있음

없음

순수 공공재(Pure public goods)
2)
자연 경관, 생물 다양성(비사용 가치)
홍수 조절, 토양 보전, 산사태 방지

공유 자원(CPR)
3)
생물 다양성(사용 가치)
수량/수질

있음

클럽재(Club goods)
관개 시설, 공동체 정원
국립공원

사유재(Private goods)
식량, 사료, 연료

주 1) 음영 부분은 농업환경 공공재를 뜻함.
2) 비사용 가치(Non-use Value)란 해당 재화가 존재함으로써 얻는 가치임.
3) 사용 가치(Use Value)란 해당 재화를 실제 사용함으로써 얻는 가치임.
자료: OECD(2010, 2015).

1.2.2. 농업환경 공공재의 관리 특성
농업환경자원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고 긍정적 외부효과를 높이기 위
해서는 농업환경자원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
다. 비생산 산출물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의 2가지 대표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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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농업환경자원 별로 최적 관리를 위한 고유한 공간관리 범위(spatial
scale)가 있다는 것이다(OECD 2015: 21-24). 농업생산 활동의 투입재로 활

용되는 토양, 수량 등은 국지적(local) 규모로 관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농업
환경정책의 대상 중 수량, 경관, 자연재해 회복력 등과 같은 농업환경자원은 국
지적 규모에서는 관리가 어렵고, 적어도 경관(landscape) 또는 유역(watershed)
단위에서 자원관리가 이루어져야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농업환경
공공공재를 공급받을 수 있다. 더불어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는 광역(regional)
규모 나아가 세계(global) 규모에서 관리가 이루어져야만 유의미한 환경편익
을 얻을 수 있는 농업환경 공공재이다.
<그림 2-3> 공간 규모에 따른 농업환경 공공재 구분

자료: OECD(2015: 21)의 <그림 2-1>을 인용.

둘째, 같은 농업환경 공공재일지라도 위치(location)에 따라 자원의 양과
질이 다른 농업환경자원의 공간 이질성(spatial heterogeneity)을 고려하여
야 한다(van der Horst 2006; Wünscher et al. 2008; Wendland et al. 2010).
예를 들어 농업환경 공공재 중 수질은 지역에 따라 오염도가 매우 달라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우선순위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 토질과 관
련된 양분수지는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개선 가능한 양분수지의
양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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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보전경운하(下)에서 퇴적물 감소의 공간 분포(공간 이질성 예시)

자료: Yang W., Sheng C., Voroney P. 2005. Spatial targeting of conservation tillage to
improve water quality and carbon retention benefits. Can. J. Agric. Econ. 53: 47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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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 및 정보체계

2.1.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위한 정보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농업환경자원의 양과 질적 상태에 영향
을 미치는 연관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환경정책
에서 농업환경보전의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농가의 농업 환
경활동을 분석하여 필요한 정보화의 대상 및 종류를 선정한다.

2.1.1.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위한 활동
농업환경자원이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는 농가가
적절한 농업환경활동을 수행해야 가능해진다. 적절한 농업환경활동은 각
국가별로 인센티브로 제공할 재원, 공공재의 양과 유형, 공공재에 대한 구
민의 인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OECD(2015), 농
림축산식품부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영국 농업환경시책(CS) 등의 농
업환경지불제는 유사하지만 상세도와 범위에서 다른 다양한 농업환경활동
을 통해서 농업환경자원을 관리하고자 한다.
OECD(2015)는 토양과 토질보전, 수질, 수량 등 9가지 부문별로 농업환

경자원 관리를 위한 농가의 농업환경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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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OECD 농업환경 공공재와 농업환경활동
농업환경 공공재
토양 및 토질 보전

농가의 농업환경 활동

토양침식과 퇴적물 제어

토양 보전과 유출 관리
토양 피복 증가

수질 관리

농약 사용 저감, 식생대 설치, 양분관리 개선

염류 및 수위 조절

나무 심기, 물 관리

수량 제어

물의 효율적 사용 촉진

지하수 재충전

겨울에 농경지 물 유지

악취

가축분뇨 관리 개선

살충제

살충제 관리 개선

온실가스 배출 감축

동물사체 저장구조물에서 메탄 포집과 파괴,
농약 사용의 시기조절, 소각 억제

수질

수량/가용성

대기질
기후변화-온실가
스 배출
기후변화-탄소
저장

토양에서 탄소 격리

토양 유기물 관리, 경운 감소

다년생 식물에서 탄소격리

경작지를 초지나 산림으로 전환

생물다양성

야생

번식지와 야생 먹이 공급원 보호,
재배시기 개선, 작물/품종 다양성 증가,
맹독성 화학물질 사용 감소

농촌경관

토지이용 조절

경종의 조정
전통방식으로 쌀 재배

자연재해에 대한
탄력성

홍수조절

물고랑, 습지, 웅덩이 설치
관개시스템 관리

자료: OECD(2015) Public Goods and Externalities: AGRI-ENVIRONMENTAL POLICY MEASURES
IN SELECETED OECD COUNTRIES. p. 27.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토양과 토질보전,
용수 등 5가지 부문별로 농업환경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농가의 농업환
경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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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농업환경활동(예시)
농업환경 공공재

토양
보호 및
품질

적정 양분투입

토양검정 및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라 시비, 완효성 비료 사용

가축분뇨 관리

가축분뇨 개별·공동 처리·자원화시설 확충,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기준 준수, 적정 관
리, 가축분뇨 퇴·액비의 적정 사용

외부 양분투입 감축

토양 침식 방지

용수

농가의 농업환경활동

농업부산물의 농지 환원, 휴경기 녹비작물 재배 및 토양 환원
농작물의 다양한 작부체계 운영, 대규모 초지 조성
경사진 농경지에 초생대·유실방지 두둑 조성
경사진 농경지에 흙주머니 설치, 농업부산물로 지표 피복
밭 침사구 조성·관리, 농지와 수계 경계에 식생 여과대 설치·관리
농경지 둘레에 식생 우회수로 설치·관리

농약사용 저감

병해충 방지를 위한 물리적·생물학적 방제, 잡초 방지를 위한 물리적·생물학적 제초

농업용수 수질 개선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기준 준수, 인공습지 및 침강지 조성 후 관리
농경지 말단부 경작 금지(부분경작), 오염된 농업용수원의 청소 및 수생식물 식재, 밭
침사구 조성·관리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 논 절수 관개, 공동 육묘장·못자리 설치, 밭·시설재배지 용수 사용 절감
온실가스 감축

휴경기 녹비작물 재배 및 토양 환원, 무경운·부분경운·감소경운 등 보전경운

축산 악취 저감

가축분뇨 저장시설 밀폐화, 바이오 필터·커튼 등 악취 저감시설 설치
미생물 등 축산악취 저감 제제 사용

경관
·
생활환경

농촌경관 개선

공동공간에 화목 및 초화류 식재, 빈집 및 불량시설 정비
공동공간 관리 및 청소

생활환경 개선

축사 및 분뇨 저장시설에 생울타리 설치, 영농폐기물 공동 수거 및 분리 배출, 생활폐기
물 공동 수거 및 분리 배출, 농업부산물 공동 분리수거

농업유산
·
생태

농업유산 보전

전통농법 및 농업경관의 관리·보전, 농업 및 공동체문화 유지·계승

대기

농업생태계 보호

재래종·토종 품종 재배, 생태교란 식물 제거, 농경지 멸종위기종 서식지 및 먹이 공급, 공동
공간에 화목 및 초화류 식재, 생태둠벙 조성, 생태수로 및 어도 설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2017).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기
본계획 pp. 40-42 내용 정리.

영국은 농업환경시책(CS)을 통해서 토양과 물,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역
사환경과 경관 등 크게 3가지 부문별로 농업환경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농가의 농업환경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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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영국 농촌환경시책(CS)의 농업환경활동 옵션(Options)
구분

토양, 물(soil and water)

곡식 경작(Arable)

생물
다양성 &
서식지
경계, 나무, 과수원
(Boundaries,
Tree and
Orchards)

해안(Coastal)

코드
SW1
SW2
SW3
SW4
SW5
SW6
SW7
SW8
SW9
SW10
SW11
SW12
SW13
SW14
SW15
SW16
AB1
AB2
AB3
AB4
AB5
AB6
AB7
AB8
AB9
AB10
AB11
AB12
AB13
AB14
AB15
AB16
BE1
BE2
BE3
BE4
BE5
BE6
BE7
CT1
CT2
CT3
CT4
CT5
CT6
CT7

옵션 명
경작지에서 4~6m의 완충지 확보
집약적 초원에서 4~6m의 완충지 확보
구역 내 잔디 완충지 확보
경작지에서 12~24m의 수로 확보
옥수수 수확을 위한 심층 관리
겨울 피복 작물
비료 사용이 적은 초지로 전환
수로 주변 집약적 초지 관리
집약적 초지에서 계절에 따라 가축 사육 제한
초원, 개울, 강, 호수에서 계절별 가축 사육 제한
강기슭 관리를 위한 수림대 조성
물 수용 공간 확보
지하수에 최소 질소투입
Nil 비료 지원
경작지 홍수 완화
영구 초지 내 홍수 완화
꿀 생산이 가능한 꽃 재배
기본 월동 곡초 재배
생물학적 해충 방재
종달새 서식지 확보
댕기물떼새와 물떼세 둥지 확보
강화된 월동 곡초 재배
전 곡물 재배
꽃이 많은 식물을 이용한 울타리와 군락
겨울철 새 먹이 주기
동물을 위한 곡물 미수확지역 제공
경작식물(arable plant) 재배(영국인이 좋아하는 꽃)
농새들을 위한 겨울 먹이 주기
유채속(Brassica) 사료 작물 재배
저투입 곡물의 수확
2년생 콩과 식물 재배
가을에 심는 범블버드 혼합 재배
경작지 내 수목보호
목초지 내 수목보호
울타리 관리
토종 난초 관리
전통적인 과수원 조성
전문가 나무 관리
과실생산 촉진형 과실수 전정 활동
해안 모래언덕 및 식생 지대 관리
해안 모래언덕, 경작가능 토지 내 식생대 및 개선된 초지 조성
해안 염성 소택지 관리
경작가능 토지 내 간조 및 염성 서식지 조성
무개입성 간조 및 염성 서식지 조성
해안 식생 관리 보충
집중 토지 내 간조 및 염성 서식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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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초원(Grassland)

저지대 관리
(Lowland
Heathland)

유기농(Organic)
생물다양성
& 서식지

공급 활동
(Supplments)

고지대(Uplands)

산림지대 및 덤불
(Woodland and
scrub)

코드
GS1
GS2
GS3
GS4
GS5
GS6
GS7
GS8
GS9
GS10
GS11
GS12
GS13
GS14
GS15
GS16
GS17
LH1
LH2
LH3
OP1
OP2
OP3
OP4
OP5
SP1
SP2
SP3
SP4
SP5
SP6
SP7
SP8
SP9
SP10
UP1
UP2
UP3
UP4
UP5
UP6
WD1
WD2
WD3
WD4
WD5
WD6
WD7
WD8
WD9

옵션 명
비관리 경작지 주변지역 관리
초저투입 영구 초원 확보
겨울 철새 식량을 위한 라이그래스 씨앗 확보
콩과식물과 허브가 풍부한 수풀 확보
조건불리지역 내 초저투입 영구 초원 확보
종 다양성이 풍부한 수풀 관리
종이 풍부한 초지 복구
종이 풍부한 초지 조성
섭금류 번식을 위한 습지 관리
섭금류와 야생조류를 위한 습지 관리
물새 번식용 습윤 초지 조성
월동 물새 및 야생 조류용 습윤 초지 조성
목표 특성 초지 관리
목표 특성 초지 조성
건초 제작 지원
급성장 밀집지역 조절
자유 방목 지원
저지대 관목지대 관리
삼림지대를 저지대 관목지대로 복구
경작가능 또는 개선 초지를 관목지대로 조성
월동성 수풀 유지
야생조류 먹이 혼합 재배
농지 조류를 위한 사료 공급
잡종 초지 유지
하부식재 곡물 재배
접근이 어려운 현장 보충
수위 상승 보충
고사리 관리 보충
외래 침입 식물 종 관리
목양 보충
소 방목 지원활동
실리 섬 축우 방목 도입
멸종 위기에 처한 토착 종 보충
멸종위기종 보전 지원 활동
그룹 관리 협정 행정 보충
자연초지 방목
새를 위한 자연초지 방목 관리
황무지 관리
황무지 식생 보충 관리
황무지 습윤 재보충
고지대 가축 제외 보충
삼림 조성 – 유지보수
삼림 개선
경작지 모서리에 수림대 조성
목초지 및 공원 관리
삼림 목초지 및 공원 복구
삼림 목초지 조성
덤불 및 연속구역 관리
연속 영역 및 관목지대 조성
덤불 및 연속구역에서 가축 사육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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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생물다양성
& 서식지

습지(Wetlands)

역사적 환경 및 경관(Historic
Environment and Landscape)

코드
WT1
WT2
WT3
WT4
WT5
WT6
WT7
WT8
WT9
WT10
WT11
WT12
HS1
HS2
HS3
HS4
HS5
HS6
HS7
HS8
HS9

옵션 명
초원 내 연못, 도랑의 버퍼 확보
경작지 내 연못, 도랑의 버퍼 확보
환경적 가치를 가진 도랑 관리
야생 생물 가치가 큰 연못 관리 (100 sq m 이하)
야생 생물 가치가 큰 연못 관리 (100 sq m 초과)
갈대밭 관리
갈대밭 조성
늪지 관리
늪지 조성
저지대 융기 습지 관리
습지대 절단지 보충
습지대 방목 보충
비바람에 강한 전통 농장 주택관리
역사 및 고고학적 특징을 살린 경작 활동
역사 및 고고학적 특징이 있는 지역은 그대로 유지
역사 및 고고학적 특징에 맞춘 덤불 관리
역사 및 고고학적 특징에 맞춘 초원 관리
공학적으로 설계된 수역의 유지관리
전통 관개 방식으로 역사적 목초지 수로 관리
원격지 비바람에 강한 농장건물 유지관리
역사 및 고고학적 특징 보호를 위해 경작을 위한 땅 파는 깊이를 제한

주: ‘생물다양성 & 서식지의 대분류’를 새롭게 부여하였으며, 음영처리된 항목은 고위와 중위시책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음.
자료: Natural england(2016) Countryside Stewardship: Options and Supplements(Revised
4 December 2015. 12. 4.) pp. 2-5.

OECD(2015), 우리나라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영국 농업환경시책(CS) 등의

농업환경활동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다루는 농업환경공공재, 농업환경
자원 관리 부문은 토양 및 토질 보전, 수질 및 수량 관리,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보
전, 농촌경관 관리 등이 있다. 반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농업환경활동이 영국 농업
환경시책(CS)에는 없다. 이것은 농업환경자원의 특성인 공간스케일이 전 세계적
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농업환경활동의 주체인 농가가 농업환경활동과 기후변화
간의 환경편익 증가를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환경활동은 정책에 따라 다양한 시행의 공간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영국의 농업환경시책(CS)은 농업환경자원 관리의 기본단위를 농가로 하고,
만약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지역공동체 수준의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하는 경
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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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은 대부분 농가가 소농이며, 농업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을 고려
하여 이들을 이끌고 갈 리더가 구성될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기본단위로 할
예정이다. 이처럼 나라의 상황에 따라 농업환경활동이 다를 수 있지만 개별
농가의 농업환경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유지관리·제공
은 필수적이다.

2.1.2.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위한 정보의 종류
이 절에서는 2.1.1절에서 도출된 OECD(2015), 우리나라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영국 농업환경시책(CS)의 농업환경활동 분석에서 도출된 토양 및
토질 보전, 수질 및 수량 관리,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보전, 농촌경관 관리의
4대 공통 농업환경자원 관리 부문을 중심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분석한다.

1) 토양 및 토질 보전 부문에서 요구되는 정보
앞의 2.1절에서 OECD(2015: 27),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환경보전프로
그램, 그리고 영국의 농업환경시책(CS) 등에서 토양과 관련된 농업환경자
원 관리를 위해 다양한 농가의 농업환경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농가
의 농업환경활동은 나라별 특징과 상황에 따라 상세도와 종류가 다르게 나
타나지만 OECD(2015: 2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부분 토양침식과 퇴적
물 제어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토양침식과 퇴적물 제어를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먼저 농가가 농경지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파
악해야 어떠한 작물을 어떻게 경작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둘째로
농경지에서 침식 가능성이 많은 지역을 파악하는 것이다. 셋째는 농약사용
현황과 대안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는 경작 과정 중에 침식의 가
능성이 있는 시기가 언제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각각의 농업환경자원 관리 요구사항에 필요한 대표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가 사전에 어떠한 작물을 경작할 것인가를 파악하
기 위해서는 농경지별 토양의 물리·화학성 정보가 필요하다. 둘째, 농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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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농경지의 토양침식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농경지별 토양침
식 예상 지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셋째, 농약사용 현황과 대안을 파악
하기 위해서는 농약의 사용량 정보가 필요하다. 넷째, 농가가 경작활동 과
정에서 토양 피복 제거로 토양유실이 예상되는 시기와 지역을 파악하기 위
해서는 농업 경작 정보와 경지별 토양 피복 제거로 토양유실 예상 지역 정
보가 필요하다.
<표 2-5> 토양 및 토질 보전 관련 농업환경활동에서 요구되는 정보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
요구사항

농가의 농업환경활동*

정보 종류

농가가 농업생산과 토양보전을 위해
현 토양의 상태를 파악

토양 보전

농경지별 토양의 물리·
화학성 정보

농가가 사전에 농경지의 토양침식
가능성을 파악

경사진 농경지에 초생대·유실방지 두둑 조성
경사진 농경지에 흙주머니 설치
밭 침사구 조성·관리
농지와 수계 경계에 식생 여과대 설치·관리

농경지별 토양침식 예상
지역 정보

농가가 경작활동 과정에서 토양 피
복 제거로 토양유실이 예상되는 시
기와 지역을 파악

농업부산물의 농지 환원
휴경기 녹비작물 재배 및 토양 환원
농작물의 다양한 작부체계 운영
대규모 초지 조성

농업 경작 정보와 경지
별 토양 피복 제거로 토
양유실 예상 지역 정보

농약사용 현황과 대안 파악

병해충 방지를 위한 물리적·생물학적 방제
잡초 방지를 위한 물리적·생물학적 제초

농약 사용량과 종류 정보

양분관리

적정 양분투입 유도
가축분뇨 관리
농업지 내부 양분수지 관리
발생한 양분이 하천 오염에 기여하는 배출부하량 관리

비료 사용량 정보
농가의 가축분뇨 배출량

자료: 저자 작성.
*OECD(2015), 농림부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영국의 농업환경시책(CS)의 내용.

2) 농업용수 수량·수질 관리 부문에서 요구되는 정보
앞의 2.1절에서 OECD(2015: 27),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환경보전프로
그램, 그리고 영국의 농업환경시책(CS) 등에서 수질 및 수량과 관련된 농
업환경자원 관리를 위해 다양한 농가의 농업환경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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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농업환경활동은 나라별 특징과 상황에 따라 상세도와 종류가 다르
게 나타나지만 OECD(2015: 2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부분 수질 및 수
량 제어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수질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가축 분뇨와 비료 등 적정 양분 투입이 필요하며, 수량 제어를 위해서는
논 절수 관개 등 농가의 절수 활동도 필요하다.
이러한 각각의 농업환경자원 관리 요구사항에 필요한 대표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농업용수 수질 제어를 위해서는 농경지에 투입되는 농가의 가
축분뇨 배출량과 비료의 사용량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 농업용수 수량 제어
를 위해서는 농가에서 이루어지는 물이용 활동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표 2-6> 농업용수 수량·수질 관련 농업환경활동에서 요구되는 정보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 요구사항

농가의 농업환경활동*

정보 종류

물의 효율적 이용 유도

물의 효율적 사용 촉진
겨울에 농경지 물 유지

농가의 물이용 활동 정보

농업용수 수질 개선

* 토양 침식, 양분관리 등과 공통된 내용
인공습지 및 침강지 조성 후 관리

농경지 상단부 농업용수 수질
농경지 하단부 농업용수 수질

자료: 저자 작성.
*OECD(2015), 농림부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영국의 농업환경시책(CS)의 내용.

3)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보전 부문에서 요구되는 정보
앞의 2.1절에서 OECD(2015: 27),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환경보전프로
그램, 그리고 영국의 농업환경시책(CS) 등에서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보전
과 관련된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위해 다양한 농가의 농업환경활동을 제시
하고 있다. 이들 농가의 농업환경활동은 나라별 특징과 상황에 따라 상세
도와 종류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OECD(2015: 2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부분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한 야생 동식물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으
로 요약된다.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한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서는 야생
동물 번식지 보호와 먹이 공급원 제공이 필요하고 작물 및 품종 다양성 증
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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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각각의 농업환경자원 관리 요구사항에 필요한 대표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한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서는 생물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서식지 정보가 필요하다. 작물 및 품종 다양성
증가를 위한 정보는 농가에서 이루어지는 경작 정보가 필요하다.
<표 2-7>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보전에서 요구되는 정보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 요구사항

야생동물 번식지와
먹이 공급원 보호

작물/품종 다양성 증가

농가의 농업환경활동*
-

정보 종류

생태교란 식물 제거
농경지 멸종위기종 서식지 및 먹이 공급
공동공간에 화목 및 초화류 식재
생물다양성이 증진될 수
생태둠벙 조성, 생태수로 및 어도 설치
있는 서식지 정보
토지이용별 서식지 공급(농경지, 경계, 과수원, 초원, 해안, 저지대,
고지대, 산림, 습지 등)

- 재래종·토종 품종 재배
- 작물/품종 다양성 증가

농가의 경작 정보

자료: 저자 작성.
*OECD(2015), 농림부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영국의 농업환경시책(CS)의 내용.

4) 농촌경관 관리 부문에서 요구되는 정보
앞의 2.1절에서 OECD(2015: 27),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환경보전프로
그램, 그리고 영국의 농업환경시책(CS) 등에서 농촌경관 관리와 관련된 농
업환경자원 관리를 위해 다양한 농가의 농업환경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
들 농가의 농업환경활동은 나라별 특징과 상황에 따라 상세도와 종류가 다
르게 나타나지만 OECD(2015: 2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부분 농촌경관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농촌경관의 유지를 위해 요구되
는 것은 고유성과 경관미 유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각각의 농업환경자원 관리 요구사항에 필요한 대표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농촌의 고유성 유지를 위해서는 전통자원과 공동체자원 정보
가 필요하다. 농촌의 경관미 유지를 위해서는 지형자원, 식물자원, 특산물
자원 등 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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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농촌경관 관리 관련 농업환경활동에서 요구되는 정보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
요구사항

농가의 농업환경활동*

정보 종류

농촌의 고유성 유지(농업, 전통성,
공동체 문화)

전통방식으로 쌀 재배(전통농법)
농업 및 공동체문화 유지·계승
역사 및 고고학적 특징을 가진 농업활동 유지

전통자원 정보
공동체자원 정보

경관미 유지(취락형태, 자연친화성,
시지각현상)

경종의 조정
농업경관의 관리·보전

지형· 식물·특산 자원 정보

자료: 저자 작성.
*OECD(2015), 농림부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영국의 농업환경시책(CS)의 내용.

5) 요약
OECD(2015: 27),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그리고 영

국의 농업환경시책(CS)을 대상으로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위해 이루어지는
농가의 농업환경활동을 살펴본 결과, 4개 농업환경자원 관리 부문과 하위
에 9종의 정보가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9> 농업환경자원 관리에서 요구되는 정보
농업환경자원
관리 부문

토양 및 토질 보전

농업환경자원 관리에서 요구되는 정보
농업환경활동

정보 종류

·농가가 농업생산과 토양보전을 위해 현 토양의 상태를 파악

·토양의 물리성, 화학성, 화학성 변동 정보

·농가가 사전에 농경지의 토양침식 가능성을 파악

·토양침식(경사, 침식량)

·농가가 경작활동 과정에서 토양 피복 제거로 토양유
실이 예상되는 시기와 지역을 파악

·토양을 덮고 있는 작물 등 식물의 정보

·농약사용 현황과 대안 파악

·농약 공급량/사용량

·농경지 내부 양분수지 관리
·발생한 양분이 하천오염에 기여하는 배출부하량 관리

·비료·농약 공급량/사용량
·가축사육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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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농업환경자원
관리 부문

농업용수 수량·수질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보전
농촌경관 관리

농업환경자원 관리에서 요구되는 정보
농업환경활동

정보 종류

·물의 효율적 이용 유도
·겨울에 농경지 물 유지

·농가의 물이용 활동(절수) 정보
·농업용수 수량

·농업용수 수질 개선
·농경지 하단부 하천 수질 개선

·농경지 상단부 저수지·호소 수질
·농경지 하단부 하천 수질(하천 및 하구
수질)

·야생동물 번식지와 먹이 공급원 보호
·작물/품종 다양성 증가

·농업생태계 생물종, 멸종위기종
·논·밭 생태계 관련 서식지

·농촌의 고유성 유지(농업, 전통성, 공동체 문화)
·경관미 유지(취락형태, 자연친화성, 시지각현상)

·농촌의 고유성 정보
·농촌의 경관미 정보

자료: 저자 작성.

2.2.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
체계(system)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운영되는 구성체의
집합이라 할 수 있고, 정보체계(information system)는 사람(people), 하드웨
어(hardware), 소프트웨어(software), 자료(data), 그리고 네트워크(network)
자원이 하나로 어우러져 정보수집, 가공, 출력, 저장 등의 활동을 하는 것
을 말한다.1 정보체계의 구성요소 중에서 하드웨어는 CPU, RAM 등의 컴
퓨터를 의미하며,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OS나 자료를 가공하
고 시각화해주는 워드프로세서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하고, 네트워크는
인터넷이나 인트라넷 등 통신과 관련된 인프라를 의미한다. 사람은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주체를 의미하고 운영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자료는 조직에서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서 관리되어야 하는 자원으로서 자
료를 의미한다.

1

MBA Knowledge Base. 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https://www.mbaknol.com/mana
gement-information-systems/components-of-an-information-system/: 2018.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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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정보시스템의 구성 요소

자료: MBA Knowledge Base, 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https://www.mbaknol.com/management
-information-systems/components-of-an-information-system/: 2018. 9. 8.).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는 일반적인 정보체계의 하드웨어, 소프트
웨어, 네트워크 등은 유사하지만 농업환경자원을 관리하는 사람과 자료에
서 차별성이 있는 특화된 정보체계라 할 수 있다. 사람 측면에서는 농업환
경자원 관리 정보를 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수집 및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사항이 일반적인 정보시스템과 차이가 있다. 자료 측면에서는 농업환
경자원 관리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료가 생성되고, 유지관리를 넘어 통합관
리 되는지, 그리고 앞서 논의한 농업환경자원 관리의 특성인 공간 규모와
공간 이질성을 정보가 반영하고 있는가 등에서 차이가 있다.

현행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현황과 한계

이 장에서는 제2장에서 분석된 농업환경자원의 양과 질적 상태를 파악
하기 위해서 연관 정보를 대상으로 정보체계의 구축 현황을 파악한다. 토
양과 토질 보전, 수질 및 수량 관리,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보전, 농촌경관
관리 등 농업환경자원 관리 4개 부문별로 양과 질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 각각 토양의 화학성 등 관련 정보, 농업용수와 수질 관련 정보, 비료·농
약 및 가축사육두수 관련 정보, 서석지와 생물종 관련 정보, 농촌의 고유성
과 경관미 관련 정보 등을 대상으로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현황을 파악한다.
구축 현황 분석 내용은 2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첫째로 정보체계의
5대 구성요소 중에서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에 특화된 사람과 관련

하여 정보의 수집·생산, 유지·관리의 주체가 누구인지, 개별 정보가 수집·
생산, 유지·관리 되는 근거와 절차 등을 파악한다. 둘째로 자료 측면에서
농업환경자원 관리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료가 생성되고, 유지관리를 넘어
통합관리 되는지, 그리고 앞서 논의한 농업환경자원 관리의 특성인 공간
규모와 공간 이질성을 정보가 반영하고 있는가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다. 구체적으로 농업환경자원 관리의 공간스케일은 최소 규모인 농경지를
기본으로 하고, 만약 농경지 규모에서 정보가 없는 경우 공동체단위(마을),
행정구역, 유역 등으로 규모를 높여 가면서 분석한다. 공간이질성은 현 공
간정보체계가 관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가 충분히 구
축되었는지를 검토한다.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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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양·토질 보전 부문 정보체계의 구축 현황과 한계 분석

1.1. 토양·토질 부문 정보체계의 현황
1.1.1. 토양 물리·화학 관련 정보 현황
토양 정보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단계에 따라 식량증산이나 농업환경보
전 등 시대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되었으며, 현재 토양과
관련하여 수집되는 정보에는 토양특성조사(토양도), 토양환경변동조사(농
업환경변동조사), 토양검정 자료 등이 있다.
토양특성조사(토양도)는 조사목적, 기본도 축적, 조사 정밀도에 따라서
개략토양조사, 정밀토양조사, 세부정밀토양조사로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되
고 있다.2 이는 항공사진 해석, 현지토양조사 및 분류, 대표토양의 시료채
취·분석, 토양도 제작 등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3 토양도는 처음
에는 종이지도로 제작되었지만 1998~2005년에 디지타이징(digitizing)을 통
해 토양도 전산화가 이루어져 현재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의 기본도로 사용
되고 있으며, 수질모델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에 있다. 가장 최신의
토양도인 세부정밀토양도는 조사지점 간 거리가 50m이며, 최소 작도 면적
이 0.1ha로 2015년 농가당 평균 농지면적 1.3ha을 기준으로 볼 때,4 한 농
가당 13개의 토양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상세하게 작성되고 있다.

2
3
4

농촌진흥청 흙토람(http://soil.rda.go.kr/soil/soilact/agriCulture.jsp: 2018. 10. 30.).
농촌진흥청 흙토람(http://soil.rda.go.kr/soil/soilact/agriCulture.jsp: 2018. 10. 30.).
농민신문(https://blog.naver.com/clay90/220387275876: 2018.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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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토양조사 방법 간 비교
구분

개략토양조사

정밀토양조사

세부정밀토양조사

기본도의 축척

1:40,000

1:10,000~18,750

1:1,200~5000

토양도의 축척

1:50,000

1:25,000

1:5,000

최소 작도면적

6.25ha

1.56ha

0.1ha(10a)

항공사진 위주 해석

현지답사 위주

필지별 조사

조사의 정밀도
및 토양구분
조사지점 간 거리

고차분류 단위인 대토양군 및 저차분류 단위인 토양통과
토양군
작도 단위(토양통, 구 및 상)
500 ~ 1,000m

100m 이내

저차분류 단위인 토양통과
작도 단위(토양통, 토양구,
토양상 및 현토지 이용)
50m

자료: 농촌진흥청 흙토람(http://soil.rda.go.kr/soil/soilact/agriCulture.jsp: 2018. 10. 30.).

토양 검정은 작물 재배 전 또는 재배 후 한 포장에서 5~10개 지점 이상
일정 간격으로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산도(pH), 염농도(EC), 유기물, 질소,
인산, 칼슘, 마그네슘, 양분보존능력, 석회요구량, 유효규산함량, 점토함량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5 이는 신청인(담당지도사)이 시료를 채취한 후 시·
군 농업기술센터에 지번, 면적, 채취일, 주소, 성명, 작물명, 연락처를 기재
후 시료봉투를 전달하면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15일 이내에 시비 처방서
를 발부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검정은 15만 전국 읍·면·동별 대표 지
점(5,300여 개 읍·면·동 × 30점)을 3년 1주기로 시행하고, 시·군에서 농가
의 신청에 의해서 연간 50만~60만 지점에 시행하고 있다.6 15만 토양검정 대
표 지점은 전국 1,500만 필지의 1%에 해당하며, 2017년 토양개량제지원사
업 지침에 의해 법정 동리별 대표 지점으로 전환되어, 각종 조사의 결과를
법정동·리 행경경계를 이용하여 통계지도로 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오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시료분석 내용은 시료채취 시에 구득된 신청자
정보와 함께 농업기술센터에 테이블형태로 기록된 후 주기적으로 농업과
학기술원에 보내진다. 이 정보는 지번을 이용하여 공간자료로 만들어지며,
최종적으로 토양환경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다. 한편, 구축된 토양검

5
6

충주시 농업기술센터(https://www.chungju.go.kr/cja/contents.do?key=984: 2018. 8. 30.).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기준｣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7-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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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자료를 통해서 법정 동·리별 석회·규산질 비료의 적정 공급량을 산정하
여 토양개량제지원사업에 활용되고 있다(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 내부
자료 2018).
<그림 3-1> 흙토람의 토양특성과 농경지 화학성(예시)

자료: 토양환경지도(http://soil.rda.go.kr/geoweb/soilmain.do#: 2018. 9. 30.).

토양환경변동조사(농업환경변동조사)는 ‘친환경농업육성법’(1999)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논, 밭, 과수원, 시설재배 등 농경지 토양을 대상으로 화학성,
물리성, 미생물, 수분, 중금속, 농약 지표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는 ｢친
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하여 ‘농업자원과 농
업환경의 조사·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사기간은 4년을 1
주기로 하여 논, 밭, 과수원, 시설재배 농경지에 대해 연차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으며, 공단 인근 농경지의 중금속은 2년 1주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1~4차 농업환경자원 변동조사 사업(1999~2016)’에서는 토양화학성(8종),

물리성(6종), 농업용수(14종), 미생물(4종) 등 농업환경의 주기적 변화상을
파악하여 농업환경변동 통계를 작성하였다. ‘5차 농업환경자원 변동조사
사업(2017~2022)’은 농업환경보전 효과를 측정을 지원할 수 있는 토양비
옥도·중금속, 수질, 비료사용 등에 대해 주기적 변동을 파악하여 각종 농업
환경보전 정책을 지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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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토양환경변동조사(농업환경변동조사) 체계

자료: 농촌진흥청 흙토람(http://soil.rda.go.kr/soil/soilact/composition.jsp: 2018. 10. 30.).

<표 3-2> 토양환경변동조사(농업환경변동조사) 조사항목
분야

농경지
토양

지표

조사항목

화학성

pH, 전기전도도,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양이온(K, Ca, Mg), 석회소요량(pH 6.5 미만 밭,
과수원, 시설재배지), 유효규산(논)

물리성

작토심, 용적밀도(표토, 심토), 경도(심토), 삼상(표토, 심토), 토성(표토, 심토), 유기물함량
(표토, 심토)

미생물

미생물체량, 탈수소효소활성, 종풍부도, 다양성지수, 분류군별 분포

수분

토양수분 함량

중금속
농약

Cd, Cu, Pb, Zn, Ni, As, Hg, Cr, Cr6+(Cr 5mg/kg 초과 시)
엔도설판(Endosulfan) 등 병·해충·잡초 다사용 농약류

자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
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에 대한 조사·평가 기준’ 세부항목.

<표 3-3> 제5차 농업환경변동조사 수행 실적 및 계획
조사분야
토양 화학성
토양 물리성
토양 중금속
비료사용실태
농업용수 수질

2017
밭(1,760)
밭(320)
전국(600)
노지채소
(900)

2018
2019
과수원(1,470)
논(2,110)
과수원(320)
논(320)
전국(600)
전국(600)
과수
벼·식량작물
(900)
(900)
매년 하천수 300지점 3회,
지하수(논·밭·시설재배) 200지점 2회 조사

단위: 지점
2020
시설(1,374)
시설(320)
전국(600)
시설작물
(900)

자료: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 내부자료(2018).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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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수집된 토양환경변동조사 정보는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
조사 및 평가 기준｣ 제6조에서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는 담당자가 기관 내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만 활용하고 있다. 2017년
부터는 ICT 기반 농업환경자원조사 자료관리 고도화사업을 통해 기존 현
장에서 수집된 자료를 사무실에서 엑셀형태로 정리하는 것 대신에 현장에
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대상지 현황 조회와 함께 조사 결과를 즉시 입력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2017~2020년)에 있다.
<그림 3-3> ICT 기반 농업환경자원조사 자료관리 화면(예시)

자료: 농업과학기술원(2017). ICT 기반 농업환경자원조사 자료관리 1차 사업 최종 발표자료.

이와 더불어 농촌진흥청에서는 세부정밀토양도와 논, 밭 토양의 토양분
석 성적 등 토양 검정 정보 및 농업환경 변동 정보를 전산화한 토양정보시
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7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은 토양도와 토양검정
결과, 작물별 토양적성도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농업환경 DB를 유관
기관으로부터 연계하고 축적하여 시스템에서 10종의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2001년 토양정보시스템을 시작으로 2007년 농업환경정
보시스템, 2010년 토양환경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2017년 기준 토양환경정보시스템에서는 스마트팜맵 지도 서비스 구축, 토

양특성 서비스 개선(기존 25종에서 30종의 정보 제공), 토양환경변동 지도
7

농촌진흥청 흙토람(http://soil.rda.go.kr/soil/soilact/agriCulture.jsp: 2018. 10. 30.).

현행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현황과 한계

35

서비스 개선, 유기자재 시용량 추천 프로그램 구축, 토양개량제(규산, 석
회) 소요량 산정 프로그램 구축, 친환경 농자재 사업 평가 프로그램 구축,
비료사용 처방 프로그램 개선, 토양수분정보 게시판 구축 등을 통해 개선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토양환경정보시스템에서는 토양도와 토
양검정 관련 정보를 토대로 ‘작물별 토양적성도’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3-4> 토양환경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 10종
분류

공간정보

토양(2)

세부정밀토양도 / 토양특성 30종 주제도

기후(1)

정밀농업기후도

농업환경(6)

농업환경변동정보 주제도 / 일반농경지 토양화학성 주제도 / 농경지 토양물리성 주제도 /
농업용수 수질 주제도 / 농경지 토양미생물 주제도 / 농업생태계생물상 주제도

작물재배(1)

작물재배적지 63종 주제도

자료: 심재헌 외(2016) 재인용 및 보완.

1.1.2. 토양 침식 관련 정보 현황
토양침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토양 침식량과 경사도와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다. 토양 침식량과 관련해서는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생태원 등에서
범용토양침식량공식(Universal Soil Loss Equation: USLE)을 이용하여 농
경지, 산림, 초지에서의 연간 토양 침식량을 산정하고 있다. 이는 경작지의
재배 작물과 경작 형태에 따라 범용토양침식량공식의 C, P 인자가 변동되
며 이를 통해 경작지의 토양침식량을 산정할 수 있다. 국립생태원의 자료
를 기준으로 시·군별 단위면적당 토양침식량(ton/ha/yr) 공간분포를 6등급
하여 지도로 표시할 때, 경사가 급한 산지가 많이 분포한 강원도 지역의
시·군에서 단위면적당 토양침식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사도는
수치고도모형(DEM) 자료와 GIS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산정이 가능하며,
정확도는 수치고도모형 자료의 해상도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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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농가의 농경지 토양침식 가능성의 사전 파악 요구 정보

자료: 국립생태원에서 제공한 토양침식량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지도화함.

1.1.3. 농업경작·토지이용 관련 정보 현황
농업환경관리를 위해서는 농업이 이루어지는 경지의 위치, 면적, 경지
및 주변의 토지 이용 현황, 농업생산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농업경
영체 DB, 농림어업총조사, 농림어업조사, 농산물생산비조사 등이 있다.
농업경영체 DB는 농업 정책 대상 농가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정보를 수
집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08년 6월부터 시행하여 2009년 12월 31일까
지 일괄등록을 마친 후 2010년 1월부터 상시 관리체계로 전환되었다. 2009
년 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융자 및
보조금 수혜를 받고자하는 농가는 의무적으로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대상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김한호 외 2015). 농업경영체 DB에서는 농업 생산 투입재(비료, 농
약, 물 등)와 관련된 자료 수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농업생산(재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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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재배면적), 가축 사육시설 현황, 조건불리지역 보조금 수혜 현황, 친환
경농산물 인증(인증종류, 인증면적) 등에 대한 통계와 같이 농업환경과 연
계할 수 있는 통계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농업경영체 DB는 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등록대상인 농업경영체가 자발적으로 행정
기관 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
<표 3-5>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내용
구분

1. 일반현황

2. 농작물 생산
3. 가축 사육시설 현황
4.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
5. 추정 소득 및 자산, 부채

6.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
보조금

내용
· 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국적, 주소(주민등록지, 신고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영
농이력(취업동기, 농업종사기간) 등
· 경영주외의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경영주와의 관계, 영농이력
· 농업 외 종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경영주와의 관계, 직종
· 기타 동거인: 성명, 생년월일, 경영주와의 관계
· 경지번호, 경지소재지, 지목(공부상, 실제), 경영형태(자경, 공유, 임차), 경지면적(공부상,
실제, 미 이용), 재배품목, 재배면적(노지, 시설), 경지소유주 성명
· 가축사육시설 소재지: 주소, 공부 및 실제 면적
· 경영형태(자영, 임차), 용도, 가축종류, 사육규모(마릿수)
· 주요 품목, 판매금액, 판매처별 비율, 가공 품목 및 판매금액
· 추정 농업소득: 농업조수입, 농업소득
· 농업 외 소득: 겸업, 급여, 자본, 이전, 비경상 소득
· 자산: 고정자산, 금융자산, 재고자산
· 부채: 농업용, 가계용, 겸업용, 기타
· 경지소재지
- 보조금 종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고정/변동),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 대상경지 여부: 전년도 논재배작물, 기준연도 이전 논농업기간
· 지급, 신청 면적: 전년도 지급면적(농업진흥지역 안/밖), 금년도 신청면적(농업진흥지역
안/밖, 동계/하계/이모작)
· 성명,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7.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8. 농업에 관련된 융자, 보조금
· 성명, 종류, 품목, 지정연도
등의 수령
9. 농업에 관련된 융자, 보조금 · 지원 받은 정책사업명, 지번, 면적, 총사업비, 정부 보조금, 정부 융자금, 농업용 면세유류의
등의 수령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10. 친환경농산물 인증
· 신청자, 인증종류, 소재지, 인증면적, 대표품목, 인증번호
자료: 김한호 외(2015).

농림어업총조사는 농림어가의 총수와 특징, 경영형태, 지역별 특징을 파
악을 목적으로 하며, 자체적으로 정의한 농가8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이며 5년에
한 번씩 시행되고 있다.9 농림어업조사는 농림어업총조사를 모집단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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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매년 약 5만 농가(2017년 기준)를 표본 추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농림
어업총조사의 문항을 재조사한다. 농산물생산비조사 역시 농림어업총조사
에서 조사품목을 경작지가 일정규모 이상인 농가들을 모집단으로 하며, 농
림어업조사에서 1,600농가를 표본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기준). 조사되는 항목은 논벼, 고추, 마늘, 양파, 콩의 생산에 소요

되는 비용과 투입재의 양 등이다.
<표 3-6> 농업경작·토지이용 관련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내용
정보화 대상

정보화 방법

정보화 주체

농업경영체 DB
농림어업총조사, 농림어업조사, 농가경제조사,
농산물생산비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작/토양피복

통계청

자료: 저자 작성.

1.1.4. 비료·농약 관련 정보 현황
현재 화학비료의 유통 및 공급은 농협과 시판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원칙
적으로 자율화되어 있으나, 대부분 농협을 통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
가에 대해 공급되고 있다. 화학비료는 유통을 위해 대규모 보관창고가 필
요하고 계절상품인 특성이 있으므로 소규모 대리점보다 농협중앙회의 계
통구매를 통한 공급이 대부분이다(농협중앙회 2016a).

8

9

농림어업총조사에서의 농가는 조사일(12월 1일)을 기준으로 논이나 밭을 1,000㎡
(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지난 1년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 금액
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정의하고 있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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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화학비료의 유통경로
대리점 및 물류기지
화학비료
생산업체

지역·품목농협

농업경영체

농협중앙회

자료: 농협중앙회(2016a). 2016 비료실무안내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함.

유기질비료의 유통 및 공급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역농협
을 통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에 대해 공급되고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 자원화와 토양의 비옥도 증진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대
상으로 유기질비료 구매 금액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림 3-6> 유기질비료의 유통경로
농업중앙회 지역본부
대금지급
비료주문

유기물비료
생산업체
비료공급

정산

시군구
물량배분

읍면동

지역농협

사업신청

농업경영체

비료공급

자료: 오내원 외(2017).

화학비료 및 유기질비료 판매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역농협과 대리점은 판매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농협에서는 비료관리전
산시스템에 화학비료, 유기질비료와 관련된 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농가가 비료를 신청하면 농협은 신청서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 자
료를 통해서 구매와 정산이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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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시·군 단위에서 매년 제공하고 있는 통계연보
의 비료 관련 자료도 농협에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고 있다. 이
때, 대부분의 비료가 지역농협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농협의
판매기록부를 통해서 지역의 비료 공급량을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조사되고 있는 항목은 구매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판매물품(품명, 단가,
수량, 판매가격)이며, 이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3조(월
별판매합계표 등의 서식)의 4에 근거하여 수집되고 있다.
농약의 유통 및 공급은 농협과 농약 시판상으로 이원화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농협이 42.8%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농협중
앙회 2016b). 농약 역시 비료와 마찬가지로 판매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
용되기 때문에 지역농협과 농약판매상은 농약 9종(검역 및 저장해충 방제용,
알루미늄포스파이드 등 고독성 5종과 농작물 방제용, 카바릴 수화제 등 보통
독성 4종)에 한해 판매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2019년 1월부터
는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s: MRLs)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원천적으로 사

용을 금지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시
행되면서 모든 농약을 대상으로 구매 정보 기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식품의
약품안전처 고시 2015-78호(2015. 10. 29. 기준)).
<그림 3-7> 농약의 유통경로
농약시판상
농약
제조업체

지역농협

자료: 농협중앙회(2016b). 2016 농약실무안내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함.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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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1980년대 후반의 농약과 비료의 과다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농경지 환경오염을 막고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
기 위해 농경지 토양의 특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농
업육성법이 1999년에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환경
변동조사를 1999년부터 실시하게 되었고 비료와 농약의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조사는 농가를 직접 방문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료 사용 실태는 주산지(고추, 사과, 상추) 및 지대별(벼)의 관행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4년 1주기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 때, 1년차는
밭 채소(고추), 2년차는 과수(사과), 3년차는 논(벼), 4년차는 시설재배지역
(상추)이다. 이 조사를 통해 수집되는 항목은 살포기의 종류, 살포시간, 살

포횟수, 주요 비료사용 내역, 단위면적당 비료 사용량 등이다. 농약 사용
실태는 주산지별 및 지대별 관행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4년 1주기로 조사
하며, 1년차는 노지채소 (고추 등), 2년차는 과수(사과 등), 3년차는 식량작
물(벼), 4년차는 시설재배(상추 등)이다. 이를 통해 수집되는 항목은 작물,
농약의 종류, 농약사용량, 살포횟수 등이다. 이렇게 수집된 조사 결과는 농
촌진흥청의 흙토람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기관 내부에서 연구용으로만 활
용하고 있다.
<표 3-7> 농업환경변동조사의 비료·농약 조사 기준 및 항목
분야

지표

조사항목

농업
투입재

비료

비료(화학비료, 토양개량제, 부산물퇴비) 및 관련 농업자재(유기농업자재 등) 사용량,
시용방법, 횟수

농약

농약 및 관련 농업자재(유기농업자재 등) 사용량, 살포방법, 횟수

양분
수지

질소수지
인산수지

양분(질소, 인산)의 유입 및 제거량
- (유입) 보통비료, 부산물비료 등
- (유출) 작물 생산량 및 흡수량 등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18).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준｣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712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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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비료·농약 관련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내용
정보화 대상

정보화 방법

정보화 주체

비료·농약 공급량

판매기록부
(부가가치영세율 적용에 의한 의무 기재)

농협

비료·농약 사용량

농업환경변동조사
-농약종류, 농약사용량, 살포횟수

농촌진흥청

자료: 저자 작성.

1.1.5. 가축두수·분뇨 관련 정보 현황
가축 두수의 파악은 가축의 종류별 두수에 환산식을 적용하여 가축분뇨
의 예상 발생량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통
계청에서는 ｢통계법｣ 제920019호에 의거한 ‘통계청 가축동향’에서 1948년
부터 가축의 사육규모별 가구(농장)수와 성 및 연령별 마릿수를 파악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소(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이며, 3개월(3, 6, 9,
12월 1일 기준)을 주기로 하고 있다. 소는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

를 실시하던 것을 2017년 9월부터 소 이력제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 및 발
표하고 있다. 돼지는 지난 3개월간 돼지를 사육하였던 가구에 대해 표본조
사를 실시한다. 가금류의 경우 닭(산란계, 육계)은 3,000수 이상, 오리는
2,000수 이상 사육농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0년 구제역 파동 이후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친환경적인 축산업으로

의 전환을 위해 그 동안 신고제로 운영해 온 축산업을 허가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에 의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 사육시설(면적기준)은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자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양식에 따라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사업장 소재지와 함께 배출시
설의 설치내역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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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대상 배출시설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1,000㎡ 이상

소(젖소 제외)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450㎡ 이상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말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닭 또는 오리 사육시설

면적 3,000㎡ 이상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1｣ 요약.

<표 3-10>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대상 배출시설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소(젖소 제외)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 450㎡ 미만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말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닭, 오리 또는 메추리 사육시설

닭 또는 오리는 면적 200㎡ 이상 3,000㎡ 미만으로 하고, 메추리는 면적 200㎡
이상으로 함

양 사육시설

면적 200㎡ 이상

사슴 사육시설

면적 200㎡ 이상

개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

방목 사육시설

돼지 36마리 이상, 소·젖소·말 9마리 이상, 닭·오리 1,500마리 이상 또는 양·사슴
50마리 이상으로 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2｣ 요약.

또한 가축두수 파악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
템(Korea Animal Health Integrated System: KAHIS)이 있다.10 국가동물방
역통합시스템은 개별 농가의 농장정보와 함께 사육정보를 함께 포함하고
있어 향후 질병관리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생산량 추정에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가축질병 발생의 사전예방 및 질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최신
정보통신(ICT) 기술을 활용하여 동물 질병 및 가축방역 정보를 통합 관리
10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 가축방역통합시스템(https://www.kahis.go.kr: 2018.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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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역업무처리 시스템이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008년부터 2012년까
지 5년간 구축하여 201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의
사용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비롯한 지자체·민간 방역담
당자 등이며, 주요 기능은 축산농장 및 시설, 차량 출입정보 등 방역 기초
정보 제공, 예방·예찰, 진단, 통제, 사후관리까지의 가축방역 통합업무 처
리를 지원하고 있다.
<그림 3-8> 국가동물방역시스템 구성도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2012).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질병예방 사용자교육 매뉴얼. p. 3.

소(한우, 육우, 젖소)와 닭, 오리의 가축분뇨는 주로 축산농장이나 인근
경종농장, 자원화 시설에서 퇴비화하여 농경지에 살포되거나 유통되고 있
다. 돼지분뇨는 공동자원화시설을 통해 에너지화하여 처리 또는 퇴·액비화
하여 농경지에 살포되거나, 공공처리시설을 통해 정화처리되고 있다. 환경
부에서는 가축분뇨의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육면
적 50㎥ 이상 1,000㎥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돼지분뇨의 배출 및 처리와 관
련된 모든 과정을 전자적으로 실시간 관리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
스템을 전국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다(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 2). 이 시
스템을 통해서 이러한 가축분뇨의 발생량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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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전 과정과 재활용 사업장에서의 업무 처리과
정을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
2017년 1월부터는 돼지분뇨 배출, 수집·운반, 처리 및 액비 살포시 의무

적으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한다.11 이 시스템은 돼지분뇨
를 배출하는 농가, 분뇨를 수집하고 운반하는 업자, 처리 및 액비 생산업
자, 살포업자 등이 분뇨 처리과정에서 서로 인수인계를 할 경우, 스마트폰
혹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분뇨의 배출 장소, 무게 등의 각종 정보를 전
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 때, 가축분뇨 수집·운
반 차량, 액비살포 차량에는 중량센서, 위성항법장치(GPS), 영상정보처리
장치(IP 카메라) 등 첨단 장비가 설치되어 돼지분뇨의 수집 및 운반, 처리,
살포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그림 3-9>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 과정

자료: 환경부 e-환경뉴스(http://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284&boardId=74
3710&boardMasterId=108: 2018. 11. 4.).

11

환경부 e-환경뉴스(2017. 1. 5.).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전국으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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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동향의 시도별 가축두수 및 가축분뇨 발생
원단위를 이용하여 가축분뇨 발생량을 계산하고,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
통센터, 공공처리시설, 개별처리시설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가축분뇨 발생
량과 처리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개별 시·군·구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근거로 하여 매년 시·군·구 단위의 축산
농가별 축종별 사육두수 및 분뇨 발생 처리량, 방류지역 등을 조사하여 가
축분뇨의 처리대책과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보를 활
용하고 있다.
<그림 3-10> 가축분뇨의 생산과 처리과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

<표 3-11> 가축두수·분뇨 관련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내용
정보화 대상
농가의 가축사육두수
가축분뇨 처리 및 살포
자료: 저자 작성.

정보화 방법

정보화 주체

가축동향조사

통계청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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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토양·토질 부문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요약
토양·토질 부문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는 ｢친환경농어업육성법｣
이전 시점은 농업생산 투입재 관련된 현황이 주로 구축된 반면, 이후 시점은
시·군 통계 이하의 상세한 농업생산 산출물의 현황과 사용량, 변화량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체계구축은 주로 국립농업과학원 등 농업전문
기관이나 개별 정책운영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표 3-12> 토양·토질 부문 시기별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 구축 현황 요약
친환경농어업육성법

토양·토질
보전

도입 이전

도입 이후

물리·화학성

토양특성조사(토양도)
토양비옥도조사(토양검정)

토양 침식

-

토양비옥도조사(토양검정+시비처방)
토양변동조사(농업환경변동조사)
범용토양침식량공식(국립생태원)
DEM 수치고도모형-경사도
토지피복 현황(토지피복도)
경지 조사(스마트팜맵)
농지 소재지, 농지면적, 품목별 재배면적(농업경영체)

농업경작·
경지면적, 작물별 재배면적, 수확면적, 시설면적 조사
토지이용
비료·농약

화학(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내역 기록
농약 공급 지원 내역 기록
비료공급량 조사(시·군)
농산물 생산에 투입된 비료 및 농약의 양 조사

가축두수·
가축, 축사 조사, 가축분뇨수거, 가축분뇨처리 조사
분뇨

맞춤형 비료지원사업
비료·농약사용량 보고(농업경영체)
비료농약 사용량 조사(농업환경변동조사)
축산농가별 축종별 사육두수 및 분뇨 발생량 조사(시·군)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면적, 축종, 사육두수 보고
축산농가별 축종별 수육두수 및 차량출입 정보(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가축분료 배출, 수집·운반, 처리(축산분료전자인계관리시스템)

자료: 저자 작성.

<표 3-13> 토양·토질 부문 주체별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 구축 현황 요약
정보화 대상
토양의 물리·화학성
토양침식
농업경작·토지이용
비료·농약
가축두수·분뇨
자료: 저자 작성.

정보화 방법

정보화 주체

토양특성조사(토양도)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토양환경변동조사(농업환경변동조사)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각 도 농업기술원, 고령지농업연구소

토양 검정
범용토양침식량공식(침식량)
DEM 수치고도모형(경사도)
농업경영체 DB
농림어업총조사, 농림어업조사, 농가경제조사,
비료·농약 판매기록부
농업환경변동조사(농약종류, 농약사용량, 살포횟수)
가축동향조사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축산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

농업과학기술원, 농업기술센터
국립생태원
국토지리정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계청
농협
농촌진흥청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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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토양 및 토질 보전 부문의 한계 분석
1.2.1. 토양 화학성 관련 정보
현행 토양화학성은 토양검정을 시행한 필지단위로 제공되어 토양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필지의 토양화학성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다만 법
정리 단위로 표준지를 두고 있어 법정리를 최소의 공간단위로 하고 있다. 이
러한 이유로 농가 중심의 농업환경정책이 도입되는 경우, 농가는 해당 농경
지에 토양검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대략의 토양 화학성 정보도 유추할 수 없
다. 향후 정밀농업이 도입되는 경우 현재 토양검정과 같이 해당 필지의 대푯
값이 아닌 농경지 내 지점별로 화학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토양검정 자료를 이용하여 공간보간(Spatial Interpolation)
을 수행하여 미 샘플링 지역에도 대략의 토양화학성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
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것은 비용-효과측면에서 정확도와 효과성 사이의 선
택이며 정보 제공 시 보간된 자료임을 밝혀 해석에 유의하게 하면 잘못된
정보 전달의 문제도 피할 수 있다.
한편, 전국농업환경변동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토양화학성 변동은
전국의 밭, 논, 과수원, 시설을 대상으로 4년 1주기로 많게는 2,000여 지점에
대해서 샘플링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토양화학성 변동을
농경지나 법정리가 아니라 읍·면 단위 수준의 공간규모로 파악할 수 있다.
향후에는 축적된 토양화학성 변동 자료를 이용하여 읍·면 단위의 토양화학
성 변동 정도를 산정하고, 전국에서 변화 정도가 가장 큰 지역 탐색 등 지
역 간 비교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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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시·군·구별 농경지 토양에서의 유기물·유효인산 평균농도(g/kg:mg/kg)

자료: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제공한 논, 밭, 과수, 시설별 측정 결과를 가중평균하여 직접 지도화함.

1.2.2. 토양침식 관련 정보
농경지의 대표적인 토양침식 정보는 경사도와 침식량에 대한 대한 정보
이다. 현재 국가적으로 경사도를 산정하여 제공하는 곳은 없다. 다만 경사
도 산정에 기반이 수치고도모형(Digital Elevation Model: DEM)이 국토지
리정보원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최고 해상도인 5m급
수치고도모형을 이용할 경우 농경지별 경사도를 산정할 수 있다. 정밀농업을
위해서 만약 농경지 내부의 상세한 경사도가 요구되는 경우는 드론 등의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cm급의 항공 라이다(Light Detection And Ranging:
LiDAR) 고도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의 제약에 의해서 일부

국지적인 지역으로 한정된다.
침식량에 대한 정보는 농경지별로 산정이 가능한 경사도와 달리 범용토
양침식량공식(Universal Soil Loss Equation: USLE) 등의 모형에 의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이 모형의 최종 결과의 공간해상도는 입력 자료의 공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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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전국단위로 모형이 구축될 경우 30m 수치고도모
형을 이용하기 때문에 결과의 공간해상도는 대부분 30m가 된다. 농지 단
위의 정밀한 침식량 산정은 정교한 입력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
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적으로 산정한 토양 침식량 정보는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토양
침식이 많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즉 토양 침식량의
공간이질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비용-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준다.
<그림 3-12> 범용토양침식량공식에 의한 토양침식량 산정(예시)

자료: 박찬원 외(2007: 11); 국립생태원에서 제공한 범용토양침식량공식의 적용 결과를 시·군 경계로 집계
하여 직접 작성함.

농경지 경계의 두둑 조성과 주변 침사지 조성 관련 정보는 조성 전 단계
의 위치 선정과 조성 과정의 농업환경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조성 전 단
계 침사지 위치 선정은 논경지가 소규모인 관계로 고해상도 수치고도모형
(DEM)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드론 등의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cm급의

항공 라이다(Light Detection And Ranging: LiDAR) 고도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의 제약에 의해서 일부 국지적인 지역에 한정하여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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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한편 두둑이나 침사지 조성 과정의 농업환경활동 정보는 농가의
농업환경활동 과정 중에 생산되기 때문에 농가의 활동과정 중에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의 샘플링에 의한 조사를 통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1.2.3. 농경지의 토양피복 정보
농경지의 토양피복 정보는 강우에 의한 침식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
요한 정보이다. 토양의 피복 상태는 현재 1년 단위로 갱신되는 농업경영체
DB에서 농작물 생산 현황이라는 항목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논

이나 과수 등 과년도와 크게 바뀌지 않는 부분은 비교적 정확한 반면, 다양
한 품종을 다기작하는 밭작물의 경우는 그 정보가 정확하지 않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또한 통계청 경지면적조사는 샘플을 대상으로 1년 단위 논과 밭
의 경지면적을 조사하는 데 그치고 있어 국가 조사체계를 이용한 경작정보
수집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농가가 토양피복 관련 농업환
경활동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요인과 정보체계가 없기 때문에 정보
생산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수집 및 기록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한편 토양피복 상태는 위성영상이나 무인항공기에 의한 항공사진을 통
해서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다파장 영상을 통해서 산출된 식생지수
(Vegetation Index)를 통해서 식생의 활력 정도를 환산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환경자원 관리뿐만 아니라 농업생산활동 관리에도 중요하다. 하지만
기상조건과 비용 등에 의해서 농경지별로 전국을 1개월 단위로 촬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을 중심으로 2022년까
지 체세대중형위성 개발사업(농림위성개발)이 추진될 예정으로 있는 바,
이 위성의 영상을 이용하여 비용-효과적인 토양 피복 정보를 확보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지금도 외국에서 생산되는 위성영상을 활용할
수 있으나 농경지별로 전국을 1개월 단위로 토지피복과 식생활력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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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양분수지 관련 정보
토양화학성의 변동을 일으키는 비료와 가축분뇨 등 투입량과 작물에 의
한 흡수량의 차이, 즉 양분수지에 관련된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 첫째, 최
소 공간규모인 농경지별로 비료의 사용량 정보가 생산되고 있지만 농가가
이 정보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한편 정보 제공을 꺼리기 때문에 정
보수집이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농업환경변동조사 등의 국가단위 샘플링
조사를 통해비료 사용량에 대해 방문조사를 하고 있지만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비료의 공급량은 비료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관련 정보를 보관하고 있고 시·군 통계연보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농협에서 개별 농가단위의 비료
공급량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제공을 못하고 있지만, 전국오
염원기초조사의 축산 분야나 농업경영체 등에서의 비식별 처리와 같은 방
법을 통해서 시·군 이하의 정밀한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12
둘째, 가축분뇨 발생량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축사육두수 정보는 환경부
전국오염원조사를 통해서 읍·면·동·리 단위로 조사되고 있다. 이들 자료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를 기반으로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통해 검토하여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가축사육시설이
등록되지 않아 실제와 조사 정보 간의 일정 정도의 괴리가 있다. 전국오염
원조사 결과와 축종별 BOD, TN, TP 발생원단위(국립환경과학원 2012)를
사용하여 시·군별 축산계 TN, TP 발생부하량를 산정할 수 있으며, 전국적
으로 볼 때 우선적으로 양분관리가 필요한 지역 도출 등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하다.

12

농약도 비료와 같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으로 비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
리되고 있음.

현행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현황과 한계

53

<그림 3-13> 시·군별 2013년 축산계 TN(총 질소) 발생부하량과 양분수지

자료: (a) 2013년 전국오염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자체 분석 (b) 김창길 외(2015). 양분총량제 도입방안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를 이용하여 지도 제작.

반면 가축분뇨 살포 정보는 제도적으로 수집할 수 없는 체계이다. 개별
가축사육시설에서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한 퇴·액
비화 과정에서 누락되는 가축분뇨 정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단 퇴·액비화
된 가축분뇨 정보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내에 보관하겠지만, 어떤 농경지
에 얼마만큼 살포되었는가에 대한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영역이기 때
문에 수집되는 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셋째, 비료와 가축분뇨 등 투입된 양분과 경작에 의한 양분의 흡수의 차이
를 나타내는 양분수지를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양분수지는 입력 자료의 공
간규모, 입력 자료의 질, 변환계수 등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에 현재 학술적
인 연구가 진행되는 한계가 있다. 자료의 질적 측면에서 부족하지만 시·군 통
계연보를 주요 입력 정보로 할 경우에는 개별 시·군단위로 전국적인 양분수
지 분포를 확인할 수 있고 우선적으로 관리할 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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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토양·토질 부문 정보체계의 한계점 요약
농업환경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토양･토질부문 관리 정보는 토양 물리성
에 토양도, 토양 화학성에 토양 검정 등 명시적으로 모든 항목별로 구축되
어 있다. 하지만, 이 정보체계는 농업환경보전이라는 통합적 관점에서는
질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
첫째, 토양침식이나 토양피복 등 대부분의 정보에서 농지단위로의 공간
해상도 향상이 필요하다. 둘째, 토양화학성, 토양침식 등에서 수집된 정보가
지점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지역 간 비교와 시계열적 비교가 가능
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료･농약･가축분뇨 등에서는
정보 생산의 주체인 농가 참여 독려가 미흡한 상태이고, 이들 정보의 수집
공간단위와 주기, 정보의 요구 사항 등이 농업환경보전 관점에서 통합적으
로 조율되지 않아 체계적인 양분수지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토양·토질 보전 부문 정보체계의 한계점 요약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

공간규모
(정보 수집 최소 단위)

공간이질성
(지역 간 비교)

질적
개선 필요성

토양 물리성(토양도)

국지(토양통 또는 작도 단위)

-

-

토양 화학성(토양검정)

국지(최소 법정리 대표성)

○

정밀농업으로 발전 시 미샘플지역의 토양
화학성 필요(연속면)

국지(침식량 및 경사도)

○

드론 이용 cm급 영상 촬영 필요

국지(농경지 토양 침식방지 농가활동)

x

정보제공 인센티브와 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가 참여

토양피복

국지(농업경영체 DB의 농경지 단위)

∆

농가참여(정보제공 인센티브와 시스템 구축)
고해상도 토양피복 확보 위한 농림위성 개발

비료·농약

국지(농가 단위로 공급량 수집)
시·군 행정구역(공급량 공표 단위)

○

개인정보 비식별화 필요

국지(농가의 사용량)

-

정보제공 인센티브와 시스템 구축 필요

동리 행정구역 단위(가축사육 두수)

○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등 시스템 구축됨

가축분뇨 살포량 정보 없음

x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 협조 필요

시·군 단위 또는 유역 단위

○

현재 학술연구 수준

토양침식량

가축분뇨

양분수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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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량·수질 관리 부문 정보체계의 구축 현황과 한계 분석

2.1. 농업용수 수량·수질 관련 정보체계의 현황
2.1.1. 농업용수 수량 관련 정보 현황
우리나라의 농어촌용수개발은 용수를 전달할 수 있는 수로조직(용수로,
배수로) 설치에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원시설(저수지, 담수호, 보, 양
수장, 관정 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농림축산식품부 2015:
251-280). 1950년까지는 주로 작물에 대한 가뭄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개

사업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1960년대 중반까지는 단순히 가뭄피해를 억제
하는 것에서 관개와 배수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1967~
1968년의 대가뭄 이후 전천후 농업을 지향하는 계획적인 농업용수 개발이

시작되었다. 1970년에는 중규모 용수개발이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농업용수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 사업이

시행되었다. 1990년대에는 ‘농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의
농업생산과 생활 등을 포함하는 농촌용수의 시설 현대화가 이루어졌다. 2000년
초에 기존 지구단위별로 농촌용수를 개발하는 농촌용수이용체계에서 수계
별 용수 수급 상황을 토대로 농촌용수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농
촌용수공급체재편계획’이 수립되었다.
농촌용수공급의 기반이 되는 농촌용수구역은 90년대 농촌용수 개발과
관리측면을 고려하여 464개로 설정되었다. 구분의 기준은 수자원 공통유역
을 기본도로 하고, 공통유역 내 자연하천의 합류지점을 집수점으로 하는
유역의 경계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고보성 2004: 25-35). 이후 2002년 ‘물
관리정보 표준실무회의’에서 도시구역을 포함하여 농촌용수구역은 511개
로 재설정되었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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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농업용수 수질 관련 정보 현황
농업용수 수질과 관련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전국 단위의 농촌용수
수질관리 및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농업용 호소,
저수지에 대한 수질을 조사하는 농업용수 수질조사사업이 실시되고 있다.13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는 1990년부터, 농업용 저수지 조사는 2008년부
터 실시되었으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상시측정과
수질·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제28조(정기적 조사 및
측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
11조(농어업 자원과 농어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를 근거로 하고 있다.

조사는 2018년 기준 농업용수 수질측정망14 975개소에 대해 연간 4회, 농
업용 저수지 3,786개소에 대해 연간 1회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조사내용
은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의 경우 현장조사시험(5항목)과 실내분석실험(14항
목) 및 유역 내 오염원 및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자료조사, 환경조사이며,
농업용저수지는 실내분석시험(2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표 3-15> 농업용수 수질조사 조사항목
분야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농업용
저수지

조사항목

·현장조사시험(5항목)
- 수온, pH, EC, DO, 투명도 측정 및 물시료 채취
·실내분석실험(14항목)
- TOC, COD, T-N, T-P, Cu, Pb, Cd, Hg, CN, Cr6+, As, SS, Cl-, Chl-a
·실내분석실험(2항목)
- TOC, COD, T-N, T-P, Cu, Pb, Cd, Hg, CN, Cr6+, As, SS, Cl-, Chl-a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수 수질조사사업(https://www.ekr.or.kr/Kkrpub/cms/index.krc?MENUMST
_ID=21449: 2018. 11. 4.).

13

14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수 수질조사사업(https://www.ekr.or.kr/Kkrpub/cms/index.krc?
MENUMST_ID=21449: 2018. 11. 4.).
유효저수량 유효저수량 20만 ㎥(공사관리 50만 ㎥) 이상 또는 수혜면적 30ha 이상
농업용 호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수 수질조사사업,
https://www.ekr.or.kr/Kkrpub/cms/index.krc?MENUMST_ID=21449: 2018.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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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현재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농업용수공급 전단계의 농업용 호소·저수지의 수질조사 결과를 정보화 및
관리하고 있다.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은 국가적 차원의 물 관리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각 기관 등에서 생성·관리되고 있는 물 관련 정보를 통
합하여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자원과 관련
된 시설의 정보와 시설에서 관측된 정보를 통합 구축하고, 농업용수와 관련
된 정보를 연계하여 9종의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다.15
<표 3-16>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 9종
분류
수자원관측(4)

공간정보
저수율·공급량·수요량 현황(지역별, 지사별, 용수구역별, 행정구역별) 주제도 / 농업용수
수질현황 주제도 / 가뭄대비 지점별 염도정보 주제도 / 홍수위험지역 주제도

수자원시설(2)

계측시설물 위치정보 및 상세정보 / 채수계획량 주제도

농업(3)

전국논물잡이율 주제도 / 모내기율 주제도 / 가뭄현황 주제도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6). 농촌용수시스템 개발보고서 DB 및 메타자료 재구성.

토양과 마찬가지로 농업환경변동조사에서는 농업활동 이후단계인 농경
지 하단부의 하천수질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농업용수 수질변동조사(농
업환경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준｣ 제6조에 의거한 것이며, 조사대상 및 조사지점은 일반농경
지가 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농경지 인근의 본류에 합류되는 하천수
및 지하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때, 하천의 경우 300개의 지점, 지하
수는 200개의 지점에 대해 연 3회(4·7·10월)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
다. 조사내용은 하천수질, 지하수질, 농약성분 변동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현재 이 시스템은 농촌진흥청 흙토람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15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https://rawris.ekr.or.kr: 201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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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농업용수 수질변동조사(농업환경변동조사) 조사항목
분야

농업용수

지표

조사항목

하천수질

6항목(pH, DO, BOD, TOC, T-P, SS), 기타 8항목(EC, T-N, NH4-N, Ca, K, Mg,
Na, CODMn,), 유해미생물(대장균군, 대장균)

지하수질

7항목(pH, NO3-N, Cl-, Cd, As, Hg, Pb), 기타 8항목(EC, Ca, K, Mg, Na, SO42-,
T-N, T-P), 유해미생물(대장균군, 대장균)

농약성분

엔도설판(Endosulfan) 등 병․해충․ 잡초 다사용 농약류

자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에 대한 조사·평가 기준 세부항목.

한편, 환경부는 하천 또는 호소수역에 대한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여 일반적인 농도규제 방식만으로는 수질 개선에 한계가 존재함을 인식하
고 목표수질 한도 내에서 지역과 배출원에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여
수질 보전 및 개선을 달성하고자 하는 수질오염총량제16를 2차 총량관리계
획기간17을 거쳐 도입하였다. 조사는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낙동강 수계는
｢환경부 훈령｣ 제531호, 금강, 영산강 수계는 ｢환경부 훈령｣ 제534호, 제
535호에 의거하여 ｢기본계획 수립지침｣ 등이 규정되었다. 최근에는 제3단계

총량관리계획기간이 2016~2020년으로 정해져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환경
부·국립환경과학원 2013). 조사내용에는 총량지점명, 일자, 수온(℃), 수소
이온농도(pH),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BOD, COD, 부유물, 총질소(T-N), 총
인(T-P), 총유기탄소(TOC), 유량(㎥/s)이 포함되어 있으며, 측정망 구성은
환경관리의 대상 유역의 하단부나 관리에서 의미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
로 설정 후 주기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16

17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http://www.me.go.kr/ndg/web/index.do?menuId=3504: 2018.
11. 4.).
1차 총량관리계획기간은 2004~2010년이며, BOD5를 대상으로 하였다. 2차 총량
관리계획기간은 2011~2015년이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와 총인(T-P)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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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오염총량관리 시행절차

자료: 국립환경과학원(http://tmdlms.nier.go.kr/mngmSys/outLine.do: 2018. 11. 4.).

<표 3-18> 농업용수 수량·수질 부문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요약
정보화 대상

정보화 방법

정보화 주체

농업용수 수량

농촌용수 이용계획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수 수질조사 사업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수 수질변동조사
(농업환경변동조사)

농촌진흥청

수질오염총량제

환경부

농업용수 수질

자료: 저자 작성.

2.2. 농업용수 수량·수질 관리 부문의 한계 분석
2.2.1. 농업용수 수량 관련 정보
농업용수 수량 관련 정보는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원시설(저수지, 담
수호, 보, 양수장, 관정 등), 용수를 전달할 수 있는 수로조직(용수로, 배수
로), 사용량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농업용수 수원시설 정보는 농촌용수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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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고 있다. 농촌용수 이용계획에는 전국 농촌용수
수요·공급량에 따른 농촌용수 공급·배분, 체계적 개발 및 이용, 수질, 저수
지, 양수장, 취입보 등 지표수 이용시설과 지하수 시설 관리 등의 수원시설
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수립된다. 수로조직(용수로, 배수로)에 대한 정보는
시·군별로 용수간선, 용수지선, 용수지거로 구분하여 통계 정보가 구축되
고 있다. 농업용수 공급 정보는 저수지나 호소의 수위 차이를 이용하여 추
정하고 있으며 농가의 이용 및 절수 정보는 정보 생산 주체가 농가로 국가
의 조사체계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보가 수집되지 않고 있다.

2.2.2. 농업용수 수질 관련 정보
농업용수 수질 관련 정보는 농경지에 공급되기 이전 단계의 농경지 상단
부 저수지·호소 등의 농업용수 수질, 농경지 하단부 하천과 같이 농업활동
이후 단계의 농업용수 수질, 한강 하구와 같이 농업용수가 모이는 본류 하
류지역의 수질로 나눌 수 있다.
농경지에 공급되기 이전 단계의 농경지 상단부 저수지·호소 등의 농업용
수 수질은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와 농촌용수종합정보시
스템을 통해서 수집 및 유지·관리되고 있다.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는
2018년 기준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975개소에 대해 연간 4회, 농업용 저수

지 3,786개소에 대해 연간 1회에 걸쳐 시행되고 있으나,18 농업용수 수질측
정망에 포함되지 않은 3,786개는 1년에 1회 수질측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것은 조사기관에서 전문가를 운용하기 위한 예산과 시간 제약에 의해
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향후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여 비전문가인 농민이
수질을 측정할 수 있게 되면 인근의 농민이 직접 측정하여 예산상의 제약을
극복하여 강우가 집중하는 시기에 다수 측정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
가 있다.

18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수 수질조사사업(https://www.ekr.or.kr/Kkrpub/cms/index.krc?
MENUMST_ID=21449: 2018.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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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하단부 하천과 같이 농업활동 이후 단계의 농업용수 수질은 농업
환경조사의 하천수질 조사를 통해서 수집되고 있다. 현행 농경지 하단부
하천수질조사가 300지점에 연 3회 조사를 하고 있지만, 전체 농경지 수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전국의 중권역 및 단위유역의 하단부 하천
을 중심으로 측정망을 구성하여 수질을 측정하는 물환경정보시스템19과 달
리 농경지 하단의 하천 수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망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
한강 하구와 같이 농업용수가 모이는 본류 하류지역의 수질은 환경부에
서 측정하고 있다. 특히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해 오염원별 환경부하를 산
정하는데 토지계와 축산계가 본류 하천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계
산되고 있다. 하지만 농경지의 오염부하가 본류 하류에 미치는 환경부하에
대해서는 계산되고 있지 않다. 농경지의 오염부하가 본류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적절한 환경자원관리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향
후 정보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농가의 농업환경활동이 모여 농업환경 편익으로 이어지는 공간규모
(spatial scale)가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공간규모가 상이하다(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 2010: 1-3). 농업환경정책의 대상 중 수질,

경관, 자연재해 회복력 등과 같은 농업환경자원은 경관(landscape) 또는 유
역(watershed) 단위에서 자원관리가 이루어져야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
준의 농업환경 공공공재를 공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수질과 관련
된 농업환경자원은 유역단위로 관리할 수준의 정보가 수집 및 관리되고 있
지 못한다. 대부분 행정구역 통계 등 집계단위로 정보가 관리되어 실제적
인 농업환경활동이 수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비료 공급량 등 농가단위로 생산되는 자료가 시군단위 집계자료로 제공되
어 기존 자료를 유역단위로 전환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19

한국농어촌공사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front/waterInfo/watershed01.jsp:
2018.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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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의 수질 관련 국가표준 유역은 환경부에서 구분하고 있는
대권역, 중권역, 단위유역, 소유역 순의 유역이 있으나 국가적 대규모 수질
관리에 적합하고, 농가 및 공동체의 농업환경활동에 의한 농업환경보전과
같은 소규모 수질관리에는 더 적은 규모의 농업환경 표준유역이 필요하다.
현재의 농업용수구역은 중권역을 기준으로 지형특성 및 수자원의 부존량
에 따라 용수구역 규모가 결정된 것으로 환경부의 단위유역과 유사한 수준
의 공간 구분으로 마을 공동체가 수질을 모니터링과 관리 수행하기에 적절
하지 못하다.
<그림 3-15> (a) 국가수자원관리종합시스템의 유역체계와 (b) 농촌용수구역도

(a)

(b)

자료 1)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수자원 단위지도(http://www.wamis.go.kr/main/help_hydro_2.
aspx: 2018. 9. 5.).
2)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농촌용수 개요(https://rawris.ekr.or.kr/farmwater.do?
page=farmwater_area: 2018. 10. 31.).

현행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현황과 한계

63

2.2.3. 농업용수 수량·수질 보전 부문 정보체계의 한계점 요약
농가의 농업용수 이용 및 절수 정보는 정보생산 주체가 농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조사체계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수집되는 데 한계가 있다. 농경지
상단부 저수지·호소의 수질은 농업환경부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와
연동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조사 빈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농경
지 하단부 하천 수질은 유역 개념을 도입한 체계적인 측정망 구성이 필요
하다. 농경지 하단부 하천수질과 중권역 또는 단위유역 수질 간에는 수질
관리의 공백이 있어서 향후 환경부와 조정이 필요하다.
<표 3-19> 농업용수 수량 및 수질 보전 부문 정보체계의 한계점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

공간규모
(정보수집 최소단위)

공간이질성
(지역 간 비교)

질적
개선 필요성

농업용수 수원·수로시설

유역(농촌용수구역도)

○

-

농업용수 사용·절수량

국지(농가)

x

농가의 참여를 통한 정보수집 필요

농경지 상단부
저수지·호소의 수질

유역(농촌용수구역)

○

최소 연간 1회에서 4회로 조사 확대

농경지 하단부 하천 수질

국지(비표준 소규모 유역)

∆

마을 단위 농경지 하천수질 측정망 구성

본류 하류지역 수질

중권역 또는 단위유역

○

농경지 하단부 하천 수질과 본류
하류지역 수질 간의 공백 존재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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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부문 정보체계의 구축 현황과 한계 분석

3.1. 생물다양성·서식지 관련 정보체계 현황
3.1.1.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 현황
고투입·고산출 중심의 농업을 통해서 농민 1인당 생산량과 총생산성의
급격한 증가를 이루었지만, 오히려 살충제와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생물
종다양성 감소로 곡물의 생산량이 줄어드는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의 위기
가 고조되었다(정옥식 외 2013: 1-2). 한편, 제10차 람사르협약당사국총회
(COP10)에서 논의 생태적 가치와 논을 습지로서 인정하는 등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관련 정보 수집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차원 농업생태계의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관측이
이루어졌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동법 시행규칙 제5조(기후변화에 따른 농
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에서 농업생태계의 생
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에 관한 사항을 조사 및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
한 농촌진흥청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논 생태계 장기 모니터링을 2012~
2016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수행하여 기후변화가 농업생태계에 미치는 영

향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환경부에서는 생물다양성 구성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자연환경조사
를 시행하고 있으며, 결과를 생태자연도를 제작한다.20 자연환경조사에서는
전국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전국내륙습지조사, 철새 이동경로 및 도래실태
조사, 외래생물 정밀조사, 생태계 교란 생물 모니터링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1985년부터 시작된 조사는 제1차 자연생태계전국조사(1986~1990년),

20

국토환경정보센터 국토환경공간정보(http://www.neins.go.kr/gis/mnu01/doc04a.asp:
201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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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전국환경자연조사(1997~2005년),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2006~2013년)
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2007년에는 ‘환경공간정보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온
라인 정보 제공 서비스를 처음 시행하였다. 2015년에는 2013년과 2014년에
조사한 자연환경자료에 대해 GIS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바 있다(환경부·
국립생태원 2016). 생태자연도는 산, 하천, 내륙습지, 호소, 농지, 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
(1~3등급 및 별도 관리지역)하여 지도로 나타낸 것이며,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의하여 작성된 지도이다.
<그림 3-16> 자연환경조사 지도 활용 예시(멸종위기종 발견 빈도, 생태자연도 구축)

자료: (좌)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http://egis.me.go.kr/map/map.do?type=envi: 2018. 10. 31.).
(우) 환경부·국립생태원(2016: 253). 자연환경조사 30년.

3.1.2. 서식지 관련 정보 현황
환경부는 지자체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16조의2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군의 자연 및 환경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고, 생태적인 토지이용 및 환경관리를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유도
하고 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공간적 경계를 가지는 특정 생물군집의 서
식공간 단위로 생태적 특성과 평가를 수행한 결과이다(｢도시생태현황지도
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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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 주체는 광역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이며 토
지이용현황도, 토지피복도, 지형주제도, 현존식생도, 동물상주제도를 활용
하여 기본주제도 및 기타주제도를 바탕으로 작성되고 있다. 이렇게 작성된
비오톱지도를 통해 비오톱 유형과 비오톱 보전등급과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다. 현재는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도시기본계획, 도시관
리계획, 도시개발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
<표 3-20> 도시생태현황지도의 비오톱 유형화
구분
시가지 비오톱
녹지 비오톱

대분류
하천
호소 및 습지

산림

초지
경작지

나지 및 폐허지

중분류
자연습지
인공습지
자연림
자연-인공림
인공림
관목식생지
벌채 및 훼손지
마을숲
암석노출지
자연초지
인공초지
습윤지성 경작지
건조지성 경작지
도시유휴지
농촌유휴지
채광지

유형설명
자연적으로 형성된 습지 비오톱
물막이, 터파기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조성한 습지
자연적으로 형성된 식생의 산림 비오톱
자연적으로 형성된 식생과 인위적으로 조성된 구조물 비오톱
인위적으로 식재된 식생의 산림 비오톱
산림 훼손지 또는 주연부에 관목이 발생한 산림 비오톱
벌채, 산사태 등으로 인해 훼손이 발생한 산림 비오톱
마을 입구 또는 해안가에 방풍 또는 비보를 목적으로 조성한 숲 비오톱
식생 및 토양이 없이 암석이 노출된 산림 비오톱
자연적으로 형성된 초지 비오톱
인위적으로 초본을 식재해 형성된 초지 비오톱
논, 미나리꽝 등 물이 상시 고여 있는 경작지 비오톱
토양이 상시 드러나 있는 경작지 비오톱
도심에 방치된 유휴지 비오톱
농촌지역에 방치된 유휴지 비오톱
광산 또는 관련 시설 비오톱

자료: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에 관한 지침｣ 제4장 제1절 비오톱 유형화 원칙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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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비오톱지도 예시

자료: 이경재 외(2011: 142, 243). 인천광역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및 GIS 구축(남동구 비오톱 지도).

<표 3-21> 생물다양성·서식지 부문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요약
정보화 대상

정보화 방법

정보화 주체

생태계 생물종,
멸종위기종

논 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농촌진흥청

자연환경조사를 통한 생태자연도 작성

환경부, 국립생태원

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지도)

환경부, 지자체(시·도)

논·밭 생태계 관련
서식지
자료: 저자 작성.

3.2.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부문의 한계 분석
생물종다양성 관련 정보는 멸종위기종과 농업생태계의 생물종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자연환경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멸
종위기 동·식물의 주된 서식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의치한 생태계, 대표적인 주요 식생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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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포함하고 있다.21 생태자연도가 공간자료로 멸종위기종 보호지역을 제
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경계나 농경지 경계, 행정구역 등 다양한 관리 단
위에서 멸종위기종 보호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현재의 생태자연도 1
등급이 아니라 자연환경조사에서 농업관련 생물종별에 대한 조사 확대와
개별 생물종 정보의 농업환경자원 관리에의 활용이 필요하다.
한편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에 대한 사항은 농촌진
흥청에서 논 생태계 장기 모니터링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하
지만 이 모니터링은 전문가에 의한 장기간 조사이며 극히 일부 지역을 대
상으로 하기 때문에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 대안으로 iCOOP 생협 등 시민
단체가 한일 논 생물 교류차원에서 시행한 논 생물 시민조사와 같은 시민
참여에 의한 생물자원조사도 가능하다. 그리고 농경지의 재래종·토종 재배
정보는 농가가 생산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농가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
는 수단이 필요하다.
야생동물의 번식과 먹이가 될 수 있는 서식지 정보는 환경부의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통해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는 공간적 경계를 가지는 특정 생물군
집의 서식공간(비오톱)을 시·도지사가 5년 단위로 작성 및 갱신하는 지도로
서식지를 파악하기에 적절한 주기이나, 비오톱 유형구분과 조사가 도시생태
계에 집중되어 있다. 즉,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생태둠벙이나
생태수로 등 농업 관련 서식지를 상세히 구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향후
농촌생태계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지도가 제작되면 지적경계나 농경지 경계,
행정구역 등 다양한 관리 단위에서 서식지를 확인할 수 있다.

21

국토환경정보센터 국토환경공간정보(http://www.neins.go.kr/gis/mnu01/doc04a.asp: 201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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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부문 정보체계의 한계점 요약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

공간규모
(정보수집 최소단위)

공간이질성
(지역 간 비교)

질적
개선 필요성

멸종위기종

국토 차원 조사(생태자연도)

○

자연환경조사에 농경지 부분 강화

국지(논 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x

장기 모니터링 지역 확대

국지(시민참여 생물자원조사)

x

정보제공 인센티브와 시스템 구축을 통한
비전문가 참여 확대

행정경계

○

농업생태계 부분 보완

생물종

동식물 서식지
자료: 저자 작성.

4. 농촌경관 관리 부문 정보체계의 구축 현황과 한계 분석

4.1. 농촌경관 관련 정보체계 현황
농촌진흥청에서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농업고유성의 보전, 계획적인
농촌개발 유도, 농촌지역 어메니티산업 창출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농촌어메니티자원 발굴조사 및 자원도(Amenity Map) 구
축’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박미정 외 2014: 263). 농촌어메니티 자원조사
는 조사된 결과를 2006년부터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2013년까지 전국
1,203개 읍·면 36.4만여 건의 농촌다움 자원정보를 구축했다.22 이 때, 농촌

어메니티는 농촌고유성(농업, 전통성, 공동체문화), 경관미(취락형태, 자연
친화성, 시지각현상), 정주편리성(접근성, 편익성, 여가활동) 등의 다차원적
가치를 지닌 농촌 환경의 속성이나 감성적 인식으로 정의된다.23 농촌어메
니티자원 발굴조사 및 자원도(Amenity Map) 구축 사업은 3개의 대분류, 10개의
22
23

농촌진흥청 농사로(http://www.nongsaro.go.kr: 2018. 10. 30.).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촌다움자원(http://www.nongsaro.go.kr/portal/farmBe.ps?me
nuId=PS00034: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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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74개의 세분류로 나누어 농촌어메니티자원을 조사 및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연적 자원(수자원 ·지형· 식물 ·동물), 문화적 자원(전통자
원·경관자원), 사회적 자원(시설물자원 ·공동체자원·특산자원) 등으로 구분
된다. 그러나 ‘농촌어메니티’라는 용어가 일반인에게는 생소하여 조사 및
구축된 자료의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여, 농촌어메니티 자원 조사
사업을 ‘농촌다움 자원정보 조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한 관련 정보도
농사로(http://www.nongsaro.go.kr)의 생활문화 분야 내 ‘농촌다움 자원’에
서 제공하고 있다.
<표 3-23> 농촌다움 자원 조사 항목
대분류

자연적 자원

문화적 자원

중분류

세분류

수자원

하천, 저수지, 호수, 약수터, 공동우물, 댐

지형자원

계곡, 동굴, 고개

식물자원

마을숲, 비보숲, 군락, 보호수, 노거수

동물자원

포유루, 조류, 어류, 곤충, 양서파충류

전통자원
경관자원
시설물자원

사회적 자원

습지, 생물서식지, 바위, 절벽, 봉우리, 소, 담, 폭포, 특이토양, 미기후발생지역,

공동체자원
특산자원

전통건조물, 전통신앙공간, 전통주택, 전통적인 마을안길, 마을상징물, 유명인물,
풍수지리나 전설, 유적지나 터
주거지경관, 농업경관, 산림경관, 하천경관, 해안경관, 역사문화경관
공동생활시설, 기반시설, 공공편익시설, 환경관리시설, 정보기반시설, 농업시설,
종교시설
농업공동체활동, 생활공동체활동, 도농교류활동, 마을문화활동, 세시풍속놀이,
마을관리 및 홍보활동
수공예품, 도자기, 친환경농업, 특산식품, 특용작물, 섬유

자료: 농촌진흥청 농사로(http://www.nongsaro.go.kr/portal/ps/psz/psza/contentMain.ps?men
uId=PS00372: 2018. 6. 12.).

이와 더불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
별법｣과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경관의 보전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 정비를 위하여 토지·마을 및 연안해면
(沿岸海面)의 이용과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농어업

인 삶의 질 특별법｣ 제30조(농어촌 경관의 보전) 2항에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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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주변 경관을 고려한 주택의 형태 및 색채 정비 등 경관보전사업을 추진
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마을 단위로 농어촌 주민과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제5조(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에서 농어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기본방침을 세워 추진하고, 이를 위한 농어촌정비사업 대상지역의 농
어촌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
조(자원조사)에서 농어촌 정비를 위하여 토지·마을 및 연안해면(沿岸海面)
의 이용과 개발에 필요한 자원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표 3-24> 농어촌자원조사 대상 및 항목
1. 농지의 분포상태와 이용에 관한 사항
2. 마을의 분포와 인구변동의 추이에 관한 사항
3.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
4. 농지의 경사도, 토양 및 배수상태의 특성에 관한 사항
5.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산업별 배치에 관한 사항
7. 산지의 분포와 이용에 관한 사항
8.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배치 현황에 관한 사항
9. 농어촌 주택의 상태와 이용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경관에 관한 사항
11. 기타사항
자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조(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등, 법 제3조 제1항).

또한 주민참여가 마을개발사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송미령 외 2004) 주민참여형 농촌경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해

당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경관보전직접지불제라고 할 수 있다. 경관보전직
접지불제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경관
보전직불지급제도)에 따라 농촌과 준농촌 지역에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
하기 위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경관보전직접지불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마을경관보전협약이 체결된 후 ｢농산물의 생
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9조(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 등)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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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인 등에게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한 후 직불금을 지
급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본 제도에서는 이행 의무 준수를 위해 식재해
야 되는 작물을 제시하고 있으며, 직불금 수혜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농업
경관 관련 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
<표 3-25> 경관보전직접지불금 대상작물 예시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등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래스, 호밀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http://www.mafra.go.kr/mafra/400/subview.do: 2018. 10. 30.).

<표 3-26> 농촌경관 부문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요약
정보화 대상

고유성·경관미

정보화 방법

정보화 주체

농촌다움 자원정보 조사

농촌진흥청

농어촌 정비종합계획 및 농어촌 경관관리계획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관보전직접지불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시·군)

자료: 저자 작성.

4.2. 농촌경관 관리 부문의 한계 분석
농촌의 고유성과 경관미 정보는 ‘농촌다움 자원정보 조사(구, 농촌 어메
니티자원 발굴 조사)’를 통해서 초보적인 정보가 수집되어 있다. 농촌다움
자원정보 조사의 내용은 해당 시설의 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최소 공간
단위인 농경지 단위로 파악이 가능하다. 하지만 후속 사업 부재로 정보가
갱신되지 않고 있다. 후속 사업이 부재한 이유는 구체적인 정책과의 연계
가 없는 상태에서 정보구축이 앞서 이루어진 측면과 농촌경관이 농업생산,
지역개발, 환경보전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있어 통합적인 구축과 관
리가 필요함에도 그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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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후속적으로 이루어진 농어촌 정비종합계획 및 농어촌 경관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집되고 생성된 자료가 다시 ‘농촌다움 자원정보’로 환류하
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해서 지속적인 갱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
라서 농업환경자원 관리와 농어촌 정비종합계획 및 농어촌 경관관리계획
수립을 연계하여 ‘농촌다움 자원정보’와 환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표 3-27> 농촌경관 관리 부문 정보체계의 한계점 요약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

농촌
경관

고유성·
경관미

공간규모
(정보수집 최소단위)

공간이질성
(지역 간 비교)

질적
개선 필요성

행정경계

∆
(정량적 비교)

후속 연계 사업 필요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등과
농촌다음조사와 정보 환류 필요

자료: 저자 작성.

5.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현황 및 한계 종합

5.1. 구축 현황 종합
현행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를 토양·토질 보전, 농업용수 수량·수
질 관리,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농촌경관 관리의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구축 현황을 파악하였다. 개별 부문별로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위해 필요한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는 명목상으로는 구색을 갖추고 있었다. ｢친환경농어
업육성법｣ 전후의 정보체계의 성격을 비교해 보면 전에는 주로 농업생산
투입물에 관련된 정보가 구축되었다면 이후는 농업생산 산출물에 대한 정
보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각 부문별 정보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가 비록 농업환경관리를 목적
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업무 확장을 위해서 명목상 구색에 맞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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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었다. 다만 농업환경자원이라는 통합적 시각에서 정보체계가 구축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통일된 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정보 중에는 토양·토
질과 같이 농업생산 투입재에서 시작하여 농업생산 산출물까지 고도화된
정보도 있지만, 농촌경관과 같이 1회성으로 구축되어 추가 갱신이 필요한
정보가 있었고, 생태자연도 등 환경부 등 농림부 외 타 부처에서 생산하는
정보도 있었다.
<표 3-28>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 구축 현황 요약
친환경농어업육성법

구분

토양·토질
보전

도입 이전

도입 이후

물리·화학성

토양특성조사(토양도)
토양비옥도조사(토양검정)

토양비옥도조사(토양검정+시비처방)
토양변동조사(농업환경변동조사)

토양 침식

-

범용토양침식량공식(국립생태원)
DEM 수치고도모형-경사도

농업경작·
경지면적, 작물별 재배면적, 수확면적, 시설면적 조사
토지이용

비료·농약

화학(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내역 기록
농약 공급 지원 내역 기록
비료공급량 조사(시·군)
농산물 생산에 투입된 비료 및 농약의 양 조사

토지피복 현황(토지피복도)
경지 조사(스마트팜맵)
농지 소재지, 농지면적, 품목별 재배면적(농업경영체)
맞춤형 비료지원사업
비료·농약사용량 보고(농업경영체)
비료농약 사용량 조사(농업환경변동조사)
축산농가별 축종별 사육두수 및 분뇨 발생량 조사(시·군)

가축두수·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면적, 축종, 사육두수 보고
가축, 축사 조사, 가축분뇨수거, 가축분뇨처리 조사
축산농가별 축종별 수육두수 및 차량출입 정보(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분뇨
가축분료 배출, 수집·운반, 처리(축산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

농업용수·
수질 관리

수량

경지정리 및 배수개선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

수질

농업용 호소·저수지 수질조사
농업용 지하수 수질조사

하천수질 변동조사(농업환경변동조사)
수질오염총량제도(수질총량정보시스템)

-

국가차원 농업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전국자연환경조사-생태자연도(환경부)
논생물 시민조사(iCOOP 생협 등 시민단체, 한일 논생물교류회)

-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

고유성

-

경관미

-

농촌다움 자원정보 조사(농촌어메니티자원 발굴조사 및 자원도 구축사업)
농어촌 자원 조사(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및 농어촌경관관리계획)
경관직불금(스마트팜맵)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서식지
서식지
농촌경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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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현행 정보체계의 한계점 종합
5.2.1. 농업환경자원 상태와 변화량 측면의 한계점
토양, 수질, 비료·농약 등의 전통적 농업환경자원 부문의 상태와 변화량
정보는 ｢친환경농어업 육성법｣ 이전부터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을 목적으로
뚜렷한 정책 목표와 관련 법에 따라서 확고한 수집과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
었다. 하지만 ｢친환경농어업 육성법｣ 이후로 농업환경보전이 강조되면서
기존 정보의 수집과 관리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도출된다. 현재 토양화학성
의 상태와 변동량 정보가 샘플링을 통해 지점별로 구축되고 있으나 향후
전체 지역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간 보간 등을 통해서 연속면
형태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저수지-호소의 수질조사는 많은 저수지의 조
사 주기가 1년에 1회로 제한되어 있으나 토양침식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
인 집중 강후 전후로의 추가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농경지 하단의 하천 수
질을 조사하는 농업환경변동조사는 측정지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측정
망이 수질오염측정망과 같이 유역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
아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한편 생물다양성·서식지, 가축두수·분뇨, 경관 등 최근에 친환경농업과
지속가능한 농업이 대두되면서 수집 및 관리되는 정보는 농업환경보전 목
적이 아니라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개별적이고 단절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농업환경보전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구
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첫째, 토양피복, 농업용수절수, 비료 사용량, 농약
사용량, 농경지 토양침식 방지 활동, 시민참여 생물자원조사 등은 국가의 조
사체계보다 농가가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일 수 있다. 둘
째, 정밀농업이나 연중 경작 조사를 위해서 새롭게 드론이나 무인기, 위성영
상을 이용하여 연중 일정 주기와 농경지 단위로 토양피복이나 경작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경지의 환경부하가 본류 하류지역 수질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모델 개발 등 새로운 정보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간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간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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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필요하다. 첫째, 농촌다움 자원정보 조사 결과를 농어촌 정비 종합계
획 및 농어촌 경관관리계획 수립에 사용하고, 반대로 계획 과정 중에 생성
된 자료가 다시 농촌다움 자원정보 조사 결과로 반영될 수 있는 환류체계
가 필요하다. 또한 농가 스스로가 해당 지역의 경관 관리를 위해 수시로
정보를 확인하고 정보를 갱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환경부 생태자연
도 제작을 위한 자연환경조사 시 농경지 부분에 대한 조사 확대가 필요하
다. 그리고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시 현재의 대분류·중분류의 비오톱 유
형을 세분류까지 확대하여 농업생태계 특성 반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
부 전자인계시스템으로 관리되는 퇴·액비정보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
영역인 자원으로 활용하는 살포 단계의 연계를 통한 퇴·액비 살포정보 확
보가 필요하다.

5.2.2. 농업환경자원의 공공재적 특징 측면의 한계점
현행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는 개인의 선택에만 맡길 때 무임승차
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합행위를 관리하기 위한 표준화된 지역 단위를 설정
하고 있지 않다. 현재 국가적인 수량·수질관리를 위해서 부처 협동으로 수
자원 단위지도가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다. 수질관리 분야에서는 수질오염
총량제가 중권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용수구역
도가 만들어져 농업용수 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공간단위는
국가적인 환경관리에는 적당하지만 미시적인 농가에서 이루어지는 농업환
경활동을 관리하기에는 너무 큰 규모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와는 별개로 농업환경관리 정보가 수집·관리되는 공간단위는 필지
단위에서 시·도까지 다양하며 개별 업무 추진을 위해 수집 및 관리되고 있
어 향후 농업환경보전이라는 통합된 관점에서 지역 단위가 설정되고, 이
단위별로 통일된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한편 농업환경보전 활동이 비용-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집된
농업환경자원의 상태와 변화량을 토대로 지역별 및 시계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농업환경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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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와 변화량의 지역 간 비교 자료는 학술적 연구 과정에서 생산된 단계
이다. 학술적 연구 과정에서 나온 대표적인 지역 간 비교 자료는 토양침식
량 지도, 오염총량제 지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의 대부분 농업환경자원
관리 부문별 정보는 일부 부분만의 정보이거나 개별 고유 업무 수행 과정
중에 부산물로 생산되는 정보로 농업환경자원의 상태와 변화량을 파악하
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해외 농업환경자원 관리와 정보통신기술 발전 동향

1. 해외 농업환경자원 관리 동향

영국은 EU 중에서도 대표적인 농업환경정책인 농업환경 지불제를 일찍
이 도입하여 그간 오랜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며, 다른 EU 국가의 농업환
경정책의 모범 사례가 되는 농업환경정책 관련 선진국이다.

1.1. 영국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책의 발전 과정
현재까지 영국의 농업환경정책은 3개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농업환경
정책 1기는 농업과 환경과의 인과관계를 인지하고 시범사업 성격의 농업
환경정책으로 1987년 환경민감지역 정책(ESA)와 1996년 초기 전원관리시
책(CSS)이 도입되었다. 농업환경정책 2기는 2001년 구제역 이후 기존 농업·
농촌 정책에 대한 반성과 향후 방향성을 담은 Curry Report(Policy Commission
on the Future of Farming and Food 2002)가 발간되면서 2005년 환경관리

시책(ES)이 도입되었다. 농업환경정책 3기는 직접지불금 수혜의 전제조건
으로 규정한 것에 부합하도록 한 2013년 CAP의 ‘환경보전(Greening)’24 조

24

주된 내용은 환경보전 가치가 높고 예산 지원의 효과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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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따라 기존 환경관리시책(ES)를 개혁하여 2014년 전원관리시책(CS)이
도입되었다(김태연 2017).
<표 4-1> 영국 농업환경정책 변화 과정
구분

내용

농업환경정책 1기
(1987~2004)
(1991~2004)

환경민감지역 정책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ESA),
초기 전원관리시책
(Countryside Stewardship Scheme: CSS)

농업환경정책 2기
(2005~2013)

환경관리시책
(Environmental Stewardship Scheme: ES)

농업환경정책 3기
(2013~현재)

전원관리시책
(Countryside Stewardship Scheme: CS)

자료: 저자 작성.

환경관리시책(ES)은 환경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농가와 토지관리자에
게 토지를 바람직하게 보존하고 관리하는 활동에 대한 재정적인 보상을 하
는 시책이다(김태연 외 2013). 환경관리시책(ES)의 사업내용은 기초수준관
리 지원사업(Entry Level Stewardship: ELS), 유기농업수준관리 지원사업
(Organic Entry Level Stewardship: OELS), 상위수준관리 지원사업(Higher
Level Stewardship: HLS) 등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기초수준관리 지원사

업은 전원지역을 환경에 조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농업환경 활동에 대해
서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유기농업수준관리 지원사업은 유기농업 수준의
관리규정 준수에 대해서 지원한다. 상위수준관리 지원사업은 지역의 특정
한 자원에 대한 환경적 중용성에 필요한 농업환경 활동을 수행한 것에 대
한 지원한다. 기본적으로 5~10년간의 협약기간 동안 연간 ha당 30파운드
의 지불금을 지급하며 환경자원보존 효과가 높은 지역이나 조건불리지역,
유기농업시행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지불금이 지급된다. 이 때, 상호
준수의무는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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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환경관리시책(ES)의 개관(예시)

자료: Rural Development Service(2005).

CS 정책은 ES 정책을 이어받아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유사하지만 CAP의
‘환경보전(Greening)’ 조치에 부합하도록 개혁되었다(김태연 2017). CAP에

서 저투입농법을 도입하는 수준의 농업환경 활동을 상호준수의무 준수를
통해 기본적인 의무사항으로 도입함에 따라 기초수준 지원 시책은 폐기되
었다. 신청자의 전체 농장이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Whole Farm Approach)
이 폐지되고, 일부 필지만 선택적으로 이용하여 사업에 참여 가능하게 되
었다. 농업환경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선착순에 의한 사업 신청을
공모시스템에 의한 경쟁체계로 전환하였다. 즉 사업신청을 1년 중 특정 기
간에 한정해서 접수를 받고 일정 기간 심사 후 사업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농업환경 활동에 대해 환경편인 측면에서 중요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에 대한 차등을 크게 두어 환경편익이 높은 지역이 우선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협약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나 단체는 상호의무
준수(cross-compliance) 이행을 기본전제로 하며, 농업환경 편익을 높이는
활동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전원관리시책(CS)의 사업내용은 크게 중위시책협약(Mid-Tier), 고위시책
협약(Higher-Tier), 자본투자지원(Capital Grants)으로 구성된다(김태연 2017).
중위시책협약은 넓고 많은 지역에서 다년 협약에 의한 환경개선 활동 지원
사업이다. 고위시책협약은 환경보호 효과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높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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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환경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다. 자본투자지원은 역사유적
복원지원(Historic buildings restoration grant), 산림지원(Woodland support),
저수민감지역농업지원(Catchment Sensitive Farming), 촉진기금(Facilitation
fund) 등이 있다. 2018년에 신청의 복잡성으로 인한 신청자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최대 14개까지 농업환경 활동을 줄이고 비경쟁적인 신청절차
(New CS Offers)를 개발하였다.
<그림 4-2> 전원관리시책의 개관

자료: Introducing Countryside Stewardship(전원관리시책 소개/영국 사우스다운스 국립공원 홈페이지)
발표자료(https://www.southdowns.gov.uk/wp-content/uploads/2015/02/npa_2015Fe
b03_Presentation-by-Natural-England-on-Countryside-Stewardship.pdf: 2018. 9. 30.).

1.2. 영국 농업환경자원 관리의 구체적 내용과 정보 현황
1.2.1.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책의 전체 운영 방식
영국의 환경관리시책(ES)와 전원관리시책(CS)은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운영 방식은 유사하다. 시책의 운영은 농가가 신청하고 정부
가 신청을 지원·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운영 방식은 먼저 농가의 신청
에 의해서 시작되지만 농가가 신청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정보는 정부가
미리 제공해야 한다. 다음으로 신청자 농가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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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경작지 경계 및 토지이용 현황의 오류 확인 후 농업환경활동에 대
해서 기록하고 협약을 한다. 이때 정부는 농가가 신청하기 전에 효율적 농
업환경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적재적소 타깃팅, 농업환경보전 우선순위,
농업환경 대상의 특징을 파악하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농업환경 활동에
대해서 준비해야 해야 한다.
<그림 4-3> 영국의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책의 운영 방식

자료: 저자 작성.

1.2.2. 운영 과정 단계별 정부의 정보 제공 현황
정부는 농업환경관리를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업환경활동 항목
을 선정하고, 농업환경활동 중에서 비용-효과적인 활동이 우선적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 타깃팅, 농업환경보전 우선순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환경관리시책(ES)에서는 농업환경청(Natural England)
에서 기초수준 환경관리시책에서 추구할 농업환경 관리 목표를 11개 유형
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유형별 적재적소 타깃팅(target area)과 농업환경활
동 옵션(option)을 제시하였다(Natural England 2012: 14-32). 농촌관리시책
(CS)은 이러한 형태가 고도화되었지만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84 해외 농업환경자원 관리와 정보통신기술 발전 동향
<표 4-2> 물과 토양 관리를 위한 우선 관리지역 및 농업활동 옵션(예시)
우선 관리지역

농업활동 옵션
토양유실
원천 관리

코드

옵션 설명

EG1

Undersown spring cereals

EJ13
-

토양유실
흐름 완화

수체 보호

Winter cover crops
-

코드

옵션 설명

EB14

Hedgerow restoration

-

-

코드

옵션 설명

EJ11

Maintenance of watercourse fencing

-

-

-

-

자료: Natural england(2012: 28-29).

개별 농업환경자원 관리 부분별 우선지역 결정은 주제도 작성 기관별로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농가가 개별 필지별로 어떠한 농업환경활동을
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개별 주제도는 농업환경자원 관리 포
털인 매직 시스템(Magic System)을 통해서 공유된다.
<표 4-3> 매직 시스템의 CS Targeting & Scoring 레이어 구조
레이어

BIodiversity

우선순위

산림

출처

RAMSAR Sites

H

Sites of Special Scientific Interest(SSSI)

H

Designated Sites
Designated Sites

Special Areas for Conservation(SAC)

H

Designated Sites

Special Protection Areas(SPA)

H

Designated Sites

-

-

-

-

Water

-

-

-

-

Cross Cutting

-

-

-

-

Historic
Environment

-

-

-

-

Landscape

-

-

-

-

Climate Change

-

-

-

-

자료: natural england. Using the Countryside Stewardship Targeting & Scoring Layers interactive
map theme(https://magic.defra.gov.uk/Help/cs-magic-interactive-map-guidance.pdf:
2018.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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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직 시스템은 신청자가 해당 토지의 농업환경 보전 우선순위
(priority)에 맞는 농업활동을 선택해 높은 점수를 얻고자 할 때 필지단위로

우선순위(targeting priority) 정보를 제공한다.25
<그림 4-4> 매직 시스템 화면과 필지 확인 결과

자료: 매직 시스템(https://magic.defra.gov.uk/MagicMap.aspx: 2018. 10. 3.).

농업환경자원이 지역별로 상이한 공간 이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의 우선순위도 지역별로 달라져야 한다. 영국은 국가 차원의 개별 지
역별 환경보전의 목표를 정하고 이에 따라 지역의 환경보전 우선순위를 정
하도록 하고 있다. 즉, 국가 차원의 개별 지역별 환경보전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영국 New Environmental Land Management Scheme(NELMS)를
통해 친환경적 토지관리를 위해 국가 환경보전 목적(national target) 틀을
제시하고, 지역적인 환경보전 목적 서술서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26 이를
상위 목표로 받아서 2014년 Natural England에서 고도화시킨 국가경관특
성지역(National Character Areas Profiles: NCA)에 따라 농업환경보전 목
적 서술서(target statement)를 제시하고 있다. NCA는 영국 전역을 자연경
계(유역)에 따라 159개로 나눈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위한 지역 공간단위
위에서 이루어진다.

25
26

매직시스템(https://magic.defra.gov.uk: 2018. 9. 7.).
NLEMS national targeting framework(http://slnp.org.uk/wp-content/uploads/2014/1
1/NELMS-Targeting-Framework-October-2014-final.doc: 2018.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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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북동잉글랜드 NCA(National Character Area) 지도 예시

자료: 정해준·한지형(2015).

각 국가경관특성지역(NCA)은 경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 문화적 특
성,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관 변화, 앞으로 예측되는 경관 변화의 주요 원인,
그리고 해당 지역의 경관특징과 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담고 있다
(정해준 외 2015). 농촌관리시책(CS)에서는 국가경관특성지역(NCA)을 지방

자치단체 및 농업관련 단체와 협의 후 다시 하부에 생물다양성, 수질과 홍수,
역사환경, 산림, 경관, 다중환경편익의 6가지 주요 우선순위(Top-Priorities)와
기타 우선순위(Other Priorities)로 구분하여 농업환경 보전 우선순위를 정하
고 있다.27

1.2.3. 운영 과정 단계별 농가의 정보 이용 현황
농가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인센티브가 많이 주어지는
농업환경활동을 선택하게 된다. 신청 농가는 먼저 농촌지불금 신청 사이트
(www.gov.uk/claim-rural-payments)에 등록하고, 사업자 번호(Single Business
Identifer: SBI), 가축사업자 번호(county parish holding: CPH), 토지관리시

27

Countryside Stewardship statement of priorities: Tyne Gap and Hadrian's Wall
(NCA011)(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untryside-stewardship-s
tatement-of-priorities-tyne-gap-and-hadrians-wall-nca011: 2018.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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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지도를 얻게 된다(Natural England 2018). 이후 Natural England에 신
청서 양식 꾸러미를 요청하고, Natural England는 해당 필지에 해당하는 사
항을 토대로 맞춤 신청서 양식 꾸러미를 신청자에게 제공한다. 신청자는
Natural England에서 받은 맞춤 신청서 양식 꾸러미에 제시된 토지이용지도

의 지번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RLE1 양식을 RPA에 제출한다.
이것은 유럽 의회가 모든 공동농업정책 시책에서 적극적으로 필지 관련 정
보를 최신 정보로 갱신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28 만약 경작지 경계가
국립지리원(Ordinance Survey)에서 제공한 항공사진 등과 불일치할 경우 연
락하여 수정한다(Rural Payments Agency 2018: 21-24).
<그림 4-6> 농촌지불금 사이트에 등록된 필지 현황과 신청이 필요한 오류 상황

자료: Rural Payments Agency(2016: 35); Rural Payments Agency(2018: 21.).

신청 농가는 해당 지역의 적재적소 타깃팅 정보와 관련된 농업활동 옵션
(option)을 확인 후 농업환경청에서 해당 필지를 대상으로 기본 정보가 기

입된 상태로 제공한 양식에 따라 농업환경기록(Farm Environment Record:
FER)과 맵(map)을 작성한다(Natural England 2012). 먼저 신청 필지에 해당

하는 우선 관리지역을 찾아 상응하는 농업활동 옵션을 확인하고, 각 농업
활동 옵션이 적용될 지역을 옵션 맵(option map)에 코드와 함께 표기한다.

28

Digital maps in the Rural Payments service - check and change mapping updates
(https://www.gov.uk/guidance/digital-maps-in-the-rural-payments-service-check-andchange-mapping-updates: 2018.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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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농업환경기록과 필드 자료 시트(예시)

자료: Natural England(2012: 135-136). Entry Level Stewardship-environmental Stewardship
Handbook forth edition-january 2013.

<그림 4-8> 농업환경기록과 옵션 맵(예시)

자료: Natural England(2012: 135-136.). Entry Level Stewardship environmental Stewardship
Handbook forth edition-january 2013.

농가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환경 활동에 대한 기록과 점검을 의
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농업환경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 및 협약하에 지원
되고 있는 활동의 적합성 등을 입증해야 한다(Natural England 2018:
44-55). 또한 각 활동에 따라 가축, 양분, 비료 관리 체계, 빗물 및 토양 침

식 위험 평가, 토양 검정, 초지의 종풍부도 등을 기록해야 한다. 풀베기, 목
초지 조성, 흙 고르기, 경운, 경작, 파종, 윤작, 가축방목, 제초제 사용, 배수
시설 관리, 유적지 보수 등의 농가 활동도 특정 활동 선택 시 기록해야 하는
사항이다. 자금투자의 경우 송장(invoice) 제출을 통해 실제 사용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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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할 수 있다. 작성된 기록은 CS 조건에 의해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7년
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Natural England에서는 지원 및 신청 단계별로 지원서, 증빙서류를 검토하

는 과정을 통해 지원부터 전체 협약 기간 동안의 적합성에 대해 검토하는 작
업을 수행한다. 정부는 확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 협약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고지 후 다년간 활동 협약에 대한 관련 기록, 사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기록 확인 이외에 실시되는 RPA(Rural Payment
Agency) 혹은 Natural England 소속 직원의 현장 방문을 통한 육안 점검과 매

년 RPA에 의해 수행되는 규정준수 조사도 모니터링도 수행할 수 있다.

2. 농업환경자원 관리 관련 정보통신기술 발전 동향

2.1. 정보통신기술 발전 동향
인류는 4번째 생산성에서 질적인 변화, 즉 산업혁명을 경험하고 있다(최
진기 2018).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 도입으로 생산의 3요소
인 토지를 대신하여 공장이 생산성 향상의 주역으로 등장한 질적인 변화이
며, 2차 산업혁명은 공장에서 전기에너지 기반의 소품종 대량생산이 일반
화 되면서 이를 소비하는 대중사회가 처음 등장하고, 인류의 물질적 풍요
를 만들어준 질적 변화이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
정보를 통해서 공장 이외 소비영역(일상생활)의 질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마지막 4차 산업혁명은 생산 공장에 정보기술이 도입되어 다품종 소량 생
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개인화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질적인 변화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국가나 기업, 전문가가
대량으로 수행했다면, 4차 산업혁명 이후 기술 발달로 비전문가인 개인이
현장 맞춤형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적으로 볼 때,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센서와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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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집된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을 만나 비전문가인 개인도 현장의 상황
에 맞는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생산을 통해서
도 생산성 향상을 얻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은 수집 단계의
센서와 카메라에서 정보 수집(최진기 2018), 정보 가공 단계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 관리 방안 도출, 그리고 정보 활용 단
계의 로봇·AR/VR을 통한 현장에 맞는 최적관리 시행으로 구성된다.
<표 4-4>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구분

내용

정보수집 단계

센서와 카메라(드론) 등에서 정보 수집

정보가공 단계

인공지능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 관리 방안 도출

정보활용 단계

로봇, AR/VR을 통한 현장에 맞는 최적관리 시행

자료: 자체 작성.

2.2 농업환경자원 관리 관련 정보통신기술 발전 동향
4차 산업혁명의 발전성과를 이용하는 경우 농업환경자원 관리의 수준을

단기간에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기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농업환경자원 관련 정보 수집 단계는 토양 및 수질 센서 정보,
카메라나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 등을 수집하는 단계로 농가를 농업환경자
원 정보 수집 전문가로 전환시킬 수 있다. 정보 가공 단계는 정보 수집 단
계에서 확보한 자료에서 현장의 관심 대상을 확인하고, 누적된 빅데이터를
토대로 현장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스마트한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정보
를 창출하는 단계이다. 즉, 농업환경활동 이행 결과 이력 분석을 통한 맞춤
형 추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단계이다. 정보 활용 단계는 빅데이터로
분석된 맞춤형 정보가 AR/VR을 통해 현장에 가상으로 중첩되어 농가가
적기에 적절한 농업활동을 적지에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단계이다. 즉
AR 기술을 이용한 현장 맞춤형 농업환경관리 추천을 유도할 수 있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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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정보수집 단계
기존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정보 생산에 걸림돌이 되었던 토
양검정 등의 분야에서 제4차 산업 혁명기술의 발전으로 농가와 같이 비전
문가가 정보생산의 주체로 전환되고 있다. IBM사는 시험지, AI 및 클라우드
를 결합하여 토양 및 수분을 분석하는 IBM의 AgroPad29를 통해 농가가
직접 스마트한 현장 토양검정과 이력분석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
다. 이 기술을 통해 농가는 농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수행되는 값비싸고 시
간 소모적인 전문가에 의한 실험실 테스트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농민도 현장에서 자신의 농지를 더 잘 이해하고 현장에 맞는
최적화된 농업활동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AgroPad는 토양 샘플 한 방울을
명함 크기의 시험지 위에 놓으면 시험지 내부의 미세 유체 칩(microfluidics
chip)이 샘플을 화학 분석하여 10초 이내에 결과를 제공(현재 pH, 이산화질

소, 알루미늄, 마그네슘 및 염소 수준을 측정)한다. 이 때, 토양 샘플 시험지
상의 결과는 샘플의 특정 화학 물질의 양이 시험지 뒷면에 있는 다섯 개
원의 색의 변화로 나타나고, 스마트 폰의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
용하여 AgroPad의 스냅 샷을 찍으면, 서버에서는 기계 학습 및 머신 비전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색상 구성 및 강도를 측정한다. 이를 샘플의 화학 물
질 농도로 변환하여 즉시 결과를 받게 된다. 이렇게 수집된 테스트 데이터
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에 동시에 전송되어 화학 분석의 시간, 위치 및
결과와 함께 저장되고, 자신과 인근 지역의 누적된 시공간 빅데이터 자료
를 통해서 비료 사용 집중도를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9

AI-powered technology will help farmers health-check soil and water
(https://www.ibm.com/blogs/research/2018/09/agropad/: 2018.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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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스마트폰과 AI를 이용한 토양검정

자료: AI-powered technology will help farmers health-check soil and water
(https://www.ibm.com/blogs/research/2018/09/agropad/: 2018. 10. 7.).

농업용수로 사용되기 공급 전 단계의 농지 상단부의 농업용 호소·저수지
의 수질조사는 ｢농어촌정비법｣ 제21조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수
질측정망 975개소를 연 4회 조사하고, 농업용저수지는 1만 7,401개 중 매
년 3,786개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또 농경지 하단 하
천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농업환경변동조사 중에서 하천
수질을 300지점 대상으로 연 3회 조사 중에 있으나 전체 농경지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는 수질측정이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현재 제한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만 향후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하여 농민이 직접 수질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
록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카메라(드론) 등을 이용하여 비전문가도 수질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 개발로 기존 고비용이면서 전문가 영역인 하천 수질분석을 농가
수준에서 할 수 있게 하고, 하천수질 측정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측정 지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위
성사진보다 저렴하면서도 손쉽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드론을 활용한
수질오염원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축사 분포현황, 무허가 축사 입지여부,
가축분뇨 퇴·액비 무단방치 상황 등 오염원 실태를 조사하고 오염원 지도
작성을 추진 계획 중에 있다.30 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드론 및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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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이용하여 1시간 이내에 고해상도 하천 녹조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31 UNIST 학생 창업팀(LAOD)은 드론 하부에 분석 장
치를 부착해 시료 채취가 어렵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드는 기존 수질분석
의 단점을 해소하였다.32
<그림 4-10> 드론을 이용해 제작한 하천 녹조 지도

자료: Lafent. 국내 최초, 드론·무인 선박 이용한 하천 녹조 측정 기술 개발(http://www.lafent.com/
mbweb/news/view.html?news_id=122432: 2018. 10. 7.).

농가의 비료·농약 사용량이나 작물재배 등 농업활동 정보는 정보 생산
주체인 농가가 많더라도 막상 조사를 하면 전국적으로 제한된 시기와 빈도
로 통계 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보수집은 빈약한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이는 농업활동 정보가 농가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국지적이
면서 산발적으로 연중 불특정 시기에 다수 이루어지므로 개별 농업활동 과
정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정보는 농업활동 당시에 수집하지 않으면 휘발하
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농가의 농업활동 정보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

30

31

32

전자신문. “드론으로 한강 오염 관리한다.”
(http://m.etnews.com/20180911000214#_enliple: 2018. 10. 7.).
Lafent. “국내 최초, 드론·무인 선박 이용한 하천 녹조 측정 기술 개발.”
(http://www.lafent.com/mbweb/news/view.html?news_id=122432: 2018. 10. 7.).
조선비즈. “드론 띄워 수질 분석한 UNIST 학생들, 창업대회서 우승.”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24/2018072400864.html: 2018.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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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농가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유인 요인이 없기 때문에 농가는 통계
조사 시 형식적으로 답하거나 조사에 참여하기를 꺼려한다. 그리고 농약과
비료 등의 사용 정보는 자칫 농가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
기 때문에 농가는 축소 신고하게 된다. 따라서 농가의 농업환경활동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가가 정보를 제공할 수준으로 인센티브를 제
공하는 것과 농업환경 활동을 할 때마다 농업활동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
록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농가가 농업환경활동 개별 과정마다 정보를 제공할 때 발생하
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Blandford 2007).
농가가 비료·농약 살포 시 스마트폰 사진을 촬영하여 관련 기관에 제공하
는 경우 기본적으로 촬영 당시의 위치정보와 시간정보, 해당 농가의 정보
를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AI를 이용한 사진을 분석하면 비료·농약 살포
의 구체적인 정보를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업환경활동 이후 이행
점검이 필요한데 농가는 관련 자료를 수집해 두었다가 일시에 점검하는 것
이 아니라 농업환경활동 당시의 사진촬영 후 기관에 전송하는 것만으로 자
료 보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농가가 제공한 정보를 분석하여
다시 정보를 제공하는 농가에게 주변 지역의 병충해 진행정도와 같은 유용
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
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농가의 스마트폰 사진찰영에 의한 농업환경활동 정보생산의 예로는 국
립생태원에서 2016년부터 구축한 생태계 및 운전자 보호를 위해 시민참여
형 로드킬 정보 플랫폼, 굿로드(www.goodroad.co.kr)의 사례가 있다. 굿로
드는 시민참여형 정보수집 플랫폼 구축으로 소수의 환경 관련 전문가 중심
의 환경정보 수집 및 관리에서 비전문가이지만 많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환경관리를 도입한 사례이다. 전문가 외에도 시민이 스마트폰 App을
실행 후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 하면, 서버에서 업로드된 사진 속의 로드킬
종(species)을 확인하고, DB 구축 및 통계분석 후 신고정보를 정보제공자
에게 통보해 준다. 서버에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로드킬 다발지역을
내비게이션이나 전광판에 표시하여 위험을 알려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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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시민참여형 로드킬 신고 등록을 위한 스마트폰 App 화면

자료: 굿로드 소개(http://goodroad.co.kr/html/about.html: 2018. 10. 7.).

2.2.2. 정보가공·관리 단계
제4차산업혁명 기술 발달로 농업환경활동의 이행 결과 보고의 부담이
경감되면 농가는 정보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도 하면서 소비도 하는 체계
로 전환이 가능하다. 가령, 구매내역, 사진,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농업
환경활동 이행 결과가 누적되면 전국의 대부분의 농경지에서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빅데이터가 된다. 또한, 수집된 농업환경활동 이행 결과 빅데이
터 분석을 통해서 개별 농가에게 농업환경활동의 이행 검증과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빅데이터에서 농가 맞춤형 추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
기법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분석은 정형자료와 비정형자료를 토대로 자료
에 숨겨진 의미를 찾는 것으로 현재도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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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빅데이터 분석기법
종류

사례

Association rule learning
(연관성 분석)

차(tea)를 구매하는 사람은 탄산음료를 구매할까 아니면 구매하지 않을까?

Classification tree analysis
(분류 트리 분석)

이 문서는 어떤 카테고리에 속할까?

Genetic algorithms
(유전연산법)

시청률 순위를 최대화 시키기 위하여 어떤 TV 프로그램이,
어느 시간대에 방영되어야 할까?

Machine learning
(기계 학습)

우리의 영화 카탈로그 중에서, 고객이 이전에 관람한 영화 기록을 통해,
어떤 영화가 다음에 볼 가능성이 높을지 알 수 있을까?

Deep learning

컴퓨터도 인간처럼 ‘지능’을 지닐 수 있을까?

Sentiment Analysis
(감성 분석)

새로운 반품 정책은 얼마나 잘 수용되고 있을까?

Social Network Analysis
(사회 연결망 분석)

당신은 Kevin Bacon과 얼마나 가까울까요? (케빈 베이컨의 여섯 다리)

자료: Golden Planet사(http://www.goldenplanet.co.kr/blog/2016/02/16/비즈니스-가치를-만드는
-7가지-빅데이터-기법/: 2018. 10. 7.).

<그림 4-12> 빅데이터 분석의 구성도

자료: byte origin사, Big Data Analytics(http://www.byteorigin.com/services/cloud-application
-development/big-data-analytics/: 2018.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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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딥러닝(Deep learning) 기법을 활용하여 농업환경활동 이행 결과로
수집되는 구매내역, 사진, 비디오 등 분석할 경우 기존 전문가의 영역이었
던 생물종 확인, 경작활동 현황 조사, 생태둠벙의 설치와 유지관리 상태 등
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개별 건단위로 분석된 농업환경활동 이행 결과
는 누적된 자료에서 다시 경향성을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농가의 위치, 경
제적 수준, 농가의 성별 및 연령, 규모 등의 개인에 맞게 추천 가능한 형태
로 가공할 수 있다.
<그림 4-13> 빅데이터 분석의 구성도

자료: Layar, Intro to interactive Print(https://www.slideshare.net/layarmobile/layar-december
-11th-webinar-intro-to-interactive-print: 2018. 10. 7.); One-shot object detection(http:
//machinethink.net/blog/object-detection/: 2018. 10. 7.).

농가의 비료·농약 사용량이나 작물경작 관련 정보 등 농업환경자원 관련
현장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와 함
께 정보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
농가의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등 개
인 정보화기기를 이용하여 등록된 농가의 농장의 작물 생육 실태 등을 가
보지 않아도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날씨나 인근지역 병충해 정보 등 별도
의 부가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의 생산과 사용에 친숙해질 필요가 있다. 농
가가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행 결과를 바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농

98 해외 농업환경자원 관리와 정보통신기술 발전 동향

가별로 고유 식별자가 부여되고, 해당 농경지를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OneSoil사는 등록된 농가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농경지별로 작물의 생육상

태, 비료·농약의 필요량, 날씨 등에 대한 정보를 인공위성영상과 AI 기법
을 통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림 4-14> OneSoil사의 스마트 농장관리

자료: OneSoil(https://onesoil.ai/en/: 2018. 10. 7.).

2.2.3. 정보활용 단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개별 농가 맞춤형 정보를 스마트폰 등 AR 장비
를 이용하여 현장에 겹쳐보이게 함으로써 비전문가인 농가가 일정에 따라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추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은 포켓몬고 게임과 같이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세계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로, 발전된 형태의 기계는 구글 글래스이다. 이와
같은 AR을 통해서 비전문가인 농가가 개별 농가 맞춤형 농업환경 정보를
제공받음으로 해서 전문가 수준의 농업환경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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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향후 기술이 발달되면 AR 기기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
니라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과 결합하여 AR 기기 내에서 정보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15> AR 게임과 AR을 이용한 현장에서 필요한 농업활동 정보 제공 예시

자료: 한국경제. “‘포켓몬고’로 증강현실 대중화”…부활하는 닌텐도(http://news.hankyung.com/article/
201607127388g: 2018. 10. 7.); Agri journal. 딸기의 수확량을 AI로 예측! 캐논 ITS이 새로운
플랫폼 개발(https://agrijournal.jp/renewableenergy/41869/: 2018. 10. 7.).

3. 시사점

영국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는 다음의 2가지 점에서 시사점을 준
다. 첫째, 농가가 적절한 농업환경활동을 선택하고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보 접근성과 편리성을 제공하는 정보체계가 개발 및 운영되고 있
다. 반면 정부는 전문 기관별로 나누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갱신하여 지도로 작성하고, 정책적 조율 과정을 거쳐 농업환경보전 우선순
위 등 비용-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본 정보를 구축·제공한다.
둘째는 농업환경자원이 개인의 선택에만 맡기면 무임승차로 이어질 수 있
어서 영국은 공동체가 농업환경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국을 자연경계
(유역)에 따라 159개로 나눈 지역 공간단위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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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서 농업환경 보전의 효과가 높은 우선 지
역을 선정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농업환경자원의 상태와 변화량 등에
대한 정보가 구축되고 활용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책에 다음의 시사점을 제
공한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기의 기술발달로 비전문가인 농가가 스마트
폰과 빅데이터 등을 통해서 현장 맞춤형 농업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
보 활용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정보가 전문가의 영역
에서 수집되고 관리되었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농가가 정보의 수집·
관리·활용의 중심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기존에 정보 생산이 주로
현장에서 채취된 시료를 사무실에서 다시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정보
통신기술 발달로 비전문가도 현장에 바로 정보를 생산·관리·활용할 수 있
는 단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보 수집·관리·활용의 과정에서
스마트폰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상정하고 정보체계
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기본 방향과 과제

1. 정보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

향후 농업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제고에 따라 체계적인 농업환경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고도화된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가 필
요하다. 제3장의 현행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현황과 한계,
그리고 제4장의 해외 농업환경자원 관리와 정보통신기술 발전 동향을 검
토한 결과를 토대로 미래의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방향을 세
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
첫째, 기존 고유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구축된 정보를
농업환경자원 관리라는 통합 플랫폼 아래에서 재설계하고 역할을 조정하
는 등의 통합된 관리로 전환한다.
둘째, 농업환경자원이 갖는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농업환경자원별로
최적 관리를 위한 고유한 공간관리 범위와 위치에 따라 자원의 양과 질이
다른 공간 이질성이 정책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개별 정보와 정보체계를
고도화한다.
셋째, 4차산업혁명 기술의 대중화로 농가가 농업환경센서가 되어 빅데이
터 분석이 보편화된 시대에 부합하도록, 정부의 정보관리보다 농가의 접근
성과 참여를 중심으로 정보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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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 구축의 기본방향과 추진 과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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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체계 구축의 추진 전략과 과제

2.1. 정보체계 구축의 추진 전략
이러한 새로운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기본 방향이 제대로 구현
하기 위해서 3대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현 정보체계에 의해서 구축
되어 왔던 기존 정보의 내실화이다. 둘째, 농업환경자원 관리가 도입됨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정보의 신규 구축이다. 셋째,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
책 선진국과 정보기술 발전 동향을 통해서 파악되는 미래 지향적인 정보의
고도화이다.

2.1.1. 기존 정보의 내실화
제3장의 현황과 한계 분석에서는 공간규모와 공간이질성 측면에서 현행
정보체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밝혀진 바는 농업환경자원 관리가 최
종적으로 농가의 농업환경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가가 농업
환경활동을 선택하고 수행하기 위해 실질적인 현장의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는 기본적으로 농경지 수준의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농업환경보전 관점에서 기존에 수집되는 정보가 수집 주기나 질적인 측면
에서 미흡한 경우 정보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한편 타 부처에서 기존에 수
행되고 있는 정보화에 농업생태계 특성이 반영이 필요하거나 연계를 통해
서 누락된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6개의 추진 과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추진
과제는 비 샘플링 지역으로 토양화학성 정보의 확대 구축, 농업용수의 수
질 측정 주기 단축과 지점 확대, 부처 협조를 통한 도시생태환경지도에 농
촌생태계 반영, 부처협조를 통한 퇴·액비 살포정보 수집 체계 연계, 개인정
보 비식별 조치를 통한 비료·농약 정보의 공간해상도 향상, 농촌공간계획
과 연계한 농촌경관지원 정보 환류체계 구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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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새로이 요구되는 정보의 신규 구축
제3장의 현황과 한계 분석에서 농업환경자원 관리 부문별로 현행 농업
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밝혀진 바는 경작지의
경종작물과 피복상태 모니터링이 양분수지와 토양침식 등 여러 부문에 걸
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존 정보체계 내에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
에 한계가 있었다. 농경지에 공급되는 저수지와 호소 수질 조사 주기가 연
1회로 미흡한 상태에 있으며, 농업환경활동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할 수 있는 농경지 하단의 수질 측정은 체계적인 측정망이 구축되지 않아
합리적 농업환경자원 관리로 연결되기 어려운 상태이다. 또 농업환경활동
과 하류지역 간의 농업환경부하가 어떻게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기존의 정보체계는 농업생산활동 중심의 정
보체계가 주로 논의되고 있는데, 농가에 농업환경자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
는 영국의 매직 시스템을 살펴볼 때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위한 독자적인
정보시스템 구축도 필요하였다.
이러한 발전 방향을 바탕으로 4개의 추진 과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추
진 과제는 드론과 위성영상을 통한 주기적 토양피복 정보 수집, 농업환경자
원 관리를 위한 독자적인 정보 인프라 구축, 농업환경 표준유역의 설정과
수질 측정망 구축, 농업환경활동과 하류지역 간의 농업환경부하 모델 개발
이다.

2.1.3. 미래 지향적인 정보 고도화
제4장의 정보통신발전 동향 분석을 통해서 비전문가인 농가가 스마트폰
과 빅데이터 등을 통해서 현장 맞춤형 농업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활용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에는 정보가 전문가의 영역
에서 수집되고 관리되었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농가가 직접 정보의
수집·관리·활용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4장의
해외 농업환경자원 관리 동향 분석을 통해서 고도화된 비용-효과적으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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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환경 보전을 위해서 농업환경 보전의 효과가 높은 우선지역을 선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환경활동에 농업환경 보전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발전 방향을 바탕으로 4개의 추진 과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추
진 과제는 현장에서 농가의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 접근성 강화, 맞춤형
농업환경활동 추천 정보 생성과 서비스 개발, 비용-효과적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위한 우선 관리지역 선정, 지역 맞춤형 농업환경활동 우선순위 설
정이다.
<표 5-1>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추진 전략과 과제
추진 전략

기존 정보의 내실화

새로이 요구되는 정보

미래지향적인 정보 고도화

자료: 저자 작성.

추진 과제
·비 샘플링 지역으로 토양화학성 정보의 확대 구축
·농업용수의 수질 측정 주기 단축과 지점 확대
·부처 협조를 통한 도시생태환경지도에 농촌생태계 반영
·부처 협조를 통한 퇴·액비 살포정보 수집 체계 연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통한 비료·농약의 공간해상도 향상
·농촌공간계획과 연계한 농촌경관자원 정보 환류체계 구축
·드론과 위성영상을 통한 주기적 토양피복 정보 수집
·농업환경 표준유역의 설정과 수질 측정망 구축
·농업환경활동과 하류지역 간의 농업환경부하 모델 개발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위한 독자적 정보 인프라 구축
·현장에서 농가의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 접근성 강화
·맞춤형 농업환경활동 추천 정보 생성과 서비스 개발
·비용-효과적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위한 우선관리지역 선정
·지역 맞춤형 농업환경활동 우선순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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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존 정보의 내실화 부문 세부 추진 과제
2.2.1. 비 샘플링 지역으로 토양화학성 정보의 확대 구축
현재 흙토람의 토양화학성은 토양검정한 필지단위로 제공되어 토양검정
이 이루어지지 않은 필지의 토양화학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필지를 대상으로 토양검정을 해야만 한다는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반대로 간척된 농경지의 경우 기복이 완
만한 지형과 균질한 모암의 영향으로 토양의 공간적 변이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필지단위보다 큰 공간적 범위까지도 토양이 유사한 특성
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지단위의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자칫 불필요한 토양검정 조사가 될 수 있다.
필지단위의 토양검정 자료의 한계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대안으로 토양
특성과 환경요인과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토양의 공간 분포를 추론하여 공
간정보로 제공할 수 있는 전자토양도 작성 기법(Digital Soil Mapping)이
사용될 수 있다(정관용 2018: 389-401). 유사한 토양은 공간적으로 인접한
곳에 존재하고 거리가 멀어지면서 점점 달라지는 특성이 있으며,33 다만
토양의 특성을 결정하는 기후, 모암, 기복, 생물, 시간 등의 요인에 따라 주
변과의 연관정도의 공간적 변이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공간분포를 형성
하게 된다. 토양검정은 각 지자체의 농업기술센터가 농가의 의뢰를 받아
조사 후 구축된다. 진도군의 경우 매년 약 6,000여 개의 토양시료가 분석
되고 있으며 5년 기준으로 대략 30,000여 개의 토양시료가 조사되고 있다.
이를 전국으로 환산하면 수백만 토양시료가 조사된 상태이다. 토양특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환경요인은 고도, 경사도, 정규식생지수 등 다양하
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된다.
기존에 방대한 양으로 조사된 토양검정자료와 몇몇의 환경요인을 결합

33

W. Tobler(1970)는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으나, 가까운 것은
먼 것보다 더 관계가 깊다’는 지리학의 제1법칙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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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자토양도 작성 기법을 적용하면 아직 토양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필지에 대해서도 토양 화학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전자토양도 작
성 기법 적용 과정에서 오류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대
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수행하여 점진적으로 오류를 줄여갈 필요가 있다.
<그림 5-2> 스마트폰과 AI를 이용한 토양검정

자료: Digital Soil Mapping(http://africasoils.net/services/data/digital-soil-mapping/: 2018. 10. 29.);
USDA, Digital Soil Mapping(https://www.nrcs.usda.gov/wps/portal/nrcs/detail/soils/
ref/?cid=nrcs142p2_054255: 2018. 9. 30.).

2.2.2. 농업용수의 수질 측정 주기 단축과 지점 확대
현재 농경지에 공급되는 저수지와 호소 수질 조사 주기가 대부분 연 1회
로 미흡한 상태에 있다. 이는 전문가 운영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 등 비전문가가 수질 조사를 수
행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인센티브 제공 체계를 갖추어 수시로 이루어
지는 형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격적으로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할 때 농업환경활동이 수질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된다. 특히 농업생산활동이 이루
어진 농경지 하단의 수질 측정은 농업환경자원 관리의 수준을 파악하는 척
도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농업환경변동성조사에서 연 300지점을 대
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체 농경지에 비해 너무 낮은 비율로
수질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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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부처 협조를 통한 도시생태환경지도에 농촌생태계 반영
현재 환경부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통해서 전국의 동식물 서식지의 정
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구축 항목에 화목 및 초화류 식재, 생태
둠벙 조성, 생태수로 및 어도 설치 등농촌생태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
한 상태이다.
따라서 도시에 집중하여 작성된 환경부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부처 협
조를 통해서 농촌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확장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으로는 현행 도시생태현황지도의 녹지비오톱 아래에 농촌의 서식지 특성
을 반영할 수 있도록 비오톱 유형분류를 현행 대분류·중분류를 소분류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농촌비오톱의 소분류 확장은 농촌의 특성에 대해서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인천광역시의 비오톱지도의 유형분류가
좋은 사례이다(이경재 외 2011: 108-111).
<표 5-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녹지비오톱 위계별 분류지표 및 분류 Key
대분류

중분류
분류지표

분류 Key

소분류
공간유형
저수로

대규모

둔치 및 사면

저수로

하천

하천규모

중규모

소규모

농수로

둔치 및 사면

소규모 하천

분류 Key
-

수면

식생유형

습지식생, 건조식생, 외래식생,
식생이 없는

토지이용

둔치가 이용되고 있는

정비유형

자연, 자연형, 인공형

-

수면

식생유형

습지식생, 건조식생, 외래식생,
식생이 없는

토지이용

둔치가 이용되고 있는

정비유형

자연, 자연형, 인공형

식생유형

습지식생, 건조식생, 외래식생,
식생이 없는

정비유형

자연, 자연형, 인공형

식생유형

습지식생, 건조식생, 외래식생,
식생이 없는

정비유형

자연형, 인공형

농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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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대분류

중분류
분류지표

소분류

분류 Key

공간유형

분류 Key

자연호소 및 습지

저지대 습지,
묵논습지, 물웅덩이

개방수면율

개방수면율이 놓은, 낮은

인공호소 및 습지

저수지,
물웅덩이

조성유형,
이용유형

저수지, 유슈지, 인공연못, 낚시터,
양어장

습지 및
호소

자연성

해안
습지

수역,
식생지

해안수역

수역

수면 유무

수면, 갯벌

해안초지

초지

식생

염습지

산림

-

-

-

-

-

생육조건

습윤지성, 건조지성

자연초지

자연초지,
묵논초지,
묵밭초지

식생자연성

자생종, 외래종

인공초지

사면초지,
원예초지

식생자연성

자생종, 귀화종

-

-

-

-

습윤지성

습윤지성
경작지

초지

공원 및
녹지

경작지

자연성

-

토양습도
시설유형

건조지성

시설

나지

식생유무

건조지성
경작지
시설경작지

지형 조건

계곡형

관리 유형

자연형, 경지정리된

입지 유형

도시 내

토지 이용

밭경작지, 과수원, 묘포장

입지 유형

도시 내

시설 유형

비닐하우스, 실내 가축사육장,
실외 가축사육장

입지 유형

도시 내

식생이 유입된

식생이 없는

식생자생성

자생식생이 유입된,
외래식생이 유입된,
혼효식생이 유입된

식생이 없는

식생이 유입된

-

식생이 없는

자료: 환경부.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4장 제1절 ‘비오톱 유형화 원칙’ 중 일부 발췌.

2.2.4. 부처 협조를 통한 퇴·액비 살포정보 수집 체계 연계
환경부의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는 퇴·액비화된 가축분
뇨가 어떤 농경지에 얼마만큼 살포되었는가에 대한 정보도 수집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주로 환경부의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자원화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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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가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 대상 자원이 되기 때문에 발생하
는 문제로 부처 간 연계 사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현재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리업체가 자율적으로 자
원화된 가축분뇨를 시장에서 거래하고 살포하고 있으나 제도적 보완을 통
해서 살포량, 살포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2.5.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통한 비료·농약의 공간해상도 향상
현재 농협은 비료·농약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기 때문에 개별 농가
별 비료·농약의 공급량 정보를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를 이유로 타 기관과 협조가 미흡하다.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
드라인을 활용하면 기관 간 협조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국무조정실 외
2016). 다만 현재도 기관별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를 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기 전이라도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전국오염원조사 중 축산계의 자료는 가축사육두수를 농
가단위로 제공하지만 주소를 법정동·리까지만 표기해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를 수행하였다. 또한 농협은 농가에게 비료·농약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알리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서명을 받을 필요도 있다.
한편 현재 시·군별 통계로 제시되는 농가별 비료·농약의 공급량은 향후
농업환경자원 모니터링을 위한 농업환경 표준유역이 정해지는 경우 유역
별 통계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2.6. 농촌공간계획과 연계한 농촌경관자원 정보 환류체계 구축
농촌의 고유성과 경관미 정보는 ‘농촌다움 자원정보 조사(구, 농촌 어메
니티자원 발굴 조사)’의 후속 사업 부재로 정보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후속적으로 이루어진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및 농어촌 경관관리
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집되고 생성된 자료가 다시 ‘농촌다움 자원정보’로
환류하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해서 지속적인 갱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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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농업환경자원 관리와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및 농어촌 경관관
리계획 수립을 연계하여 ‘농촌다움 자원정보’와 환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여기에 농가가 수행하는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 스마트장비에서 촬영되는 각종 정보가 자연스럽게 ‘농촌다움
자원정보’로 관리될 수 있는 환류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2.3. 새로이 요구되는 정보의 신규 구축 부문 세부 추진 과제
2.3.1. 드론과 위성영상을 통한 주기적 토양피복 정보 수집
토양에 피복이 없는 경우 쉽게 토양유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토양
피복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토양 피복에 대한 의사결정
은 농가에 의해서 국지적이면서 산발적으로 연중 불특정 시기에 여러 차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화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최근 위성과 무인기(드론)
영상이 보편화되면서 토양 피복에 대한 대규모 또는 정밀한 정보 획득이 가
능해지고 있다. 또 위성과 무인기(드론)의 다중분광 영상을 이용하여 정규식
생지수(NDVI)와 같은 식생활력도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값이 낮은 지역은 작
물이 심겨져 있지 않은 지역을 의미하고 높은 지역은 작물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등 농업환경관리 이외에 부수적으로 농업생산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위성사진은 구름과 재방문주기, 기관의 촬영 우선순위
등의 이유로 한 농경지에 대한 식생활력도를 전국 대상으로 1개월에 1회 얻
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2023년부터 운영가능한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사업(농림위성개발)을 진행 중

에 있다.

2.3.2. 농업환경 표준유역의 설정과 수질 측정망 구축
농업환경자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적 행위에 의해서 환경편익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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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농업환경보전에 참가하는 농가는 농업환경자원을 함께 모니터
링하고 관리하는 공동체의 공간범위를 필요로 한다. 대표적인 공간범위인
행정구역 경계는 사람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설정되고 변경의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토양이나 수질 등 농업환경자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
는 부적합하다. 반면 유역경계는 변하지 않은 산줄기와 물줄기로 설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농업환경자원인 수질 및 수량의 관리에 필수적인 요소이
기 때문에 농업환경관리의 공간범위로 타당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가표준 유역체계는 환경부에서 구분하고 있는 대
권역, 중권역, 단위유역, 소유역 순의 유역이 있으나 국가적 하향식 수질관
리에 적합하고, 농가 및 공동체의 농업환경활동에 의한 농업환경보전과 같
은 상향식 수질관리에는 더 적은 규모의 농업환경 표준유역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가표준으로 국가수자원관리종합시스템(WAMIS)에서 국토
를 대권역, 중권역으로 나누고 있으며, 중권역 하위에 기존 국토부에서 수
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표준유역, 환경부 수질관리를 위해서 단위유역, 농림
축산식품부 농업용수관리를 위해서 농업용수구역도를 구분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해서 단위유역 하단부에 수질측정망을
구축하고 있어 상시적으로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때, 농업환경 표
준유역은 수질과 관련성이 더 깊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수질을 모니터링하
고 있는 환경부의 단위유역과 하위의 소유역을 기반으로 할 필요가 있다.
소유역은 몇 개의 읍·면 또는 소유역이 읍·면에 포함되는 경우 등으로 읍·
면 경계와 규모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농가가 공동체로 인식하는 수준
은 마을 또는 몇 개 마을의 집합이기 때문에 농업환경 표준유역은 소유역
아래에 수문학적 동질성을 가진 몇 개 마을의 집합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농업환경 표준유역은 농가가 공동체로 인식할 수 있는 규모로
설정되어야 하지만, 상위-하위 유역 간에 내포 관계(nested sub-watershed)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상위-하위 유역
간 내포 관계는 상류의 환경오염 행위가 하류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범
위와 내포적인 관계라는 의미이며, 이러한 관계를 무시하고 유역을 설정할
경우 환경 부하 유발자와 피해자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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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위-하위 유역 간 내포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농업환경 부하의 인과관
계의 불일치가 유발되는 상류와 하류 지역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경우 상류
는 농업환경 부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하류지역은 과도한 책
임을 지게 된다.
<그림 5-3> 상위유역과 하위 유역 간의 내포 관계(nested sub-watershed)

(a)

(b)

(c)

자료: (a) ESRI ArcGIS 9.3 Hydrologic analysis(http://webhelp.esri.com/arcgisdesktop/9.3/
printBooks_topics.cfm?pid=6050: 2018. 11. 4.).
(b) 환경부 낙동강유역 환경청(http://www.me.go.kr/ndg/web/index.do?menuId=3504: 2018.
11. 4.).
(c) 위키스페이스(http://fluvial.wikispaces.com/WATERSHEDS+AND+DRAINAGE+DENSITY: 2018.
11. 4.).

한편, 하천 수질측정은 농업환경활동이 이루어진 유역의 하단부에서 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농업환경 표준
유역의 하단부의 하천을 측정망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수질오
염총량제를 위해 전국을 중권역 하위에 단위유역으로 구분하고 하단부에
측정망을 구성하여 수질을 측정하고 목표 수질을 설정한다. 농업환경 표준
유역은 단위유역 하위의 소유역 아래 유역이기 때문에 측정망이 많아질 수
있지만 일단 측정망을 구성하고 수질관련 농업환경부하가 큰 지역을 대상
으로 순차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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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수질오염총량제의 단위유역과 측정망(영산강·섬진강수역 예시)

<영산강·섬진강수역 총량관리 단위유역도>

<영산강 수계 수질측정망과 수질정보>

자료: 1)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열어갑니다. p. 17.
2)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실시간수질정보시스템(http://www.koreawqi.go.kr/index_web.jsp.:
2018. 9. 5.).

2.3.3. 농업환경활동과 하류지역 간의 농업환경부하 모델 개발
농경지 내부로 양분이 들어오고 나가는 비율을 나타내는 양분수지와 달
리 농경지별로 농업환경활동과 하천 말단의 수질에 기여하는 농업환경활
동의 하천환경부하 기여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USGS(미국지
질조사소)는 수질측정 결과와 점오염원, 비료 및 퇴비 공급량, 대기 침적
등 영양염 요소별 입력자료 및 지표면 특성 자료를 이용하여 영양염 부하
량을 산정하는 비선형 회귀식인 SPARROW 모형을 개발하여 수질관리를
하고 있다. SPARROW 모형은 비료와 가축분뇨 투입량과 재배 작물의 종
류 등의 정확한 자료 및 각종 변환계수 등이 필요한 양분수지에 비해 수질
측정망과 비료 및 가축분뇨 공급량 간의 회귀식을 통해서 농가별 농업 하
천환경부하 기여도를 추정한다. 개별 농가는 농가별 하천환경부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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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확인함으로써 농업환경활동을 조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국가는
관리의 우선순위 설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림 5-5> 양분 관련 지표의 예시
(a) TN 양분초과율(%) :
양분수지

(b) 축산계 TN 발생부하량 :
수질오염총량제

(c) 농경지별 유달부하량 :
농업의 하천환경부하 기여도

자료: (a) 김창길 외(2015). 양분총량제 도입방안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를 이용하여 지도 제작.
(b) 2013년 전국오염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지도 제작.
(c) USGS, Digital Data Used to Relate Nutrient Inputs to Water Quality in the Chesa
peake Bay Watershed, Version 2.0(https://md.water.usgs.gov/publications/ofr-01251/sparrow.htm#ag: 2018. 10. 29.).

2.3.4.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위한 독자적 정보 인프라 구축
영국은 농가의 농업환경자원 관련 정보 접근성과 편이성을 제공하기 위
해서 독자적인 매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농업환경자원
관련 공간자료가 탑재되어 모든 농가가 소유 필지뿐만 아니라 주변 필지의
상황까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농촌 정책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의 연계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업농촌 공간정보 통합 DB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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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이 제안되어 있다(심재헌 외 2016). 이러한 공간
정보 인프라와 연계하지만, 농가가 많은 정보 속에서 길을 헤매지 않도록
접근 통로를 독자적으로 하는 정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2.4. 미래지향적인 정보 고도화 부문 세부 추진 과제
2.4.1. 현장에서 농가의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 접근성 강화
미래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비전문가인 농가가 스마트폰과 빅데이
터 등을 통해서 현장 맞춤형 농업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활용 능
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에는 정보가 전문가의 영역에서 수
집되고 관리되었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농가가 정보의 수집·관리·활
용의 중심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의 생산과 유지관리의 주체가 농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역
할은 농가가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다.
정부는 농가의 농업환경활동 정보를 현장에서 바로 관리 기관에 전송하
는 자기보고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등 개인 정보화 기기를 이용하
여 사진을 찍거나 비디오 녹화만으로 정보가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
는 것이 중요하다. 국립생태원의 굿로드(www.goodroad.co.kr)는 시민이 스
마트폰 App을 실행 후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면, 서버에서 업로드된 사
진 속의 로드킬 종(species)을 확인하고, DB 구축 및 통계분석 후 신고정보
를 정보제공자에게 통보해준다. 이처럼 농업환경활동 관련해서도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서 농가가 농업환경활동에 대한 자기보고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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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맞춤형 농업환경활동 추천 정보 생성과 서비스 개발
현장에서 농가의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 접근성이 강화되면 농업 현장
의 사진이나 영상 등의 비정형자료가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로 많이 축적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모인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도출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 농가의 농업환경활동 과정
중에 생산되는 스마트폰으로 촬영되는 사진이나 영상 등의 자료가 관리되
어야 하며, 이 자료를 이용하여 비료·농약의 사용량, 작물경작 정보 등을
추출하고 다시 정보 제공자에게 생산된 정보를 보내주어야 한다. 특히, 생
물다양성 관련하여 농촌의 생물종조사도 농가의 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으
로 촬영된 사진이나 비디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분석된 정보가 AR 기술과 결합
하여 비전문가인 농가도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지원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2.4.3. 비용-효과적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위한 우선관리지역 선정
비용-효과적인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농업환경 공공재가 가진
공간적 이질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가 수집되어야
한다. 수질과 같은 농업환경자원은 지역에 따라 오염도가 매우 다르기 때
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우선순위도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토질과
관련된 양분수지는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개선 가능한 양분수지
의 양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영국은 1987년 환경민감지역 정책(ESA) 이후 30년의 경험을 토대로 생
물다양성, 수질, 전정, 역사문화, 경관, 기후변화 등의 부분에 있어 우선적
으로 관리해야 될 지역을 지도로 제시하고 있으며, 각 주제도에 대해서도
우선 순위가 부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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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매직 시스템의 CS Targeting & Scoring 레이어 구조
레이어

BIodiversity

우선순위

RAMSAR Sites

H

Sites of Special Scientific Interest(SSSI)

H

Special Areas for Conservation(SAC)

H

Special Protection Areas(SPA)

H

산림

출처
Designated

Sites

Designated Sites
Designated

Sites

Designated Sites

-

-

-

-

Water

-

-

-

-

Cross
Cutting

-

-

-

-

Historic
Environment

-

-

-

-

Landscape

-

-

-

-

Climate
Change

-

-

-

-

자료: Natural england. Using the Countryside Stewardship Targeting & Scoring Layers
interactive map theme(https://magic.defra.gov.uk/Help/cs-magic-interactive-map
-guidance.pdf: 2018. 10. 4.).

우리나라도 비용-효과적인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시·군별 농업환경성 평가 종합을 통한 농업환경보전 타깃팅 지역으로 선정
이 필요하다. 토양침식, 양분수지분석, 토지계 및 축산계 배출부하량, 홍수
와 가뭄 부분 등 수질과 관련된 주제도에서 먼저 우선 보전지역을 선정하
고, 한 번이라도 선정된 지역을 농업환경보전 타깃팅 지역으로 정하고 우
선 관리한다. 개별 부문에서 중복해서 선정되는 경우 농업환경보전이 더욱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적재
적소 타깃팅 지역 선정은 향후 농업환경변동조사 하천조사 확장 시 우선적
으로 확장할 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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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시·군별 농업환경성 평가 종합과 농업환경변동조사 하천조사 위치

자료: 저자 작성.

2.4.4. 지역 맞춤형 농업환경활동 우선순위 설정
농업환경자원이 지역별로 상이한 공간 이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
의 우선순위도 지역별로 달라져야 한다. 영국은 국가경관특성지역(National
Character Areas profiles: NCA)에 따라 지역의 농업환경보전 목적과 대상

을 정하고 있다. 각 국가경관특성지역(NCA)은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관련 단체와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에 결정된다.
우리나라도 기존의 농촌다움 자원정보를 기초로 영국의 NCA 성격의 경
관유형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나비축제로 유명한 함평지역
은 나비가 서식하기 좋은 서식지를 우선적으로 보전하게 하는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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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이 연구는 농업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고조에 따른 농업환경자원의 개념
확대에 대응하여 전통적인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를 진단하고, 농업
환경보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확대에 맞는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
로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며, 농업환경자원 관리 선진국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농업환경자원이 기존 농업생산의 비시장 투입물에서 비시
장 산출물로 확장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관리를 위한 정보의 종류와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서 농업환경자원을 토양과 토질 보전, 수질 및 수량 관
리,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보전, 농촌경관 관리 등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4개
부문으로 나누고, 10여 종의 부문별 하위 정보를 대상으로 구축 현황과 한
계를 도출하였다.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는 명목상으로는 농업환경보전에
필요한 항목이 구축되고 있었다. 하지만 개별 정보가 농업환경보전이라는
통합적인 관리 목적으로 구축된 것이 아니어서 질적으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특히 농업환경자원을 공공재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농업환경자원별로
최적 관리를 위한 고유한 공간 규모가 있다는 점과 위치에 따라 자원의 양
과 질이 달라서 공간 이질성을 고려해야 하나, 정보체계에서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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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업환경자원 관리 선진국인 영국은 정부 위주의 농업환경자원 관
리를 위한 지원시스템이 아니라, 농가가 농업환경활동을 수행하는 데 도움
을 주는 방향으로 정보체계가 구축된 점이 특별했다. 4차산업혁명 등 향후
정보통신기술이 농가가 스마트폰을 통해 전문가 영역의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달되면, 농가가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보를 통해 현장 맞
춤형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를 통해서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 구축의 3대 기본 방향과 이를
위한 3대 추진 전략 및 14대 추진 과제를 도출하였다. 3대 기본뱡향은 첫
째, ‘기존 개별 정보시스템을 농업환경자원 관리 통합 플랫폼으로 전환’,
둘째, ‘농업환경자원의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 정보체계가 공간규모와 공
간이질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도화’, 셋째, ‘농가를 농업환경센서로 활용
하는 빅데이터 시대에 대비하여 농가의 접근성과 참여를 중심으로 정보체
계 구축’이다.

2. 기대효과

이 연구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존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수집·관리되어 부
문별로 흩어져 있었던 현행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현황을 관
련 자료를 수집하여 일목요연하게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비록 개별 정보체계는 해당 분야에서는 요약 수준의 정보이지만 전체를 체
계에 따라 분석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농업환경자원 관리의 틀 아래에서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고유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집·관리되어온 현행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를 농업생산에 따른 비시장 산출물이라는 공공재적 성격으
로 관리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한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현행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를 ‘농업환경자원을 공공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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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고자 할 때’라는 기준 아래서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
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농업환경자원 관리 선진국으로 알려진 영국의 정보시스템을 심층
분석하여 그동안 잘 알려진 사용자 측면 외에 시스템 운영자 측면의 정보
시스템 운영 방식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잘 알려진 영국의
정보시스템은 농가가 접속하는 사용자 화면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면, 새
롭게 분석된 내용은 정부가 농민을 농업환경보전으로 유도하기 위해 선행
해야 할 사항을 도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넷째, 제3장에서 도출된 자세한 현행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한
계점과 제4장에서 도출된 농업환경자원 관리 선진국 사례와 미래 기술 발
전 동향을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이 연구는 농업환경자원 전 분야를 아우르는 방대한 분석작업과 과거 농
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 구축 과정과 미래의 기술 발전 방향까지 검토하
여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지만, 다음의 한계가 있다. 즉 제시된 농
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추진 과제를 실제 지역이나 분야에 적용하여
검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것은 추가적인 시간과 관련 분야와의 공동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추진 과제를 선후 장기연구와 단기로 구분
또는 단독 연구와 공동연구 등으로 나누어 실제 사례지역에 또는 특정 분
야에 차례대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농업환경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과제 중에서 농업환경 표준유역의 설정과 수질 측정
망 구축이 최우선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다른 정보체계 구축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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