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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농업·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농가소득 정체, 수입 농산물과의 경
쟁 심화 등 농업 부문 안팎의 여건은 점차 악화되고 있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삶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동안 국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마트팜 등 새로운 시도를 꾀하는 이유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
력의 일환이다. 한편 최근 개헌 논의에서 부각되었듯이 농업의 공익적 기
능을 강조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농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면밀
하게 살펴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러한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이를 어떠한 식으로 파악하여 향후 방향
을 잡아야 할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연구는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다원적 기능 확충이라는 두 개념이
연동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을 발판으로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
서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 실태와 문제점, 다원적 기능 정의와 특징 등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통계자료와 사례조사로 논거를 뒷받침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다원
적 기능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오래된 화두이다. 이 연구가 최근 논의
동향과 지속가능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2018.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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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배경 및 필요성
◯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루는 요소는 연구에 따라 다양하지만, 경제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고, 농업 부문을 비롯한 보다 넓은 사회와 관계를 유지하
며, 자연 자본(natural capital)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유지하면서
환경·생태 부담을 과중하게 지우지 않는다는 뜻을 공통되게 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농업 지속가능성 약화 원인이 시장 개방, 농가교역조
건 악화 등뿐만 아니라 농업의 기능과 역할이 적시에 여건 변화에 맞추
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늘날 한국 농업 부문이 직면한
수많은 과제 중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요컨대 농업 부문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과 역
할 중 어느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길지, 옮겨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농업
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농정 방향이 전환을 해야 할 시점이다.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지속가능성과 상호작용을 하면
서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고자
할 때 필요한 방향성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 실태
◯

한국 농정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 농업 보전과 농업의 경
쟁력을 높이려는 방향을 모두 추구하여 왔다. 그러나 모든 시기에 걸쳐
‘(가격)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지향점으로 삼고 핵심
목표로 설정한 구조 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 결과

iv

농업 생산성 증가, 생산액 및 부가가치 증대, 규모화 진전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다수 소규모 농가 중심의 구조를 개편하지 못하였고,
생산성 증대도 점차 둔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형적 성장이 농가소
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농업 부문의 정부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식
품안전이나 환경 등을 중시하는 사회 수요 변화에 발맞추어 변화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농가교역조건지수 악화, 농가소득 정체(농업소
득 감소), 지역 경제 중 농업 비중 감소, 농촌 삶의 질 수준 저하, 농업
부문 환경부하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성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농업(사회)와 농업(환경) 지속가능성 지수가 42.6점과 49.2점
으로 가장 낮았다.

다원적 기능과 지속가능성: 이론적 검토
◯

이 연구에서는 다원적 기능을 ‘1) 영농활동 과정에서 결합생산 형태로
발현되는 공공재로, 2) 긍정적·부정적 외부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지만
시장실패 때문에 사회 최적 수준만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3) 일정
정도 공공 부문 개입이 필요한 기능’으로 정의한다. 요컨대 농사를 지으
면서 다양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키지만, 별도의 정책이 없으
면 긍정적(부정적) 기능이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적게(많이) 제공된
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부정적 외부효과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외연을 확대하였다. 이 재정의를 받아들이면 농업의 다원적 기
능 확충은 영농 방식을 바람직한 방식으로 바꾸게끔 공공 부문에서 유
인을 제공하여 긍정적(부정적) 외부효과를 늘리는(줄이는) 식으로 농정
방향을 전환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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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건을 고려한 다원적 기능 범위(긍정적 외부효과)>
경제
구분
포함

사회

환경

안정적
식량 공급

농촌
활성화

여가
정서

문화
유산

식품안전성
향상

환경
보전

경관
보전

○

○

○

○

○

○

○

향후 포함 가능

생물다양성
증가

동물복지
개선

○

○

<한국 여건을 고려한 다원적 기능 범위(부정적 외부효과)>
구분

사회
동물복지 악화

포함
향후 포함 가능

◯

환경

식품안전성 악화

환경 오염

축산 악취

○

○

○

○

생물다양성 감소
○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영농 방식을 바꾸어(행위)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
는 방향(결과)으로 이동하는 단계부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영농 방식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작점이
라고 판단하였다. 농업 부문 생산자가 지속가능한 영농 방식을 점차 받
아들이고 확대한다면 1차적으로 환경과 생태 질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
하여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일 것이다. 나아가 긍정적 외부효과를 더 제
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이 축적되고 사회
구성원이 변화를 인지하기 시작하면 사회적 인식 역시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영농 방식을 확산하는 식으로 농업 부문 기능을 전
환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원활하게 변했다면 또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생산자가 영농 방식 등을 전환하여 사회 후생을 늘린 기여에
대한 적절한 대가(remuneration)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지속가
능성을 높이려는 차원을 넘어 사회·환경 측면 지속가능성까지 아우르려
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vi
<농업 부문 지속가능성과 다원적 기능 간 선순환 구조>

◯

종합하면 지속가능한 영농 방식을 확산시켜 농업 부문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고(1단계),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최소한 초기에는)
공공 부문에서 정당한 반대급부를 지급하는(2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다
원적 기능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편
적으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반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다원적 기능 간 선순환 구조’라고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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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적 기능 확충을 위한 정책방향
◯

이 연구에서는 다원적 기능 중 특히 환경 측면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까지 친환경농업 정책만으로 다원적 기능을 확충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환경 책무를 토대로 한 정책으로 전환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농업인이 국민을 대신하여 농업 환경
재를 공급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집사(steward)’ 역할을 하고, 사회 구성
원은 사회적 투자 차원에서 농업인에게 반대급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위와 같은 관점을 토대로 환경 책무 실천의 핵심 요소인 행위자, 동기,
역량과 관계된 쟁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어떤 특성을 지닌 집단을 행위
자로 설정할 것인가라는 쟁점에서 정책 대상 설정 기준을 논의하였다.
적절한 행위자를 정책 대상으로 선택하려면 정책 대상이 이질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공간 기준, 정량적·정성적 기준, 적격성 기
준을 토대로 대상을 표적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행위자에게 어떻게 내
부·외부 동기 부여를 할 것인가를 다루었다. 이 쟁점은 비용 부담 원칙
및 정책 수단과 연계된다. 경제적·법적으로 검토했을 때 오염자 부담 원
칙(부정적 외부효과)만이 아닌 공급자 획득자 원칙(긍정적 외부효과)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경계를 실제로 설정하는 준수 기준을 현행
법령을 토대로 설정하고 점차 정교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두 원칙과 준
수 기준을 기초로 교차준수와 농업 환경 지불금 방식으로 동기를 부여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현행 법·제도와 농업 예
산 구성이 환경 책무나 다원적 기능 확충을 촉진하기 어렵다는 논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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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환경 책무 실천 기본 틀>

다원적 기능 확충 과제
◯

첫째, 농업 환경 정책을 시발점으로 삼아 환경 책무 실천을 강화하되 다
원적 기능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히고 정의 역시 변화시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가령 식량안보나 친환경농업 등
전통적으로 중시했던 기능과 범주 외에도 도시농업, 식품안전, 동물복
지, 생물다양성 등이 새로운 기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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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적 기능 범위 확대 >

◯

둘째, 적격성 기준을 적용하여 영농 활동을 근간으로 다원적 기능을 확
충한다는 방향에 부합하려면 영농 활동을 중심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농
가(예를 들어 1종 겸업 농가), 신규 진입 농가, 영농 규모가 작거나 고령
이지만 공동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 등을 우선 정책 대상에 포함시
킬 수 있다.

◯

셋째, 현행 법률이나 규정에서 정한 농가의 준수 사항을 준수 기준으로
우선 설정한 후 농업 여건과 법령 실정, 이행 점검 가능성, 농가의 정책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준수 기준의 대상 범위와 수준을 강
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넷째, 헌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내 다원적 기능 정의와
범위, 관련 주체의 책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 방향에 맞
추어 먼저 개별법 목적, 원칙 및 방향, 내용 등을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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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사회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 예산 비중을 조정하는 것은 물
론 예산 성격 역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정기적으로 ‘농업·농촌 및 식
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에 의거하여 특정 기간 예산 비중을 조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여섯째, ‘농업 부문이 수행하고 있지만 평가·보상 받지 못하는 기능의
가치를 지원할 필요’를 강조하는 방식에서 ‘사회 투자를 요청하는 방식’
으로 농업 부문 지원 근거를 바꿀 필요가 있다.

◯

일곱째, 실천 단계에서 기존의 하향식·공모식 방식을 줄이고 상향식·자
율적 선택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 환류 방식도 변화가 필요하다. 지표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충분한
기간 동안 축적하는 식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지표 성격을 결과에 기초
한 평가 방식(performance-based approach) 중심에서 실천을 제대로 했
는지 평가하는 방식(driving- force-based)으로 일정 정도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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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licy Agenda and Direction for Enhancing
Multifunctionality in Agriculture
Background
The elements that make sustainable agriculture vary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However it is common in most of studies that sustainable agriculture implies that it can reproduce economically, maintain broader relationships with other sectors, including the agricultural sector, and utilize
natural capital sustainably without the overburden of the environment and
ecosystem.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reason for degeneration of
Korean agricultural sustainability. It could be due to the pressure of market
opening and aggravation of terms of agricultural trade as well as the
changes in social demand for the function and role of agriculture.
The problem about the sustainability of Korean agriculture leads to the
question of how to make the balance between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order to answer this question, we have to decide whether we shift our focus to one of the various functions and roles
performed in the agricultural sector. Now it is a time to consider whether
the function, role, and direction of Korean agriculture should be changed.
Research Objecti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direction and tasks needed
to expand the multifunctionality in agriculture in the sense that the sustainability and multifunctionality in agriculture can make a virtuous cycle.
Sustainability and Multifunctionality in Agriculture: Theoretical Review
In this study, the key elements of multifunctionality are defined as 1)
public goods which are jointly produced by agricultural activity; 2) it
brings positive and negative externalities but is not sufficiently provided
due to the market failure; 3) thus market intervention is required to pro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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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at the socially optimum level. Accordingly, agricultural activity produces
a variety of positive and negative externalities, but if there is no government intervention, positive (negative) externalities are provided less (more)
than social demands. In particular, this study explicitly includes negative
externalities coming from agricultural activity to define multifunctionality
in agriculture. Taking this redefinition, the expansion of multifunctionality
in agriculture implies shifting the direction of agriculture by providing incentives in the public sector to increase (decrease) the positive (negative)
externality, thereby changing the farming system in a desirable way.
Policy Direction for Multifunctionality in Agriculture
In this study, we insist that priority should be given to the environmental
aspect, especially the environmental multifunctionality in agriculture. Sinc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that has been done is not sufficient to expand environmental multifunctionality in agriculture, we suggest that new
policy should be based on the environmental stewardship. In other words,
farmers need to act as 'stewards' to fulfill their obligation to supply agri-environmental public goods on behalf of the social members. Also it is necessary for the social members to shift to the way of paying the farmers for
the social benefits.
Policy Agenda for Multifunctionality in Agriculture
First, we should strengthen the practice of environmental stewardship by
taking agri-environmental policy as a starting point, but we must gradually
expand the range and definition of multifunctionality so as to respond to
changes in conditions and raise agricultural sustainability. In addition to
traditionally important agricultural functions and categories such as food
security and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urban agriculture, food safety, animal welfare and biodiversity can be new functions. Second, if the
eligibility criterion is applied, farmers that obtain their income by focusing
on farming, young farmers, and small farmers who are able to participate
in joint activities for expanding multifunctionality should be included in the
policy object. Third, the priority of compliance set by current laws or regulations should be set as a reference level. And then the scope and level
of compliance will be stepped up in consideration of agricultural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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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tions, legislative status, feasibility check, and farmers' acceptance of
policies. Fourth,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definition and scope of multifunctionality in agriculture and the responsibilities of related entities within
the Constitution and the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Areas and
the Food Industry. Fifth, it is necessary not only to adjust the proportion
of government budgets to reflect changes in social demands but also to
change the characteristics of budget. It is possible to review measures regularly to adjust the proportion of the budget for a particular period based
on the 'Agriculture, Rural and Food Industry Development Plan'. Sixth,
there is a need to change the basis of support for agriculture to request social investment instead of the way of emphasizing the need to support the
value of functions that the agricultural sector carries out but not evaluated
and compensat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top-down / public
offering methods and reinforce the bottom-up / autonomous selection measures at the action stage. The feedback process also needs to be changed.
Evaluation indicators should be made in such a way as to assess whether
they have achieved the policy objectives and to improve them in such a
way as to accumulate for a sufficient period of time. Also it is necessary
to shift some of the indicators from a performance-based to a driving-force-base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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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문제 제기

한국 농업의 위기 또는 지속가능성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오래 전부
터 나왔다. 실질 농가소득, 그중에서도 농업소득은 줄어들고 있고,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촌에 사는 사람 수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농사 지어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이 더욱 고달파지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이에 더해 조류
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대규모 가축질병 발생이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고 식품안전 문제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기존에 제기되던 수질
및 토양 오염(양분수지) 문제에 더해 최근에는 축산 악취를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
을 구하려는 시도도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루는 요
소는 연구에 따라 다양하지만, 경제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고, 농업 부문을
비롯한 보다 넓은 사회와 관계를 유지하며, 자연 자본(natural capital)을 지
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유지하면서 환경·생태 부담을 과중하게 지우지
않는다는 뜻을 공통되게 담고 있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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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론
<표 1-1> 지속가능한 농업 정의 비교
선행 연구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정의 및 관점

SAI
Platform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식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되, 자연 환경, 농업인·피고용인·지역 공동
체 주민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보호·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농업임.

Giovannucci
et al.(2012)

식량 생산에 더해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 부담을 줄이면서 생물다양성, 다양한
영양원 확보, 생산자 살림살이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균형을 조정하는 시스템임.

von Wirén-Lehr(2001),
Sydorovych and Wossink
(2008)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1)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고,
2) 투입 자원을 직·간접적으로 보전할 수 있으며, 3) 생산자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영농 시스템을 뜻함.

UNESCO

환경적·사회적 문제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소비자·정책결정자 등에게 혁신적이고 경제
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관행농업 시스템과 영농 방식을 유지하면서 발생한 환경
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등장한 개념임.

Binder et al.(2010)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때 주로 지표 선정, 영농방식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지수,
선형모형, 생산방식별 경제성-환경영향-건강영향 간 상충관계에 집중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향
후 농업의 다원적 기능, 생태·경제·사회 측면 가중치, 기술 이용 촉진 등을 고려해야 지속가능성
실천에 도움이 됨.

Yunlong and
Smit(1994)

식량과 섬유 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이용에 있어 1) 천연자원 기반을 훼손하지 않고, 2)
생산자와 소비자의 기본적인 수요를 장기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영농 방식임.

Prändl-Zika(2008)

(중국의 여건을 고려할 때) 생태적 개념을 보다 강조하면서 농촌 지역을 활성화하고, 경제
구조를 개편하여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임.

자료: 허정회 외(2018).

영농 활동을 하면서 경제·사회·환경 측면 지속가능성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실에서 부합하는 사례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으면서, 농업 부문 안팎 사회와 필요한
기능을 주고받거나 환경·생태 부담을 과중하게 지우지 않을 수 있는 방식
을 지속가능한 농업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농업 지속가능성 약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 원인으로 시장 개방, 농
가교역조건 악화 등이 거론되어 왔다.1 이러한 외부 여건 변화도 농가 살
1

투입재를 점차 외부에서 구입해 사용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가 농업 부
문 생산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한편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면서 국내산 농산
물 경쟁이 심해졌고 가격 천장(price ceiling)을 형성하고 있다. 실질 농가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못하는 가운데 농업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농가교
역조건도 악화되어 왔다(유찬희·김태후 2018). 이정환 외(2012)가 지적한 성장과
소득 괴리, 소득 압박(income squeezing) 등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서론

3

림살이와 영농 방식에 영향을 분명히 미쳤지만, 이 연구에서는 농업의 기
능과 역할이 적시에 여건 변화에 맞추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판단했
다(유찬희 2018c).
농업 부문은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오랜 기간 그 핵심 기
능은 식량 생산이었다<그림 1-1>. 한국에서도 1970년대 초반까지 주곡 자
급을 달성하고자 증산(增産)에 주안점을 두었던 이유도 식량 생산을 늘리
면 농업인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나아가 농촌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으며
(박성재 외 2007: 15) 사회 수요(안정적 식량 자급)도 충족할 수 있다고 판
단했기 때문이다.
<그림 1-1> 농업의 기능과 역할 변화

주: 박성재 외(2007)는 농정 영역을 농업·농촌·농업인으로 나누어 접근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농업의 기능
을 경제·사회·환경 측면으로 나누었음.
자료: IAASTD(2007) 및 박성재 외(2007: 17)를 수정 및 재구성.

다시 말해 특정 시기에는 농업 부문이 식량 생산이라는 본연의 기능에만
충실해도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사회 수요를 충족할 수 있었다
(<그림 1-1>의 왼쪽).2 1970년대 후반 쌀 자급을 달성한 이후 한국 농업은

2

이 시기에 환경 문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환경오염과 자연파괴 문제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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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농업 부
문이 GDP와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했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농업
이 경제 발전 단계 초기에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
다(Timmer 1998; Janvry 2010; Gollin et al. 2002).
경제가 발전하면서 농업의 역할과 기능 외연이 점차 넓어졌다(<그림
1-1>의 오른쪽). 예를 들어 1970년대 중후반까지 농업 부문의 주된 역할이
식량 증산과 노동력 제공이었다면, 이후에는 친환경 농식품·로컬푸드, 특
색을 지닌 특산물(distinctive artisanal regional products), 농촌 관광 등으로
외연을 점차 넓혀 왔다.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는 사회 구성원이 농업 부문에 기대하는 역할과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징후로 이해할 수 있다.3 즉, 사회 구성원(소비
자)이 농업·농촌을 전통적인 식량 공급 공간으로만이 아니라 환경 관련 서
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인식(Potter and Tilzey 2005)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유찬희 외 2016: 137에서 재인용). 다시 말해 한국 농업 부문도 식량
생산 역할에 더해 보다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를
점차 강하게 받고 있다.
농업의 역할과 기능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존 기능만으로는 다양한 요구
를 채우기 어려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역 간 불화(不和)가 빚어지기도
한다<그림 1-2>. 예를 들어, 농업인은 자신이 경작하는 땅에서 농산물을
최대한 많이 생산하여 소득을 얻으려고 한다. 이 선택 자체는 농업인 스스
로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이기에 비판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경부하가 늘어나거나 식품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이는 지속가능성의 사회·환경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반대
로 환경 보전이나 식품안전성을 강조하여 농업인으로 하여금 영농 방식을

3

깨우고자 환경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1960년대였다. 1970년대 들
어서야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을 정책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정회성 2002).
경제·사회·환경 문제는 각각 소득(Profit), 사람(People), 환경(Planet) 문제로도 이
해할 수도 있다(SER 20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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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도록 요구하더라도(예를 들어 유기농업·축산 확대나 동물복지 기준 적
용), 농업인이 이를 쉽게 수용하기는 어렵다. 별도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영농 방식을 바꾸면 비용이 늘어나거나 수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
다. 요컨대 이전과 달리 “농업의 역할과 기능 중 어느 부문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라는 문제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그림 1-2> 경제·사회·환경 측면 지속가능성 간 상충 가능성

자료: 저자 작성.

한국 농업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수요는 언제, 어떠한 식으로 변화하였
을까? 그리고 농업 부문과 농정은 여건과 사회 수요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
였을까? 앞서 논의한 것처럼 1970년대 초까지는 한국 농업이 주로 수행하
는 역할과 이에 대한 수요가 대체로 일치하였다(<그림 1-1>의 왼쪽, <그림
1-3>의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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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경제 발전 단계별 농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 변화

자료: Zawojska(2013)를 재구성.

1970~1980년대에 걸쳐 수출주도형 산업을 육성하면서 비농업 분야 취업
기회가 늘어나는 가운데, 소득 격차가 확대되면서 이촌향도가 가속화되었
다. 1970년대 말부터 기존 고미가 중심의 가격지지를 저곡가 정책으로 전
환하여 저임금 체계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농업 부문에 가해진 충격을
농가소득 증대 정책으로 완화하고자 하였다.4 이 시기부터 농업의 역할과
사회 수요 간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했고(<그림 1-3>의 2단계), 시간이 지
나면서 더욱 확대되었다(<그림 1-3>의 3~4단계). 농산물 시장 개방화 등을
거치면서 농업 부문은 사회 내 다른 부문의 영향을 이전보다 더 받게 되었
고,5 이후 사회 수요와 농업 역할의 간극이 보다 넓어졌다. 다시 말해 한국

4

5

1977년 수립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은 농정 기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농
업 정책에서 지속적 성장, 안정적 식량 공급, 농가소득 증대, 농산물 가격 안정,
유통 근대화, 생활환경 개선 등을 강조하였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75).
이태호(2017: 66)는 농산물 시장 개방 이후 농업생산의 시장화(농업인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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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농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그림 1-3>의 3단계 또는 3단계에서 4단
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걸쳐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농업 부문이 실제
로 제공하는 기능과 서비스 그리고 농정은 사회 수요에 비해 더디게 변화
해 왔다. 이 결과 농업 부문과 사회 전반의 관계(인식)가 악화되고 농업 부
문 내부 문제도 심각해졌을 수 있다.6
첫 질문으로 되돌아 가보자. 오늘날 한국 농업 부문이 직면한 수많은 과
제 중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경제적·
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 사이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라는 문제
로 이어진다.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날 농업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
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농업 부문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 중 어느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길지, 옮겨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농업
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농정 방향이 전환을 해야 할 시점이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지속가능성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는 판단하에,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고자 할 때
필요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특히,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지속가
능성 간 관계를 분석하여 다원적 기능 확충의 근거를 마련하고, 확충 과정에
서 고려해야 할 비용 부담 원칙·정책 수단 및 대상을 제시하고, 참여 의사
제고 요인과 관련 법 및 예산 등 조성 기능 측면에서 과제를 제시하였다.

6

소유한 생산요소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산요소까지 시장에서 조달하여 농업생산
에 사용하는 현상)가 진전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 결과 정부 정책과 시장이 모
두 농업 생산 구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과정은 많은 국가가 공통적으로 겪었으나 대응 방식은 달랐다. <부록
1>에 EU와 일본의 경험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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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흐름 및 방법

3.1. 연구 흐름
이 연구는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가?”, “다원적 기능
확충이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
면 다원적 기능 확충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주장인가?”라는 질
문에 답하고자 하였다.7
제2장에서는 제1장의 문제 제기를 보다 깊게 분석하였다. 농업의 대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 더해 농업 부문과 농정이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과 농업 부문에 대한 수요 간극이 커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한국 농업
의 지속가능성이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과거 농업 부문 역할과 농
정의 성과와 한계를 짚은 뒤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다원적 기능과 지속가능성의 정의·범위·관계를 주로 이론
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 맥락에서 다원적 기능의 범위와 특성(특히 외부
효과와 공공재)을 토대로 다원적 기능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어 농
업의 다원적 기능과 지속가능성 간 관계를 분석하고, 두 개념이 선순환 구
조를 이루는 ‘이상적인 상황’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고자 할 때 특히 주의 깊게 고
려해야 할 내용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 부문 개입이 필요한 논거
를 제시한 뒤, 경제·사회·환경 기능을 환경 기능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판
단하고 근거를 개진하였다. 방향 설정 과정에서 비용 부담 원칙, 정책 수
단, 정책 대상을 분석하고 연구진의 제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다원적 기능을 전환하고자 할 때 다루어야 할 과제를 현안,
중기, 장기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7

연구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과 다원적 기능을 경제·사회·환경 측면으로 나누
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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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방법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문헌 검토, 통계 분석, 세미나, 설문조사, 현장 사
례 조사 등을 활용하였다. 다원적 기능과 지속가능성의 개념부터 시작하여
필요성, 방향성, 구체적 방식 등을 둘러싼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외부 전문가에게 원고 2건을 위탁하였다. 동아대학교 심영규 교수가 “다
원적 기능 확충을 위한 농지 이용 제한에 관한 법적 쟁점”을 작성하였다. 주요 분
석 초점 중 하나인 비용 부담 원칙을 다룰 때, 기존 경제학적 관점에 더해 법적
근거를 함께 검토해야 현실과 정합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충남
연구원 이관률 박사는 “충남 농업 생태환경 프로그램 사례: 성과와 과제”를
작성하였다. 충청남도에서 2016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시행한 농업
생태환경 프로그램이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려는 본격적인 시도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연구진이 별도로 현상 조사를 진행하였고, 준비 과정부터 사
업 종료 이후까지 드러난 성과와 과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위탁 연구 결
과는 제4장과 제5장에 활용하였고, 세부 내용은 별도 자료집에 담았다.

한국 농정 전개 과정과 지속가능성 실태

이 장에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하고자 농정 방향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1980년대 중후반 이후의 이른바 ‘구조 농정’과 ‘개방 농정’ 시기
를 중심으로 농정이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8 이 시
기 이후로 농업의 역할 및 농정 방향과 사회적 수요 사이 격차가 커지기
시작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림 1-3>.
분석 과정에서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각 시기 농정 기조는
현안 과제에 대응하면서 중장기 농정 목표를 설정하여 산적한 문제를 해결
하고자 노력한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당위성을 지녔다. 예를 들어 구조 농
정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구조조정(체질 개선)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
할 수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전업농을 육성하여 농산물 시장 개방 충격을
견디려는 시도였다. 과거 3차례 이루어진 대규모 투융자9도 농업·농촌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개방화라는 불가항력적 변인 때문에 손실을 본
농업인에게 보상(compensation)을 제공하려는 성격도 지니고 있었다.10
농정 시기는 연구마다 다르게 구분한다. 이 장에서 농정 시기 구분은 박석두·김
정호·김창호(2011: 23)를 따랐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자료집인 유찬희·심영
규·이관률(2018) 제1장에 제시하였다.
9 1991년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에 포함된 42조 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 1999~
2004년 이루어진 45조 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 2004년 ‘농업·농촌 종합대책 기
본계획’을 토대로 이루어진 119조 원 투융자 계획이다.
10 김윤식·고갑석(2015)은 공리주의(Utilitarianism)와 롤스주의(Rawlsianism) 관점
에서 이 문제를 해석하였다.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여 소비자가 얻는 이익(소비
자 잉여 증가)이 생산자가 입는 손해(생산자 잉여 감소)보다 크다면 “최대 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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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앞서 논의한 것처럼 특정 정책 기조는 당시 여건을 고려할 때 당위
성을 지닐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여건이 바뀌었을 때도 정합성을 계속
지니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각 시기에 지향했던 목표와 수단이 농업 부
문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일정 부분 미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유찬희
2018b). 이 연구에서는 시차적(時差的) 접근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1. 구조 농정 및 개방 농정: 성과와 한계

구조 및 개방 농정기에는 “다원적 기능을 살려 국민의 삶의 터전이 되도
록” 농업을 보전하는 방향과 농업을 “시장 경제 속 하나의 산업으로서 미
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쟁을 통해 성장”시키려는 방향을 동시에 추
구해 왔다(이태호 외 2011: 31).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농
업의 지속가능성과 다원적 기능, 농촌 개발 등을 상대적으로 강조했다면,
이후 10여 년 동안은 다시 성장, 경쟁력,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하였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는 효율성 제고·경쟁력 강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을 강조했다.

수의 최대 행복” 측면에서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 공리주의 입장이다. 반면,
롤스주의는 시장 개방이 이루어지더라도 ‘약자’의 후생이 이전보다 나아지고,
전개 과정이 공정(fair)하다면(절차적 정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김윤식·고갑석(2015)은 소득 분포를 분석하여 시장 개방이라는 변화를 공리주
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롤스주의 기준을 적용하면 ‘약
자’의 후생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
락에서 ‘약자’인 농업인(생산자)에게 보상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지닐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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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구조 및 개방 농정기 농정의 암묵적 기본 인식

자료: 이정환 외(2012: 26).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 농업 보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려
는 방향(이태호 외 2011: 31) 중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었는가와 무관하
게, ‘(가격)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지향점으로 삼고 핵심
목표로 설정한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히 구조
농정기에는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려 하였다.
동시에 “낮은 경쟁력을 정부의 선별적 자원 배분을 통해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이정환 외 2012: 26), 농업 생산 및 유통 주체(정책
대상), 지원 방식 등을 중앙 정부가 주도·관리하는 설계주의 방식을 채택하
였다(이정환 외 2012: 1).11 이러한 과정은 구조조정을 진행하면 규모의 경
제를 실현하면서 생산성을 높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결과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도 꾀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졌다<그림 2-1>.

11

1960년대까지 농업 생산기반 자체가 취약하여 자체적으로 농업 부문 자본 형성
이 어려웠기 때문에 초기에 정부 개입이 불가피했다. 시대별 여건에 맞추어
1970년대까지는 농기계와 기술 개발 위주로 투융자를 실시했고, 동시에 농업 투
입재 위주의 단기성 투융자에 중점 투자했다(조성제·유병호 2011). 1980년대부
터 구조조정과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두 축으로 하여 투융자 정책을 집중 추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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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과
시기별로 비중은 달랐지만, 구조 농정 및 개방 농정 기조는 공통적으로 구
조정책과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병행해 왔다. 농산물 시장 개방에 앞서
그리고 농산물 수입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국산 농산물 가격 경쟁력을 확
보하고자 한 정책 기조는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정
책 목표와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체질을 개선((가
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 생산자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완화하여 안
정적인 소득을 마련해 농업 부문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표 2-1> 기간별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추이
연도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1981~1990년

0.026

1991~2000년
2001~2010년

총산출 성장률

총투입 성장률
0021

-0.005

0.029

0.025

-0.003

0.014

-0.002

-0.015

2011~2014년

0.002

-0.002

-0.004

1981~2014년

0.020

0.013

-0.008

자료: 황의식 외(2016: 40).

첫째, 경쟁력 강화 농정을 꾀하면서 농업 생산성은 꾸준히 늘어났다<표
2-1>. 특히 1990년대에는 총요소생산성과 총산출 성장률이 각각 연평균
2.9%, 2.5%를 기록하여 1980년대 평균 수준을 웃돌았다.12

12

황수철(2015: 183)은 추정 결과를 토대로 한국 농업이 초기에는 요소 투입 중심
방식으로 성장하다가 19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생산성 증가에 의존하는 방식
으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했다. 개방 농정 초기에 생산성을 높여 농산물 시장 개
방 충격에 대응하고자 했던 시도가 논의되고 이루어졌던 시기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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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한국 농림업 생산액 및 부가가치 추이(1997~2017)
단위: 십억 원

주: 2017년 부가가치는 잠정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업생산액 및 생산지수 및 한국은행 국민계정; e-나라지표
(http://http://www.index.go.kr: 2018. 10. 18)에서 재인용.

둘째,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기계화·시설화·집약화가 매우 급속히 진
전되면서(황수철 외 2018: 34; 윤병선 2012) 한국 농업 부문 생산액과 부
가가치도 꾸준히 늘어났다<그림 2-2>. 농림업 생산액은 1997년 30조
3,880억 원에서 2017년 50조 6,810억 원(잠정치)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부
가가치는 21조 5,790억 원에서 29조 8,590억 원으로 증가했다.
셋째, 구조 농정과 개방 농정에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구조조정(체질 개선)도 진전을 이루었다<표 2-2>. 예를 들어 논
3ha 이상인 농가 비중은 1990년 1.2%에서 2015년 4.6%로 3.8배 늘어났고,
같은 기간 해당 농가 경작면적 비중은 6.3배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시설
농업과 축산 부문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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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농업 생산 규모화 추이(1990~2015)
비중
경작지 3ha 이상
논 3ha 이상
시설농업 2천 평
또는 0.7ha 이상
한·육우 50두 이상
낙농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1990
농가 수
면적
농가 수

2,5

2000

2005

2010

2015

5.9

7.3

8.2

8.1

10.9

22.7

*

33.3

*

43.6

43.5*

1.2

3.8

4.0

4.3

4.6

*

*

면적

7.1

20.0

29.5

37.7

44.4*

농가 수

6.1

12.7

10.4

17.0

15.2

25.5

47.1

*

52.9

*

50.7

51.2*

0.1

1.8

3.7

9.1

18.3

4.2

26.8

*

*

63.2*

1.8

26.4

48.5

60.7

71.7

10.9

54.1

71.6*

82.8*

88.5*

면적
농가 수
두수
농가 수
두수
농가 수
두수

32.5

47.8

0.2

9.8

25.2

37.3

54.7

18.4

62.1

77.9*

88.4*

91.0*

주 1) 시설농업을 제외하면 총 농가 기준임.
2) *은 황수철 외(2018: 48) <표 6>을 인용하였음.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 M_01
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tatId=1962003&themaId=F#F_4.2: 20
18. 10. 10); 황수철 외(2018: 48).

1.2. 한계: 시차적 접근 방법 적용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전례 없는 변화와 충격에 대응하고자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농정 방향 설정은 당시 여건 속에서 타당성을 지녔었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초 목표를 완전히 이루지는
못하였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낳았다.
이 소절에서는 1) 그동안 이어온 농정 기조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공감대
를 얻을 수 있는지, 2) 당초 의도했던 구조조정과 경쟁력 확보 과정에서 파
생된 한계점을 분석한다. 이 한계가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친 영향을 정
성적으로 분석하고, 다음 절에서 관련 지표와 통계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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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시차적 접근 방법 개관
시차적 접근은 “사회 현상을 발생시키는 주체들의 속성이나 행태가 주체
에 따라 시간적 차이를 두고 변화되는 사실을 사회 현상 연구에 적용하는
연구 방법”이다(정정길 2002a). 시차적 접근 방법에서는 제도나 정책을 도
입할 때 시간상 선후 관계(sequence)가 제도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한다. 예컨대, 이전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려고 특정한 정책을 고안·도입하
였지만, 그동안 시간이 지나 문제 속성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을
집행하는 시기에는 정책이나 제도 자체가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정정길 2002a, 2002b). 또한 정책 대상 집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등의 변인(원인 변수)이 여럿일 수 있고, 각 원인 변수가 서로
어떠한 관계인지, 어떤 순서로 작동하는지에 따라 결과 역시 달라진다고
주장(정정길 2002a; 김형성·황성원 2009)한다<표 2-3>.
<표 2-3> 시차적 접근에서 제도 원인 변수 간 관계
원인 변수 간 관계
상호
보완적
모순
대립적

세부 관계

특성

상승 관계

서로 다른 원인 변수가 동시에 작동하여 문제 해결할 때 상승효과(synergy) 발생

보상 관계

핵심 원인 변수가 발생시키는 부작용을 다른 원인 변수를 도입하여 완화

선행 관계

하나의 원인 변수가 먼저 충족되어야(선행 조건) 핵심 원인 변수가 기대 효과를 발생

상황적 모순

상황에 따라 보상 관계와 선행 관계가 모순이 될 수 있는 경우

본질적 모순

하나의 원인 변수를 도입·실행하고자 할 때 다른 원인 변수를 희생시켜야 하는 경우

자료: 정정길(2002a); 김형성·황성원(2009)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시차적 접근 이론을 정책이나 제도에 적용·분석할 때, 제도가 정합성을
지니는지 여부를 특히 눈여겨봐야 한다. 여기서 제도 측면 정합성은 제도
를 이루는 요소 사이에 상호 보완적 관계 또는 최소한 중립적 관계를 유지
하는 상태를 뜻하는 내적 정합성과 환경 변화에 맞추어 제도를 변화시키는
외적 정합성으로 나눌 수 있다(정정길 2002b). 다시 말해 개방화, 사회 수
요 변화 등 달라지는 환경에 맞추어 제도와 정책을 설계하되(외적 정합성),
개별 제도나 정책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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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지(내적 정합성)를 분석·평가해야 한다. 특히 시간이 흐르면서 여건
이 다시 변하거나 정책 결정자·대상 집단 등의 속성이나 인식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1) 원인 변수 선후 관계(어
떠한 정책이나 제도를 먼저 도입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변할 수 있고, 2)
특정 제도를 도입했을 때 당초 기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만큼 일관성
을 유지해야 하며(성숙 시간 확보), 3) 정책 관련자 태도나 정책 대상 집단
속성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과 이들이 변화를 인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차이가 중요하다(정정길 2002a, 2002b; 김형성·황성원 2009).

1.2.2. 한계
시차적 접근 방식을 구조 및 개방 농정기에 적용하면 다음처럼 한계를
도출할 수 있다.
(1) 개방 농정기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구조조정13과 소득 및 경영
안정 정책은 내적 정합성이 부족했다. 두 정책은 선행 관계 또는 보상 관
계를 갖추어야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모순 관계에 가까
웠다. 구조조정을 추진하고자 했다면 주요 대상이었던 소규모 농가가 전직
하거나 탈농하도록 유도하고, 이 농가가 경작하던 농지를 다른 농가가 이
용할 수 있게끔 집중시키는 것이 핵심이었다.

13

1990년대 전까지는 농가 육성 정책이 사실상 전무하였고, 1990년대 들어 농업
구조개선 대책을 논의하면서 자립 경영할 수 있는 전업농 육성을 규정하고 시
도하였다. 농가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고려하면 전업농 육성과 자립
경영 육성은 다를 것이 없고, 이는 영세소농 구조 위주의 경영을 대농 경영으
로 전환하는 것이다(김정호 2012: 156-157). 이에 정부에서 전업농 기준과 목표
치(예를 들어 쌀 6ha 7만 호 육성)를 설정하고, 정책 수단 역시 결정한 뒤 재정
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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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경지 규모별 농가 수 비중 변화
단위: %
구분

1ha 미만

1.5ha 미만

1990

59.5

79.4

2000

60.2

76.1

2010

65.7

77.8

2015

69.1

79.5

자료: 통계청. 각 연도. 농림어업총조사(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
d= 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tatId=1962003&themaId=F#
F_4.2: 2018. 10. 10.).

그러나 농공단지, 고소득 작목 육성, 6차 산업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
어졌지만 다수 소규모 농가는 영농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표 2-4>. 영농
활동 대신 실제로 종사할 수 있는 다른 소득 활동 기회를 먼저 마련하려
했지만, 정책 대상이 이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을지를 충분히 고려하였는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농공단지는 가구원 중 일부가 규칙적으
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영농 활동 특성상 매일 특정 시간에 다른 일을 하
기는 쉽지 않고, 필요한 기술 등을 단기간에 익히기 어렵다. 작목 전환이나
6차 산업 등 다각화 역시 시간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위험(risk)을 안아
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기능하지 못할 개연성이 컸다. 더욱
이 영농 활동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다각화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영
농 활동을 중단하고 지역에서 다른 소득 활동을 하도록(탈농재촌) 유도하
고자 하는 정책을 농업인이 수용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한다. 결국 구조조
정 대상이 영농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최소
한의 선행 관계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했기 때문에 당
초 기대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2) 개방 농정기 내 시기별로 소득 및 경영 안정 정책과 구조조정 정책
의 우선순위가 달랐고 성숙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정책 일관성이 낮아졌
고 효과도 떨어졌다. 1980~1990년대 7차례 이루어진 부채 경감 대책, 각종
소득 정책은 구조조정 정책과 상황적 모순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소득 및 경영 안정은 농가가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중요한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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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동시에 구조조정 대상 중 하나였던 ‘한계농가’가 계속 영농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원인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선행 관계 또는 보
상 관계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한 것이 당초 기
대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 중 하나였다.
보다 넓은 맥락에서 개방 농정기 비전은 한편으로는 “다원적 기능을 살
려 국민의 삶의 터전이 되도록” 농업을 보전하는 방향과 농업을 “시장 경
제 속 하나의 산업으로서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쟁을 통해 성장”
시키려는 방향을 동시에 추구해 왔다(이태호 외 2011: 31). 1998~2007년
동안 전자를 강조했다면, 1992~1997년 동안과 2008년 이후 농정은 경쟁력
과 효율성에 보다 무게중심을 두었다. 어느 방향이 적절했는가와 관계없이
두 가지 상반될 수 있는 방향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정책 일관성이 흐트러
졌고, 특정 정책이나 기조가 숙성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한계는 부인하기 어렵다.14
(3)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 방식을 택하여 다수 정책 대
상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예를 들어
1990년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장(농수산업의 구조개선) 제3
조에서는 전업농어가 육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향은 “소규모로 생산하
는 다수의 겸업농으로 이루어진 농업구조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다”(김병택 2001: 81)는 판단을 전제했다. 이러한 정
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영세소농은 농업 정책 대상에
서 후순위에 놓여 왔다.15
14

15

Eucken(1975)은 ‘좋은’ 경제 정책 결정 원칙을 몇 가지 제시했다. 그 중 하나가
‘경제 정책의 일관성(Konstanz der Wirtschaftspolitik)’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경제 정책을 너무 자주 또는 예기치 못하게 바꾸지 않아야 투자자가 확신을 가
지고 투자를 하며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다. 정책을 예기치 못하게 바
꾸면, 영향을 받는 대상(특히 투자자)은 보상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Martini
2007에서 재인용).
모든 정책에서 후순위에 놓이거나 배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농업 정책을
‘산업’ 정책과 ‘복지’ 정책으로 크게 나눈다면, ‘산업’ 정책에서 지원을 집중하
지 않은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정책을 시행하였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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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과 경영 안정을 추진하는 과정 밑에는 생
산주의가 깔려 있었다. 생산성을 높여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지향점에
이르고자 채택한 주요 수단은 구조조정과 고투입·집약 농법이었다. 한국
농업 정책도 고투입·다수확 농법을 토대로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지상 목
표였고, 단위 요소당 생산량을 높이는 것이 관건(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776-777)이었기 때문이다. 고투입·집약 농법을 확대한 결과 환경부
하16와 경영비(투입재 비용 증가)17 부담이 늘어났을 수 있다.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생산주의 패러다임은 사회와 환경 지속가능
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한국 농업 부문
총요소생산성은 1980년대 평균 2.6%에서 1990년대 평균 2.9%로 증가하였으
나, 2000년대 평균 1.4%로 하락하였다. 2011~2014년 동안에는 연평균 0.2%
성장하는 데 그쳤다(황의식 외 2016: 40). 황수철(2015: 182)도 총요소생산
성이 1960~1990년대까지 평균 1.0%를 기록했다가 1990년대 2% 이상으로
증가한 뒤 2000년대 1%대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추정하였다. 요컨대 생산성
을 높이는 방식으로 농정 기조를 바꾸면서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시간
이 지나면서 효과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 결과 2000년대 이후 한국 농업
은 정체 상태에 빠졌고(황수철 2015: 183), 요소 투입을 늘리기보다 기술혁신
을 꾀하는 방식이 보다 중요해질 수 있다(황의식 외 2016: 47).
(5) 생산성이 높아지고 농업 생산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지만, 농가소득 증
가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농업 부문 산출과 소득이 함
께 증가했으나, 농산물 시장 개방 이후 농업 생산은 증가하지만 실질 농업소
득은 줄어들었다(이정환 2017). 1995~2012년 실질 농업총생산은 연평균

16

17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전자의 규모와 효과가 크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생산성 향상 중심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지만 같은 기간 투입재 사용량이 현격
하게 줄어들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ha당 농약 사용량은 1985년 7.0kg에서
1990년 10.4kg, 2000년 12.4kg으로 늘어났고, 2010년 11.2kg, 2016년 11.8kg이
었다(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그림 2-1>의 3단계와 이태호(2017: 66)가 주장한 농업생산의 시장화와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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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씩 늘어났지만, 실질 농업소득은 같은 기간 평균 2.6% 감소하였다<그림
2-3>.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는 판매 가격조건이 악화되는 반면
투입재 가격은 상승하는 이중 압박(double squeezing) 등에서 찾을 수 있다.18
농업 성장과 소득의 괴리 문제는 특히 고령 소농 집단19에 심각하게 영
향을 미치고 있다. 유찬희·김태후(2018)는 2013~2017년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고령 소농 집단 실질 농업 소득은 평균 506만~568만 원,
중위값은 261만~338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농업소득 하방집중화
(이정환 외 2012: 18)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같은 기간 고령 소농
집단에 속하는 농가 호수 비중이 41.2%에서 52.2%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표 2-5>.
<그림 2-3> 한국 농업 총생산과 실질 농업 총소득의 괴리

주: 농림어업 총생산 기준으로, 실질 농업 총소득은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농림어업 영업잉여를 가계소비지출
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하였음.
자료: 이정환(2017)의 <그림 5>.

18

19

농업인은 투입재를 소매가격으로 구매하고 생산물을 도매가격 또는 농가판매
가격 수준으로 출하한다는 특성(Magdoff et al. 2000: 12)도 영향을 미친다.
표준 영농규모 2ha 미만, 경영주 연령 65세 이상 집단을 뜻한다(김미복·오내원·
황의식 2016: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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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연도별·유형별 농가 수 변화
농가
유형

농가 수(호)
2013

2014

2015

증감률(%)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17/’13
증감률

SY

581

593

567

512

447

-6.3

-23.06

LY

439

435

403

378

344

-5.9

-21.64

SO

968

1,144

1,206

1,269

1,350

8.7

39.46

LO

359

428

424

441

447

5.6

24.51

합계

2,347

2,600

2,600

2,600

2,588

-

-

주: SY는 표준 영농규모 2ha 미만, 경영주 연령 65세 미만; LY는 표준 영농규모 2ha 이상, 경영주 연령
65세 미만; SO는 표준 영농규모 2ha 미만, 경영주 연령 65세 이상; LO는 표준 영농규모 2ha 이상,
경영주 연령 65세 이상인 집단을 뜻함.
자료: 유찬희·김태후(2018).

(6) 외적 정합성 측면에서 한국 농업 공급자(참여 주체)와 정책은 일반
소비자와 사회 구성원의 수요 변화<그림 1-3>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
다.20 농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3단계 또는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는
징후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 농업 공급 측면은 아직 현대화 후기 단계(상품
으로서의 농산물 강조, 고투입·집약적 농법 지속 등)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표 2-6>.
<표 2-6> 상품-공공재 및 공공 부문 지원 조합 변화 과정
지원

구분

상품-비상품 산출물 간
공조(coherence)

상품

공공재(비상품 산출물)

낮음

2. 현대화 후기
(Late modernization)

3. 교차준수
(Cross Compliance)

높음

1. 현대화 초기
(Early modernization)

4. 농촌 개발
(Rural Development)

자료: Belletti et al.(2002).

20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지역 특성에 따라 발현할 수 있는 범위나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지역 공공재) 설계주의 방식이 오히려 저해 요인이 될
가능성마저 있다. 이론적 논의는 Dur and Roelfsema(2005)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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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 정합성 부족은 농업 부문과 사회 수요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농업
부문 내부에서도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정책 결정자-시행 주체-정책 집단
간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인식과 태도가 순차적으로 달라지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정책을 추진했다. 중앙 정
부 정책 결정자는 “농림부의 정책 결정 사항이 지방자치단체까지 즉각적
으로 전파되고 이행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김형성·황성원
2009). 그러나 이러한 암묵적인 전제는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대단히 어렵
다.21 단계별로 정책 담당자가 바뀐 제도나 정책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
고 이에 맞추어 기존 체계를 정비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
에 없다. 정책 대상자 역시 비슷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겪을 수 있다.22
예를 들어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맞춤형 농정’도 농가 특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맞는 최적의 정책을 도입·적용하겠다는 시도였
다. 그러나 품목·규모·연령·소득원천이 상이한 개별 정책 대상 실태를 제
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형을 분
류하는 것은 정책 대상자에게 이에 맞추어 지원을 하라는 것을 전제로 하
기 때문데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구조 농정 및 개방 농정기 동안 추진한 정책은 당시 상황에서 합
리적이고 타당한 선택이었고 일정 정도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30여 년
동안 외부 여건이 빠르게 변하였지만 농정 기본 방향을 크게 바꾸지는 않
았다.23 이 과정에서 앞서 제시한 한계와 의도하지 않았던 영향이 누적·연

21

22

23

최종원(2005)은 정책 또는 개혁 추진 주체가 각 원인 변수 간 관계나 성숙 시
간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높은 수준의 정치적·행정적 능력을 갖추
어야 시차적 접근 방식이 실효성을 지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현실
적으로 이 가정이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개혁이나 변화가 실패하는 사례가 빈
번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순환 근무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많은 정
책 대상자는 이장 등을 거쳐 정책 관련 내용을 접하곤 한다. 이러한 현실 제약
때문에 제도나 정책 변화가 실제 정책 대상 집단에게 전달되어 변화를 일으키
는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 원인 중 하나는 정책의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 때문일 수 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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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되면서 결과적으로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경제·사회·환경 측면에서
모두 약화되었다<그림 2-4>.
<그림 2-4> 기존 농정 한계와 지속가능성 약화

자료: 저자 작성.

단 특정 정책을 시행하면 이후에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특히 많은 예산
을 투입하거나 정책을 시행해 온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정책 대상이 해당 정책
에 많이 의존할수록 정책을 바꾸거나 없앴을 때 예상되는 반발과 저항이 크기
때문에 변혁을 꾀하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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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 실태

이 절에서는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 실태를 경제·사회·환경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지속가능성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되어 부문별로 접근한다.

2.1. 경제 측면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고 생산액이 증가하였지만 이 결과가 농업소득을
증대시키지 못하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이 심해졌다. 농가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가 간 소득격차
도 확대되고 있다.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 영농 활동
만으로 생계를 충당하기 어려운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2.1.1. 농가교역조건지수 악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2005년 100.0에서 2017년 95.3으로 떨어졌고, 이 기
간 평균은 92.8이다<그림 2-5>. 농가교역조건지수는 2005년 100.0에서
2009년 83.8까지 떨어진 후, 2012년 97.9까지 회복되었지만 이후 다시 하
락하고 있다(2017년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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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농가교역지수 추이(2005~2017) (2005=100)

주: 농가교역지수는 (농가판매가격지수 / 농가구입가격지수) × 100과 같음. 농가교역지수가 100 이상이면
채산성이 개선, 100 미만이면 악화된다고 해석함.
자료: 통계청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지수(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 List Index.do?men
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tatId=1965003&themaId=C#
C15.3: 2018. 10. 1.).

농가구입가격지수는 2007년 104.8에서 2009년 120.4까지 급격하게 올랐
고,24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009
년 100.0에서 2012년 127.0으로 오른 뒤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2005~2017
년 모두 농가구입가격지수가 농가판매가격지수보다 높았다. 농가교역조건
지수가 개선되기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었음을 시사한다. 요컨대, 농산물
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지 못하는 반면, 투입재 비용 등 경영비가 꾸
준히 늘어나는 이중 압박(double squeezing)이 지속되고 있다.

2.1.2. 농가소득 정체와 농업소득 비중 감소
명목 농가소득은 2005년 3,050만 원에서 2016년 3,720만 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해 평가한 실질 농가소득은 같은 기간
3,569만 원에서 3,572만 원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그림 2-6>.
24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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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실질 농가소득 추이(2005~2017)
단위: 천 원

주: 실질 농가소득은 명목 농가소득에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음.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

소득원천별 변화를 살펴보면 ‘농사만 지어서는 살기 어려운’ 문제가 심
각해지고 있다.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은 2005년 38.7%에서 2016년
27.1%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농외소득 비중은 32.4%에서 41.0%로, 이
전소득 비중은 13.4%에서 23.6%로 늘어났다. 실질 농가소득이 거의 같다
는 점을 고려할 때 두 가지 문제점을 유추할 수 있다. 첫째, 농업소득만으
로는 가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 농업 경영체 단위에서 다각화를 꾀했을
수 있다.25 농외소득을 늘려 생계를 꾸리는 농가가 늘어나면 농업 활동은
(인력이나 투입 시간 등에서) 제약을 받고 규모가 줄어들 개연성이 있다.
둘째, 이전소득 비중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정부 의존도가 심화되었다는 점
을 확인할 수 있다.

25

김정섭·오내원·김경인(2016: 25)은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다면적 활
동(“농가(혹은 구성원 중 일부)에서 수행하는 자가 영농 활동과 비농업 활동을
포함한 그 밖의 경제활동이 조합을 이룬 것(김정섭·오내원·김경인 2016: 9)”)을
수행하는 농가 비중이 2015년 83.7%에 이른다고 분석하였다.

한국 농정 전개 과정과 지속가능성 실태

29

2.1.3. 도농 간 소득 격차
농가교역지수 악화, 농가소득 정체와 농업소득 비중 감소는 도농 간 소
득격차 확대로 이어졌다<그림 2-7>. 도시 근로자의 가구 소득은 연평균
3.1%씩 증가하여 2027년에는 약 7,886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농가소득은 연평균 2.1%만 증가하여 2027년 약 4,487만 원에 불과할 것으
로 전망된다(황의식 외 2018: 61). 그 결과 2027년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56.9%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도농 간 소득 격차는 연령별로도 차이가 난다. 2016년 기준 39세 이하와
50대의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보다 높았지만, 40대, 60대, 70
대 이상의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70대 이상의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절반에도 미치는 못
하는 41.8%에 그쳤다<그림 2-8>.
<그림 2-7> 농가소득/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비율

자료: 황의식 외(2018: 61)의 <그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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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연령별 농가소득 추이

자료: 황의식 외(2018: 62)의 <그림 2-6>.

<표 2-7> 농가소득 5분위 배율(2013~2017)
단위: 천 원
구분

농가소득
1분위

5분위

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2인 이상 도시 근로자 외 가구 소득
배율

1분위

5분위

배율

1분위

5분위

배율

2013년

6,221

80,695

13.0

22,758

99,078

4.4

10,302

82,931

8.0

2014년

5,844

85,008

14.5

23,599

102,069

4.3

11,087

87,127

7.9

2015년

8,602

89,513

10.4

24,047

103,704

4.3

12,413

85,964

6.9

2016년

7,871

88,937

11.3

23,623

106,390

4.5

11,509

86,090

7.5

2017년

8,717

91,897

10.5

-

-

-

-

-

-

주 1)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 농가의 소득(5분위) / 소득 하위 20% 농가의 소득(1분위)임.
2) 농가와 도시 근로자 가구 표본을 비교할 때 표본 집단 연령 분포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 가계동향조사 ; 유찬희·김태후(2018)에서 재인용.

도농 간 소득 격차뿐만 아니라 농가 간 소득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2013~2017년 청장년 중대농 실질 농가소득은 연평균 5.6% 증가한 반면,
청장년 소농(3.0%), 고령 중대농(2.7%), 고령 소농(2.5%) 실질 농가소득 연
평균 증가율은 3%에 미치지 못하였다(유찬희·김태후 2018). 이 결과
2013~2017년 농가 간 소득 격차는 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보다 더 벌어졌다<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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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회 측면
농업의 사회 측면 지속가능성 위기는 앞서 논의한 사회 수요와의 간극
외에도 농업·농촌 내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농업·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
화가 진전되면서 영농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저변이 약해지고 있
고, 더불어 농촌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도 낮아졌다. 현재
농촌 주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도 높지 않은바, 세 가지 요인이 서로 영향
을 미치며 악순환 구조에 빠질 수 있다.

2.2.1.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한국 경제 전반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농촌 인구 비중은 1970년 58.8%에
서 1990년 25.6%, 2010년 18.0%까지 줄어들었다<그림 2-9>. 2010년대 이
후 귀농·귀촌 인구와 외국인 주민 유입이 늘어나면서 농촌 인구 비중은
2015년 18.4%(939만 명)로 소폭 늘어났다(심재헌 외 2017a: 25).
<그림 2-9> 농촌 인구 변화 추이

자료: 심재헌 외(2017a)의 <그림 3-1>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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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인구 구성 변화 과정에서 유소년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 인구가 늘
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소년 인구 비중은 2000년
18.6%에서 2015년 12.5%로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같은 기
간 14.7%에서 21.4%로 늘었다<표 2-8>. 다시 말해 농촌 지역에서 농업 활
동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저변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다만 귀농·귀촌 및 외국인 주민 유입으로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감소하다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에 주목하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표 2-8> 농촌지역 인구 구성 변화
단위: 명,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유소년 인구
(0~14세)

인구

1,741,651

1,495,414

1,286,492

1,129,501

비율

18.6

17.2

14.9

12.5

생산가능 인구
(15~64세)

인구

6,230,306

5,589,936

5,534,516

5,954,299

비율

66.7

64.2

64.2

66.1

고령 인구
(65세 이상)

인구

1,370,465

1,618,385

1,806,380

1,930,417

비율

14.7

18.6

20.9

21.4

자료: 심재헌 외(2017b)의 <표 3-2>를 인용함.

2.2.2. 농촌 경제 중 농업 활동 비중 감소
경제 발전 초기 단계에서 농업은 기간산업으로, 농촌은 주된 삶의 터전
으로 자리매김했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핀 것처럼 농업·농촌 인구 감소와
더불어 농업 부문이 경제와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였다. 농업
부문의 국가 전체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1997년 4.9%에서 2016년
2.0%로 줄어들었고(한국은행 국민계정), 경제활동 인구 중 농가 인구 비중
은 2000년 11.6%에서 2017년 5.7%로 낮아졌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가 발전하면서 농업 부문이 GDP와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
는 현상은 일반적이다(Timmer 1988, 2007). 이는 농업 부문이 식량 생산이
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이기도 하다(Timmer 2007; Janv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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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Gollin et al. 2002). 그럼에도 농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 농
촌 사회 활력이 계속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림 2-10> 시·군별 GRDP 대비 농림어업 부가가치 비중(2015)

주: 충청남도 시·군은 2012년 기준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별 총부가가치와 요소소득(2010년 기준)(http://kosis.kr/sta tisticsList/statistic
sListIndex.do?menuId=M_01_01 &vwcd=MT_ZTITLE&parm TabId=M_01_01&statId=1
989005&themaId=L#L2_C2010.3: 2018. 11. 8.).

특히 농업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낮다는 점은 농촌 활
성화 측면에서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2015년 기준 154개 시·군(특·광
역시 제외, 충청남도 시·군은 2012년) 지역 총생산(GRDP) 부가가치26를
분석한 결과,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인 시·군은 55개
(35.7%)였다<그림 2-10>.27 55개 시·군 GRDP 중 농림어업 평균 비중은

26
27

통계청, 경제활동별 총부가가치와 요소소득(2010년 기준).
홍천군, 무안군, 가평군, 보은군, 양구군, 안동시, 청양군, 영동군, 평창군, 곡성
군, 김제시, 예산군, 양평군, 정읍시, 성주군, 괴산군, 횡성군, 무주군, 영덕군,
논산시, 홍성군, 의령군, 구례군, 임실군, 상주시, 봉화군, 남원시, 부여군, 서귀
포시, 철원군, 함양군, 군위군, 문경시, 부안군, 강진군, 청송군, 남해군, 청도군,
산청군, 진안군, 예천군, 합천군, 순창군, 장흥군, 해남군, 함평군, 보성군, 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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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였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55개 시·군에서는 평균 17.7%였다. 농
업이 모든 지역에서 농촌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는 어렵지만, 여전
히 상당수 시·군에서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2.2.3. 삶의 질 실태와 만족도
농촌 주민은 도시민에 비해 삶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부문에서 전반적
으로 만족도가 낮았다(송미령 외 2017: 95-97). 특히, 교육, 정주 생활기반,
문화·여가 등에서 만족도 수준이 낮았다<그림 2-11>.
<그림 2-11> 도시민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부문별 만족도

자료: 송미령 외(2017)의 <그림 I-4-13>을 인용함.

군, 영양군, 완도군, 고흥군, 고창군, 장수군, 신안군, 진도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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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환경 측면
한국 관행농업은 농업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 결과 단
위 면적당 생산성 증가를 이루었지만 동시에 토양 및 농업용수 질 악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 부정적 외부효과도 늘어났다. 즉, 집약적 영농 방
식이 확대되면서 농업 부문의 환경부하가 늘어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다.

2.3.1. 토양
한국 농업 환경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토양 양분수지 초과 현
상이다. 2015년 현재 한국 농지 질소 수지는 222kg/ha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그림 2-12>.28 질소 수지 2, 3위인 네덜란드(189kg/ha), 일본
(178kg/ha)과 격차가 상당하다.
<그림 2-12> OECD 질소 수지 상위 10개국 비교(2015년)

자료: OECD STAT(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EI_NUTRIENTS: 2018. 5. 28.).

28

인 수지는 46kg/ha으로 일본(62kg/ha)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OECD 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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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한국·일본·네덜란드 질소 수지 추이(1995~2015)

자료: OECD STAT(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EI_NUTRIENTS: 2018. 5. 28.).

질소 수지 추세를 반영하면 한국의 양분수지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그
림 2-13>. 네덜란드 질소 수지는 1995년 336kg/ha으로 한국보다 압도적으
로 높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과 관리를 추진하면서 2000년
258kg/ha, 2005년 206kg/ha, 2010년 173kg/ha까지 낮아졌다. 이에 비해 한
국 농지 질소 수지는 1995년 258kg/ha에서 2000년 254kg/ha, 2005년
237kg/ha, 2010년 232kg/ha 수준에 머물렀다.

2.3.2. 수질
농업용 저수지 수질 실태에 관한 조사(한국농어촌공사 2016)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수질이 ‘나쁨’ 등급인 농업용 저수지 수가 꾸준히 늘어났다
<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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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농업용 저수지 수질 변화 경향
단위: 개소, %
구분

2002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전체 시설
(통계 시설)

17,891
(17,882)

17,708
(17,699)

17,661
(17,649)

17,581
(17,569)

17,439
(17,427)

17,439
(17,427)

17,401
(17,401)

조사시설

17,847

17,545

17,032

17,150

17,060

17,060

16,977

나쁨 등급
(%)

354
(2.0%)

544
(3.1%)

558
(3.3%)

702
(4.1%)

1,043
(6.1%)

1,114
(6.5%)

1,167
(6.9%)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6: 5).

1단계 육안 수질 조사를 실시한 농업용 저수지 16,977개소 중 6.9%(1,167
개소)가 수질이 ‘나쁨’ 등급(‘약간 나쁨’~‘매우 나쁨’)에 해당했다<표 2-10>.
농업용 저수지의 주 오염원은 토지계(비점오염원)가 83.1%(14,113개소)로
가장 많았고, 생활계 11.6%(1,969개소), 산업계 0.6%(100개소), 양식계
0.5%(83개소) 순이었다.
<표 2-10> 농업용 저수지 수질 등급별 현황
단위: 개소
양호 등급

보통 등급

나쁨 등급

구분

전체
농업용
저수지

조사
시설

우수

양호

보통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

시설 수
(%)

17,401

16,977
(100)

4,043
(23.8)

3,882
(22.9)

7,885
(46.4)

652
(3.8)

330
(1.9)

185
(1.1)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6: 4).

비점오염원이 수질 오염의 주된 원인인 이유는 농업용 저수지 대부분이
소규모 시설로 산간 계곡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질 조사에서 ‘나쁨’
등급을 받은 농업용 저수지 1,167개소의 주 오염원은 토지계 54.4%(635개
소), 생활계 27.1%(316개소), 축산계 14.8%(173개소) 순이었다. 육안 수질이
나쁜 농업용 저수지일수록 생활계, 축산계 등 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크다
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농어촌공사 2016: 74). 또한 유역이 넓거나 도시
근교에 위치한 농업용 저수지도 생활계, 축산계 등 점오염원의 영향이 컸다
(한국농어촌공사 2016: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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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온실가스
2015년 한국 온실가스 총 배출량 6억 9,020만 톤 CO2eq. 가운데 농업 분
야 배출량 비중은 약 3.0%(2,060만 톤 CO2eq.)였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7: 7). 2015년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가축 사육 두수와 논 면적
이 줄어들면서 2014년 배출량 2,080만 톤 CO2eq.보다 1.2% 감소하였다
<표 2-11>.
<표 2-11>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백만 톤 CO2eq
부문

1990

2000

2010

2013

2014

2015

’15/’90

’15/’14

축산

5.8

7.3

9.2

9.1

8.8

8.7

48.4%

-1.3%

-장내 발효

3.0

3.4

4.3

4.4

4.2

4.1

37.5%

-3.0%

-가축분뇨 처리

2.9

3.9

4.9

4.8

4.6

4.6

59.6%

0.3%

경종

15.4

14.2

13.0

12.3

12.1

11.9

-22.7%

-1.1%

-벼 재배

10.5

8.7

7.3

6.5

6.4

6.3

-40.4%

-2.0%

4.9

5.6

5.7

5.8

5.7

5.6

15.4%

0.0%

-작물·잔사 소각

0.03

0.03

0.02

0.02

0.02

0.02

-36.6%

-1.2%

합계

21.3

21.6

22.2

21.4

20.8

20.6

-3.2%

-1.2%

-농경지 토양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17)의 <표-5>.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원은 축산 분야(장내 발효, 가축분뇨 처리)와 경
종(벼 재배, 농경지 토양, 작물·잔사 소각)으로 나눌 수 있다.29 1990년에는
경종 부문에서 농업 분야 배출량의 72.3%(1,540만 톤 CO2eq.)를 차지하였
다. 그중 벼 재배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경종 부문 배출량의
68.2%(1,050만 톤 CO2eq.)로 벼 재배가 농업 분야 온실가스 주 배출원이었
29

축산 분야 장내 발효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은 가축의 소화기관 내 발효에 의한
CH4 배출량을 산정하고, 가축분뇨처리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은 가축분뇨의 혐
기적 분해에 의한 CH4 배출량을 산정한다. 경종 분야 배출원은 벼 재배에 따른
유기물의 혐기적 분해에 의한 CH4 배출량, 농경지 토양 부문에서 화학비료, 가
축분뇨, 작물잔사에서 배출되는 N2O 배출량과 작물 잔사를 소각할 때 발생하
는 CH4와 N2O 배출량을 산정한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7: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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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논 면적이 계속 감소하면서 2015년 벼 재배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1990년 대비 40.4% 감소한 630만 톤 CO2eq.에 불과했다. 2015
년 경종 부문 온실 가스 배출 총량은 1,190만 톤 CO2eq.로 농업 부문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7.9%로 줄었다.
반면 축산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580만 톤 CO2eq.에서 2015년
870만 톤 CO2eq.로 48.4% 증가하였다. 그 결과 축산 부문이 농업 분야 온
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7.2%에서 2015년 42.1%로
증가하였다.

2.4. 종합 평가
앞 소절에서 한국 농업의 경제·사회·환경 지속가능성 문제를 다양한 지
표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몇 가지 자료를 단편적으로 해
석하였기 때문에 한국 농업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특히
어떤 부문이 문제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 소절에서는 OECD(2015b)에서
고안한 혁신, 농업생산성 및 지속가능성 분석틀(A framework to analyse
policies for innovation, productivity and sustainability in the food and
agricultural sector, 이하 정책 분석틀)을 이용해 한국 농업 지속가능성 실
태를 종합적·정량적으로 진단·분석한다.30
OECD 정책 분석틀은 농업 부문만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국가
시스템 전반까지 포함하여 분석한다. <그림 2-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이 농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특정 시점(3단계)에 이르면 거시 경제 전반
에 통합된다는 점도 반영할 수 있다.31 이명기 외(2017)는 정책 분석틀에서
30
31

정책 분석틀에 관한 내용은 이명기 외(2017: 7-9)를 참고하기 바란다.
바꾸어 말하면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집단의 요구가 이전보다 복잡한 형태로 정
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와 요구를 파악하고 정책 형성 과정에
담아내는 과정도 점차 복잡하고 어려워진다. 세부 논의는 Bonnen, Browne and
Schweikhardt(1996), Bonnen, Hedley and Schweikhardt(1997)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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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7개 정책 부문에 한국 농업과 관련이 있다고 평가한 변수를 배치하
여 영향 요인으로 분류하였다<그림 2-14>.32, 33
이명기 외(2017)는 정책 분석틀을 적용한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몇
가지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첫째, 농업(경제 측
면), 농업(환경 측면), 일반 경제, 시장 및 제도, 인적·물적·사회적 자본, 농
업(사회적 측면), 농업(혁신 역량) 순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 달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둘째, 농업(경제 측면)에서 총요소생산성은 비교적 성과
를 거둔 반면, 농가교역조건, 호당 경지면적, 고령화 등은 오랜 기간 누적
되어 온 심각한 문제이다. 셋째, 농업(환경 측면)에서 식품 안전성 문제를
다각적으로 강력하게 해결하고, 물이나 투입재 등 환경부하에 영향을 미치
는 문제를 우선 개선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농업 자원 및 환경 규제·정
책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농업(사회 측면)에서 소득 불
평등과 사회적 관계 개선은 시급히 해결해야 하나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
이 현실적이며, 사회 안전망, 정주 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32

33

각 영향 요인이 미치는 영향 정도, 개선 우선순위 그리고 다른 평가 지표는
<부록 2>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 3-1>에서 제시하였듯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다원적 기능은 여러 면에서
중복된다.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반대로도 작용
을 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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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지속가능한 농업 달성을 위한 중요 영향 요인

자료: 이명기 외(2017: 66).

허정회 외(2018)는 이명기 외(2017)가 제시한 부문별 영향 요인 수준과
개선 우선순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정책 부문별 지속가능성 지
수를 산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 종합 지수
(Sustainability Composite Index: SCI)를 100점 만점에 56.1점으로 평가하
였다<표 2-12>. 특히 농업(사회)와 농업(환경) 지속가능성 지수가 각각
42.6점과 49.2점으로 가장 취약하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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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정책 부문별 종합지수 및 전체 종합지수 도출 결과
정책 부문별 종합지수

지속가능성 종합지수

일반 경제 여건

62.9

시장 및 제도

56.7

인적·물적·사회적 자본

57.1

농업(경제)

66.4

농업(사회)

42.6

농업(환경)

49.2

농업(혁신)

56.3

56.1

자료: 허정회 외(2018).

3. 소결: 전환 필요성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경제·사회·환경 측면에서 모두 약화되어 왔
다. 다수 농가는 생산성을 높이고 시장에 팔 수 있는 물량을 늘려 대응하
고자 하였고, 정책도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그림 1-2, 2-1>. 농가와 농정
이 당시 이런 선택을 한 근거는 타당했지만 이러한 의사결정이 반복되면서
사회·환경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킨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기존 농정 기조, 특히 구조 및 개방 농정기 정책 역시 경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농업 부문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전례 없는 충격에 대응하고자 취한 당시의 선택은 외적
정합성과 타당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더욱 악화되어 온 여건
을 감안할 때, 기존 농정 방향과 수단을 재검토하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기존 농정에서 강조했던 체질 개선
과 구조조정 역시 중요하지만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지 검토해야 한다. 오랜 기간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지만 여전히 다수 소
규모 농가가 활동하는 현실에 맞추어, 이들 농가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다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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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영농 활동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탈농을 할 수 없다면’ 이
들이 실천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고 상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산성
향상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
을 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모든 대상에게 이를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내 농산물 수요(특히 쌀)가 공급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판로 부
족)에서 생산량을 늘리더라도 농가의 경제 지속가능성 또는 재생산 여력을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34
농업 부문 외부와의 관계에서도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농업
부문에서 사회 구성원이 원하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
합성을 높이는 활동을 농업 부문 참여자가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가능하
면 환경부하까지 줄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농업 부문에
‘일방적으로 퍼주기 지원’을 한다는 비판을 타개하고, 농업 부문 지원 근거
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영농 방
식을 바꾸어 환경부하를 줄이고 식품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끔 실천
을 늘려야 한다. 공공 부문에서도 소비자·납세자가 이러한 실천 결과를 믿
을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제4장 1.2절 참고). 더불어 이러한
활동을 할 때 수반되는 노력과 비용을 소비자가 인지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인식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향을 담아낼 수 있는 대안이 농업의 다원적 기
능이라고 판단하고,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
다고 주장한다. 제3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다원적 기능의 조작적
정의와 범위를 제시하고,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면 어떻게 농업의 지속가능
성을 높일 수 있는지 논거를 제시한다.

34

판로가 마련되지 않으면 농가는 이른바 궁박(窮迫) 판매(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도 판매)를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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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부문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 중 상당수는 이른바 다원적 기능과
떼어놓기 어렵다<그림 1-1, 표 3-1>. 다시 말해 다원적 기능을 확충한다면
농업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할 수 있고, 나아가 농업 부문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절에서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
는 다원적 기능을 개관한다.
<표 3-1> 지속가능한 농업 관점에서 바라본 다원적 기능
구분

경제

자본

환경

사회

환경·인적 자본, 고용, 문화 자산, 사회 통합 유지

효율성

-

생산요소 사용 최적화
안정적 공급
농업 부문 경쟁력
농가 활성화

형평성

- 농촌지역 활성화
- 균형 발전
- 농촌 공동체 활력 유지

- 환경 질 유지

- 사회 수요 부응
- 제도 효율성

- 환경 편익과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

- 농업인 삶의 질 일정 수준 이상 유지
- 동등한 기회
- 근로 조건, 윤리적 생산

주: 굵게 표시한 내용은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다원적 기능이 특히 밀접하게 연계되는 영역임.
자료: EU Commission(2000), EU Commission(2001: 8)을 재구성; 유찬희 외(2017: 1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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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원적 기능 정의 및 범위

1.1. 다원적 기능 개념 등장과 발전 과정
다원적 기능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세계 각국에서 농
업 정책 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점과 비슷하다(Cahill 2001: 36).
1980년대 후반부터 WTO 협정 논의가 진전되면서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
쟁이 본격화되고 개념과 정의도 발전하였다.35 다원적 기능의 정의 또는
개념이 최초로 공식 등장한 것은 1992년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리우 선
언(Rio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였다(Garzon 2005:
2).36 리우 선언 이후 다양한 개념이 등장하였고, 1998년 OECD에서 본격
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여 2001년 잠정적 정의(working definition)를 제시하
였다(OECD 2001). OECD(2001: 13)는 다원적 기능을 ‘1) 영농활동을 하면
서 상품 산출물(commodity outputs)과 비상품 산출물(non-commodity)을
결합생산(joint production)하고, 2) 비상품 산출물이 외부효과(externalities)
나 공공재(public goods) 성격을 지니지만, 3) 비상품 산출물에 대한 시장
이 없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유찬희 외 2016:
102에서 재인용). 이후 이루어진 다수 연구는 이 정의를 차용하고 있다.
OECD(2001) 이후 다원적 기능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 이어졌고 개념과
관점 역시 발전하고 있다. OECD는 위의 정의 중 결합생산성 등을 실증적
으로 심화 분석하려고 시도하거나(OECD 2008b) 시장 기능을 토대로 다원
적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OECD 2005). 이후에는 (환
경) 공공재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OECD 2010a, 2015a). 최근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을 평가하면서 다원적 기능 자체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규
35

36

당시에는 비교역적 기능(Non-Trade Concerns: NTC)이라는 개념을 주로 썼다.
오늘날 널리 쓰는 다원적 기능과는 결이 다소 다르다.
이 사례에서도 다원적 기능과 지속가능성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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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적 관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시장과 무역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OECD 2017). 다른 한편으로 유럽연합과 학계를 중심으
로 다원적 기능을 환경 공공재로 이해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Cooper,
Hart and Baldock 2009; SER 2008; Potter 2015; Baldock 2015). 2013년
공동농업정책 개혁을 추진하면서 마련한 녹색화(Greening) 정책을 도입하
여 농업 부문이 환경에 보다 기여하게끔 유도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편 국내 연구는 대부분 식량안보를 다원적 기능 범주에 포함시켰고37
임정빈·한두봉(2003) 등은 식량안보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김태연(2018b)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농산물을 판매하여 사익을 먼저 늘
리고 다음으로 ‘간접적으로’ 공익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들어 해당 기능을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원적 기능 세부 항목은 다양한 기준으로 나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OECD(2008a)의 분류법을 준용하여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다원적
기능을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1.2.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ies) 범위
국내외 논의 모두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현한다고 볼 수 있는 기능을 다
수 포함하고 있다<표 3-2>.

37

식량안보를 바라보는 최근 시각과 쟁점은 안병일·한두봉(2012)을 참고하기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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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다원적 기능 범위(긍정적 외부효과)

구분

Miceli(2005)

경제

사회

식량
안보

농촌
활성화

여가
정서

문화
유산

식품
안전성
향상

○

○

○

○

환경
환경
보전

경관
보전

생물
다양성
증가

동물
복지
개선

○

○

○

○

○

○

Potter and
Burney(2002)

○

OECD(1998)

○

○
○

○

○

○

○

○

○

○

○

○

○

○

van Huylenbro–eck
et al.(2007)

○

○

OECD(2001)

○

○

Sakuyama(2003)

○

van Huylenbroeck and
Durand(2003)

○

Cahill(2001)

○

○

○

공기서 외(2013)

○

오세익·김수석·감창용
(2001)

○

○

이재옥(1999)

○

○

유진채(1999)

○

○

김은자·이한기(2001)

○

안윤수 외(2005)

○

○

○

○

○

○

○
○

○

○

○
○

○

○
○

○

○

○

○

○

○

유진채 외(2010)

이진홍(2014)

○

○

○

○

○

○
○
○

농촌진흥청(2001)

○

○

○

○

FAO

○

○

○

○

○

OECD

○

○

○

○

○

자료: 유찬희 외(2017: 56)를 수정·보완.

긍정적 외부효과를 지닌 다원적 기능 범위를 비교하여 한국에서 다원적
기능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를 판단하였다<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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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한국 여건을 고려한 다원적 기능 범위(긍정적 외부효과)
경제
구분

포함

사회

안정적
식량
공급

농촌
활성화

여가
정서

○

○

○

환경

문화
유산

식품
안전성
향상

환경
보전

경관
보전

○

○

○

○

향후 포함 가능

생물
다양성
증가

동물복지
개선

○

○

1.2.1. 경제 기능38
안정적 식량 공급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식량을 비축해
놓거나 공급할 수 있는 기능39으로, 식량안보에서 양(量) 측면을 더 강조한
다. 일각에서는 OECD(2001) 정의를 기준으로 안정적 식량 공급이 다원적
기능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농산물은 상품 산출물에 해당하
지만 그 자체로 외부효과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고, 시장에서 가치를 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다원적 기능 정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일정 수준
이상40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여 ‘국방’과 같은 기능을 수
행한다면 OECD(2001) 정의와 합치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는 안정적 식량 공급을 다원적 기능 범주에 포함시켰다.
농촌 활성화는 농업을 유지하면서 생기는 고용 효과와 농촌 경제에 기여
하는 기능을 뜻한다. 농촌 활성화(고용 포함)를 다원적 기능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OECD 2001), 한국 여건
을 고려하면 요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5년(충청남도 시·군은 2012
년) 기준 154개 시·군(특·광역시 제외) 지역 총생산(GRDP) 부가가치를 분
38

39

40

충남 보령시 장현 마을과 청양군 화암 마을 사례 조사를 실시하면서 다원적 기
능을 확충하여 경제·사회·환경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보
고서 자료집인 유찬희·심영규·이관률(2018) 제3장에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한국의 잠정 식량자급률 2016년 50.8%에서 2017년 48.9%로 1.9%p 하락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8a).
예를 들어 FAO는 연간 소비량의 17~18%(2개월 소비 물량)만큼을 비축 물량으
로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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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결과,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인 시·군은 54개(34.8%)
였다(통계청, 경제활동별 총부가가치와 요소소득(2010년 기준)). 해당 시·
군 부가가치 중 농림어업 부문 비중은 평균 17.7%였다. 농림어업이 국가
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2.1%, 2016년 2.0%에 불과하
지만, 다수 지역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다고 유
추할 수 있다.

1.2.2. 사회 기능
사회 기능은 국가와 기관별로 관점이 다르다.41 사회·문화 및 규범
(norms)은 지역에 따라 결이 다르기(context-dependent) 때문이다. 그럼에
도 삶터와 쉼터로서 농촌 공간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가치가 있고, 이 가
치 형성은 일정 부분 농업 부문 활동에서 파생된다(Bergstrom 1998; 박종
준·김상범·이응철 2013에서 재인용)는 점에서 다원적 기능 범주에 포함시
킬 수 있다.42 영농 방식을 “땅을 비롯한 자연 자원(natural capital)을 관리
41

42

사회 및 환경 기능을 논의할 때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자연이 ‘보전’ 또는 ‘관리’ 대상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미국과 EU를 예를 들어 비교해 보자. 미국 역사는 흔히 ‘개척의 역사’라고 한
다. 20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자연을 개발(이용)해 왔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미
국 농업 정책은 자연을 이용하되 동시에 ‘보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유럽
은 오랜 기간 농업 활동을 이어왔다(밭농업과 축산 위주라는 점에서 한국과 다
르다.). 오늘날 유럽 토지 대부분은 특정 용도로 쓰이고 있다. 즉, 유럽 관점에
서 자연은 ‘보전’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관리’의 대상이다.”(유찬희 2018a) 한국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국 농업 부문에서는 자연을 관리 대상으로 바라봤다고
판단한다.
이 주장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다. 사회·문화 및 다원적 기능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첫째, 여가·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문화 유산이 영농 활동과 결합 생
산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황금빛 들판 등으로 대표할 수 있는 영농 활동 풍
경은 농촌다움(rurality) 또는 어메니티(amenities)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결
합 정도는 세밀하게 분석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문화 기능 중 일부분은 농촌
관광이나 체험프로그램 등의 형태로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다(외부효과의 내부
화(internalization) 또는 클럽재(club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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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보다 넓게 해석하면 경관 보전도 다원적 기능에 포함시킬 수 있
다.43 영농 활동에서 결합 생산되는 비상품 산출물이고, 공공재이며(특히
비배제성), 경관 가치를 평가하는 시장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여가·정서 기능은 농업 생산을 유지하면서 생성되는 경관에서 직접 파생
되거나, 이를 체험 활동 등에 활용하여 여가·정서에 기여하는 기능을 뜻한
다. 영농 방식에 따라 농촌 경관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영농 방
식을 시행하여 형성된 농촌 경관은 체험관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
로서 가치를 지닐 뿐 아니라, 지역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심미적 감각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관을 이용하는 방식에 따라 여가 기능과 정신
적·육체적 건강 증진(김일철 1998: 33), 심리 안정과 휴식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다(김광임 외 2004: 52). 요컨대 농촌 경관은 농업의 영향을 받아 형
성된 결과물이자 자원으로, 다양한 대상에게 외부효과를 미친다. 이 영향
의 특성상 공공재 특성을 지니기도 한다.44
문화 유산 기능은 농업 생산 과정에서 전통 농경사회의 유·무형 특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뜻한다. “농업·농촌 자원의 구조와 기능을 통해 형성되는
다원적 가치는 전승 가능성과 미래 가치를 통해 농업유산으로서의 가능성
을 가진다.”(박종준·김상범·이응철 2013) 한국에서 2013년부터 국가중요농
업유산제도를 도입·운영하기 시작한 것도 농업 부문에서 파생되는 문화 유
산 가치를 보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1년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보전·전수·활용이 필요
한 농어업, 농어촌 자원을 발굴, 지정하여 브랜드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함
43

44

이 연구에서는 환경 보전과 경관 보전을 분리하여 다루었다. 환경을 보전한다
고 경관이 반드시 개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공적으로 관리
한 경관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경관보다 심미적으로 나을 수 있다. 경관을 바라
보는 개인의 기준에 따라 선호 역시 달라질 수 있다.
농촌 경관의 공공재 및 외부효과는 경관법 에 나타난 경관권의 정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관권은 1) 자연·역사·문화·도시·농촌 경관 등 공공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고, 2) 일단 훼손되면 일반 대중의 심미적 감정을 손상시킬 수 있
는, 3) 그 자체가 공공 공간으로서의 환경적 이익을 갖는 경관을 향수할 수 있
는 권리를 말한다(안영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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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국회입
법조사처 2014: 3).
식품 안전성 향상은 농산물을 생산 과정부터 관리하여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기능을 뜻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 측면 기능에 식품 안전성을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45 농식품 안전성은 소비자가 구매하여 소비
한 뒤에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안전성 관리 체계를 믿고 구매 여부를 결정
할 수밖에 없다(Steenkamp 1990; 양병우 2017).46 이런 점에서 어떠한 방
식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지 여부가 식품 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식품 안전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생산을 하더라도 수확
후 관리, 가공, 유통 단계 등을 거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생산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이후 단계와 무관하게 안전성 문제
가 발생하기 쉽다.47 생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때문에 식품안전성이
악화된다면, 이후 가공·유통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넓은 의미에서
농업과 사회 간 관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 안전성을 농업의 다
원적 기능 중 사회 측면에 포함시킬 수 있다.

1.2.3. 환경 기능
환경 보전은 영농 활동을 하면서 환경부하를 줄이거나 생태계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기능을 뜻한다. 대기 정화, 수질 정화, 홍수 방지, 수자원 함
양, 토양 유실 방지 등이 예이다.
45

46

47

국내 선행연구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식품 안전성을 포함한 사례는 오세
익·김수석·강창용(2001)이 유일하다.
신뢰 여부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재화를 신뢰재(credence goods)
라고 부른다. 농식품도 신뢰재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제공되는 정보를 토대로 식
품안전성을 판단한다(양병우 2017).
양병우(2017)는 위와 같은 문제 사례로 농약 등 위험물질 유통체계가 허술한
점을 지적하였다(“농약 거래의 불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없이
농축산물 생산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다원적 기능: 이론적 검토

53

경관 보전은 영농 활동을 매개로 경관을 유지하거나 가꾸는 기능을 뜻한
다. 경관은 “경치, 특색있는 풍경 형태를 가진 일정한 지역 또는 풍경의 지
리학적 특성으로, 자연 및 문화 경관으로 나눌 수 있다.”(박진근 2008; 안
영진 2013에서 재인용) 농촌 경관은 배경이 되는 산림, 하천 등 자연·생태
적 요소, 경작지 등 생산 요소, 오랜 기간 인간과 자연이 상호작용한 결과
나타나는 역사·문화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한 결과물로 형성된다(엄대호
외 2006: 6-7; 오현석 1998). 농업 부문 활동이 농촌 경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고, 영농 방식에 따라 농촌 경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한다.48 경관
보전은 환경 보전에 비해 지역 공공재 성격을 지니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
요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설계주의49하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정
책을 시행하기 어렵다.
생물 다양성(biological diversity 또는 biodiversity)은 “육상·해상 및 그
밖의 수중 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루는 복합 생태계 등 모든 분
야의 생물체 간 변이성을 말하며, 이는 종 내의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및
생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생물다양성 협약 제2조｣, 국립생
물자원관 홈페이지50에서 재인용). 한 지역 내 종의 다양성 정도(종 다양
성), 농경지를 비롯한 생태계의 다양성(생태계 다양성), 같은 종 내에서도
다양한 집단이 있거나 개체가 유전적으로 변하는 것(유전다양성)을 모두
포함한다(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
동물 복지는 특정 시점에서 살아 있는 동물의 질을 잠재적으로 계측할
수 있는 과학 용어로 많이 쓰이지만, 동시에 지속가능성 맥락에서도 다양
하게 해석되고 있다(Broom 2017; EU Commission 2012). 동물 사육 과정
등에서 자원을 지나치게 착취하거나, 밀집 사육 등으로 동물 이용 시스템

48

49

50

정현욱·이동기(2002)는 농촌자원을 “농경을 위한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과정
에서 생성·보전되어온 문화·역사·생태 등 다양한 요소가 누적되어 표출된 것”
이라고 정의하면서 경관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중앙 정부가 농정 목표를 설정하고 농업 생산 및 유통 주체, 정책 수단 역시 선
택하는 방식을 뜻한다(이정환 외 2012: 1)
<https://species.nibr.go.kr/index.do>. (검색일: 2018.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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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일반 대중이 해당 시스템에 부정적 인식을 가
질 때(예를 들어 ‘강아지 공장’) 지속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본다.
동물복지와 생물다양성은 EU를 중심으로 강조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본
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오내원 2017).51

1.3.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ies) 범위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다룬 연구 결
과를 <표 3-4>에 정리하였다.52
<표 3-4> 다원적 기능 범위(부정적 외부효과)
사회
구분

동물복지
악화

식품안전성
악화

환경
환경오염

Abler(2001)

○

○

Adler(2004)

○

축산악취

생물 다양성
감소
○

○

○

○

Lívia et al.(2013)

○

○

○

Shortle and Uetake(2015)

○

Bohman. et al.(1999)

○

○

○

Pretty et al.(2001)

○

김은자·이한기(2001)

○

○

김은자·이한기·윤여창(2005)

○

○

○
○

주: 환경 측면 부정적 외부효과에 지구온난화, 홍수위험, 물 부족 등을 포함하였음.

51
52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부정적 외부효과를 기준으로 한 다원적 기능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지니는 다
원적 기능(<표 2-3>, <표 2-4>)과 달리 경제적 기능을 포함하지 않는다. 관행농
법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특정 집단의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킨다고 보기
는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영향이 발생하더라도 시장에서 이루어질 개연성
이 큰데, 이는 다원적 기능의 정의에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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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부정적 외부효과를 지닌 다원적 기능에 환경오염, 축산 악취,
식품안전성 악화를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표 3-5>.
<표 3-5> 한국 여건을 고려한 다원적 기능 범위(부정적 외부효과)
사회
구분

동물복지
악화

포함
향후 포함 가능

○

환경
식품안전성
악화

환경
오염

축산
악취

○

○

○

생물다양성
감소

○

1.3.1. 사회 기능
농업 부문에서 사회가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면 농업 부문을 바라보는 사회 구성원(대표적으로 소비자와 납세자)의
시각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양(斜陽)산업론’이나
‘농업 부문 퍼주기’ 비판 등은 이러한 ‘불만’이 표출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식품 안전성 약화를 들 수 있다. 밀집사육
등의 방식을 도입하여 수익성을 높이려고 시도하면서 발생된 부작용 중 하
나가 가축질병이 주기적으로 창궐하는 형태로 나타났고, 소비자는 농산물
안전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고, 동시에 예방적 살처분, 식품 안전사고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자원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어 얻
은 편익을 사회 구성원과 공정하고 평등하게(equitable) 분배”(Yunlong and
Smit 1994)하는 대신 부정적 외부효과 비용을 농업 부문 외부로 전가하였
을 수 있다.

1.3.2. 환경 기능
영농 방식을 “땅을 비롯한 자연 자원(natural capital)을 관리한다.”고 보
다 넓게 해석한다면, 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긍정적·부정적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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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모두 나타날 수 있다.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생산주의 농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고
투입·집약 농법이 확산된 결과, 농지 환경부하가 매우 심각해졌다. 영농 방
식이 변하면서 농촌 경관·농업용수 이용·농촌 비점오염 물질 발생 방식 변
화에 영향을 주었고, 이 결과 환경 영향 수준도 달라졌다(김광임 외 2004:
50-63). 첫째, 소규모 농지가 산재된 가운데 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농촌
경관이 훼손되었다. 둘째, 영농 방식이 변하고 온실재배 등이 늘어나면서
농업용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수리시설 수가 줄어들고 노후화도 진행
되고 있다. 셋째, 투입재를 사용하면서 배출되는 수질 오염물질, 축산폐수
배출과 농촌 폐기물(폐비닐 등)도 환경부하를 증가시키는 원인이다.

2. 다원적 기능 특성53

OECD(2001)의 잠정적 정의에서 눈여겨봐야 할 핵심 속성은 공공재, 외
부효과, 시장실패(market failure)이다.
첫째, 특정 재화나 서비스가 배제성(excludability, 대가를 지불해야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과 경합성(rivalry, 특정 주체가 해당 재
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면 다른 주체가 사용에 제한을 받음)이 없거나 그 정
도가 낮을 때,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고 한다(Varian 1992: 414). 반대로,
특정 재화나 서비스가 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지면 사유재(private goods)라
고 정의한다. 현실에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모두 만족하는 순수 공공재
는 찾기 어렵다. 사유재가 아니지만 순수 공공재도 아닌 공공재(비배제성
과 비경합성 중 하나만을 만족하는)를 불완전한(impure) 공공재라고 일컫
는다(OECD 2015a). 농업 부문이 환경에 미치는 외부효과도 불완전한 공
공재로 분류할 수 있다.

53

유찬희 외(2016: 110-112)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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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 주체(agent, 사람이나 기업 등)의 행동이 다른 주체의 후생이나
효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만, 그 효과가 비용이나 가격에 반영되지 않
을 때 외부효과가 있다고 한다(Varian 1992: 432). 농업이 환경이나 경관에
미치는 영향(외부효과)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Cahill 2001:
37; Miceli 2005: 21; Pretty et al. 2001: 2). 공공재가 사람들이 원하지 않
는 피해를 끼치고, 이 부정적 영향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닐 때 공공
피해(public bads)라고 한다. 공공 피해에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비배제성은 별도의 노력이나 비용을 투입하지 않으면 의
도하지 않은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계획적으로 정비되
지 않은 지역 경관이나 잔류 농약이 허용치를 넘은 농산물이 유통될 때,
별도의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기분이 상하거나’ ‘식품위해성 위
험’에 노출될 수 있다. 비경합성은 특정인이 부정적 외부효과에 노출되더
라도, 다른 사람이 받는 부정적 외부효과 크기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축산 분뇨 등의 악취는 일정 반경 내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든 영향을 미친다.
셋째, 시장실패는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이 최선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
는 현상, 즉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다원
적 기능에서 시장실패는 외부효과 때문에 생긴다.54 긍정적(부정적) 외부효
과에 대한 대가(제재)가 없기 때문에, 긍정적(부정적) 외부효과가 사회에서
원하는 수준보다 적게(많이) 공급된다. 예를 들어, 관행농법 대신 유기농법
으로 쌀을 생산하면 식품안전성이나 환경 질 측면에서 긍정적인 외부효과
를 발생시키지만, 친환경 쌀 가격이 이러한 편익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므로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농약이나 비료를 적정 수준 이상 사용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를 제재할 수 없다. 즉,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54

Arrow-Debreu 정리에 따르면, 상품이 공공재 속성(비경합성, 비배제성)을 지니
고 있으면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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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다원적 기능과 지속가능성 관계

3.1. 이 연구에서 다원적 기능 재정의
이 연구에서는 다원적 기능을 ‘1) 영농활동 과정에서 결합생산 형태로
발현되는 공공재로, 2) 긍정적·부정적 외부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지만 시
장실패 때문에 사회 최적 수준만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3) 일정 정도
공공 부문 개입이 필요한 기능’으로 정의한다. 요컨대 농사를 지으면서 다
양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키지만, 별도의 정책이 없으면 긍정적
(부정적) 기능이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적게(많이) 제공된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부정적 외부효과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외연
을 확대하였다.
이 재정의를 받아들이면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은 영농 방식을 바람직
한 방식으로 바꾸게끔55 공공 부문에서 유인을 제공하여 긍정적(부정적) 외
부효과를 늘리는(줄이는) 식으로 농정 방향을 전환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56
다시 말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을 ‘영농 방식을 바꾸게끔 공공 부문에
서 유인을 제공하여 농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늘리거나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고, 이 결과로 사회적 수요와 실제 농업 부문 역할
간의 간극을 좁히면서, 사회적 투자 관점에서 반대급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제4장과 제5장에서 논의하는 책무(stewardship) 개념도 다
원적 기능 확충 개념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55

56

예를 들어 영농 체계(특히 조방농업), 영농 방식(투입재 감축), 농업 기간 시설
(배수 및 관개) 등을 바꾸면 환경 공공재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Cooper, Hart
and Baldock 2009).
특히 부정적 외부효과는 영농 활동 주체가 지켜야 한다고 사회 구성원들이(암
묵적으로) 요구하거나 용인할 수 있는 수준(Bromley and Hodge 1990) 또는 법
제화되거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수준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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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원적 기능과 지속가능성 선순환 구조: 이론적 검토
이 연구에서 정의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 정의는 다원적 기능이 지
속가능성의 한 갈래이지만 동시에 지속가능성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지속가능성은 어떠한 관계 속
에서 상호작용을 주고받을까? 이 절에서는 편의상 영농 방식을 변화시키
는 단계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두 개념 간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림
3-1>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그림 3-1>의 (A)와 (B)는 현재 상태를 뜻하고, (C)와 (D)는 다원적 기능
을 확충하여 이를 수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A)와 (C)는 주로 (영농활동이
이루어지는) 농업 부문과 자연 생태계 일부를 뜻하고, (B)와 (D)는 시장(소
비자) 또는 보다 넓은 사회 부문을 뜻한다. 앞서 제기한 오늘날 농업의 지속
가능성 약화 문제도 다원적 기능과 맞물려 있다(<그림 3-1>의 (A)와 (B)).

<글상자 1> <그림 3-1>에서 사용한 용어 보충 설명
1) 사용가치(Gebrauchswert)는 특정 상품의 질이나 구체적 용도에 따라 정해지는 가치를 뜻한다(<그림 4-2>의 사용가
치(Use Value)와 다른 뜻을 지닌다.) 교환가치(Tauschwert)는 교환의 척도로서 상품이 지니는 가치를 뜻한다. 다시
말해 시장에서 형성되는 특정 상품 가격은 해당 상품의 교환가치를 대표한다. 같은 상품이라도 사용자에 따라 사용가치
가 다르기 때문에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실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특히 자본주의 시장)는 사용가치보다는
교환가치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깨끗한 공기나 물은 사용자에게 큰 가치를 지닐 수 있지만 오랜
기간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다(사용가치가 있지만, 교환가치는 없었다.). 물론 근래 생수 시장이 크게 성장했
고, 공기도 용기에 담긴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뒤에서 살필 바와 같이 자연을 착취하는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57
다원적 기능 범주에 속하는 다양한 기능도 사용가치를 지니지만 교환가치가 형성되지 않은 사례로 볼 수 있다.
2) 생활세계(Lebenswelt)는 하버마스의 사회경제이론에 등장하는 개념이다.58 생활세계는 인간(의사소통 행위자)이 공
통 문화(언어 포함), 공통된 사회화 및 인격 형성 과정을 거쳐 공유하게 되는 상호 이해의 기초 영역을 뜻한다. 즉
인간은 생활세계를 토대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발전하고 상호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할 수 있다(사회통합). 반면 경제체
제에서는 화폐(교환 및 이윤 추구)가 통합을 이루는 매개가 된다. 경제가 발전하면서(자본주의가 확대되면서) 사람은
생활세계에서 중시하는 의사소통보다는 경제체제의 핵심을 이루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57

예를 들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대표적인 생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제주도의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http://jeju.ek
fem.or.kr/archives/5219: 2018.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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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1> <그림 3-1>에서 사용한 용어 보충 설명(계속)
이러한 현상은 <그림 1-2>와도 궤를 같이 한다. 즉, 농업인은 경제적 지속가능성(이윤 추구)을 중심에 두고 의사결정을
하고, 사회에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의사소통을 상대적으로 덜 중시하게 된다. 사회 구성원 역시
시장 상품의 교환가치(예: ‘값싼 농산물’)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동시에 늘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예: ‘값싸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간과하곤 한다. 소통을 되살리고 활성화시키면 여론이 형성되는 사회 영역(공론
영역)이 확대되고 Negotiation Process가 활성화된다(<그림 3-1>의 (5)와 (G)).
3) 돌봄은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 중 하나인 돌봄 없음(Sorglosigkeit)을 극복하려는 상태이다. 한편으로는 다원적 기능을
제공해 왔지만 적절하게 평가받지 못했던 농업 부문 참여자에게 적절한 반대급부를 제공(경제·사회 지속가능성 향상)하
고, 다원적 기능을 원하지만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사회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며(사회 지속가능성 향상), 그동안
‘이용’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자연의 재생산(Reproduction) 여력을 높이려는 시도(환경 지속가능성 증대)로 볼 수
있다.

<그림 3-1>의 (A)를 먼저 살펴보자. 제2장에서 살폈듯이 그동안 한국 농
업 부문의 최대 목표 중 하나는 생산량 증대였다. 이 과정에서 만연했던
집약적 농법은 자연 자본(natural capital)을 대상(objective)으로 보고 이용
(약탈, 착취)하는 방식이다.59 이는 상품 산출물을 보다 많이 생산하여 시장
에서 평가 받고, 보다 많은 대가를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림 1-2>에서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강조한 결과와 상통한다. 이 과정에서 투입재를 ‘필
요 이상으로’ 사용해 오면서 환경부하가 늘어났다(부정적 외부효과 증대와
환경 지속가능성 약화). 동시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지닌 공공재 공급도 충
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요컨대 상품 생산을 늘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환경부하가 늘어났고, 다원적 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이 약화되었다.
<그림 3-1>의 (B)로 논의를 확대해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농업
부문에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과 다원적 기능이 제한되면서 사회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그림 3-1>의 (1)은 비교적 원활하게 공급되었지만 질

58

59

사회는 생활세계와 체제(System)로 이루어지고, 체제는 다시 경제체제와 정치
체제로 구성된다.
“한국농업의 성장 과정은 바로 석유농업, 이른바 ‘녹색혁명형 농업’의 심화 과
정이었다. … 녹색혁명형 농업은 특화를 기반으로 하는 환경훼손형 농업일 뿐
만 아니라, 거대자본이 지배하는 외부자원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자기수탈형
농업이기도 하다.”(윤병선 2012: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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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고, (1’)은 양과 질 모두 불충분했다. 다른 한편으
로는 가축질병이나 식품안전성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사회적 인식에 영향
을 미쳤다(사회 지속가능성 약화).60 동시에 시장에서도 다원적 기능을 비
롯한 농업 부문의 ‘상품 외 산출물’이 지닌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
다(<그림 3-1>의 (1’)). 다원적 기능 등이 지닌 사용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교환가치 역시 고려하지 않거나 매우 낮게 평가하는 형태로 인해 시장실패
가 발생하였다.61
시장실패를 교정할 수 있는 공공 부문(<그림 3-1>의 (E)) 역시 상품을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해 오면서(제2장 제1절) 다원적 기능 등이 지닌 사
용·존재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정책에 투영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
지 않았다(<그림 3-1>의 (2)).62
농업 부문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제한되고 시장과 공공 부문이 다원적 기
능과 관련된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면서 농업 부문 기능과 사회 수
요(<그림 1-3> 및 <그림 3-1>의 (F)) 간의 간극 역시 확대되었다. 즉, 사회
수요(<그림 3-1>의 (F))가 변했지만 이를 시장(<그림 3-1>의 (B))이나 공공
부문(E)에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수단이 부족했고, 결과적으로 소통과 환류
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림 3-1>의 (A)와 (B)를 이용하여 현재 한국 농업이 안고 있는 지속가
능성과 다원적 기능 실태 및 문제를 분석하였다.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지속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A)와
(B)에서 (C)와 (D)로 이행한다는 뜻이다.
편의상 <그림 3-1>의 (C)부터 논의한다. (A)에서 (C)로 무게중심을 옮기
6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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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부문에 대한 소비자 수요와 인식 변화를 다룬 사례는 Hall, McVittie and
Moran(2004), Howley et al.(2012), Howley et al.(2014)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예를 들어 김수석(2018b: 63-64)은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가 27조 8,993억 원(2016년 불변가치 기준)에 이른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토대로 “농업의 가치가 실물 시장가치(농산물 가치) 이상의 가치를 창출
하므로 실물 시장가치의 잣대로 농업을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농정 방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어렵다(제2장 제2절, <그림 3-1>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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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은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영농 방식을 바꾸어(행위)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방향(결과)으로 이동하는 단계이다. 그중에서 영농 방식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작점이라고 판단하였다. ‘지속가능한
영농 방식’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Pretty(2008)를 따
라 환경부하를 줄이고, 인적 역량(농업인의 지식과 기술 등)을 활용하면서,
집합 역량(collective capacities)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의한다.63 지속가능
한 영농 방식을 수용·확대하는 과정은 상품(농산물, 농식품) 외에도 다원적
기능을 확충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농업 부문 생산자가 지속가능한 영농
방식을 점차 받아들이고 확대한다면 1차적으로 환경과 생태 질을 개선시
키는 데 기여하여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일 것이다(<그림 3-1>의 (3)). 나아
가 긍정적 외부효과를 더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A)와 (C)를 비교할 때 다원적 기능(‘MF’) 크기가 늘어났다.).
이 과정이 축적되고 사회 구성원이 변화를 인지하기 시작하면 사회적 인
식 역시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예를 들어 충남 농업 생태환경 프로그램
을 시행하면서 대상 마을 주민들이 영농 방식을 바꾸고 마을 경관 가꾸기
활동을 수행했다. 이 결과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경관이 바뀌는 등 변화
가 나타났고, 주민들은 이 결과를 보면서 성취감과 동기를 얻었다.64 이러
한 변화는 농업 부문 외부에 있는 소비자나 사회 구성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즉 <그림 3-1>의 (B)에서 (D)로 이동하는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최소한 초기에는 공공 부문에서 주도하여) 농업인과 납세자(소
비자)의 인식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그림 3-1>의 (F)).65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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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ty(2008: 451)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1) 생물학적, 생태적 측면(자원 순환,
질소 고정, 토양 재생, 타감 작용(allelopathy: 서로 다른 종류의 생물이 화학물
질을 체외로 배출하여 그 물질의 화학적 작용을 통해 상호 영향을 미치게 하
는 현상), 천적 이용 등)을 식량 생산 과정에서 고려, 2)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생 불가능한 투입재 사용 최소화, 3) 농업인의 지식과 기술을 토대
로 인적 자원 활용 증가, 4) 사람들의 집합적 역량(collective capacities)을 활용
하여 병충해 방지, 수로 관리, 관개 등을 수행”하는 원칙을 지키는 농업이라고
정의하였다(유찬희 외 2016: 103에서 재인용).
자세한 내용은 유찬희·심영규·이관률(2018) 제3장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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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는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농업 부문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
향이다. 지속가능한 영농 방식을 확산하는 식으로 농업 부문 기능을 전환
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원활하게 변했다면 또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서, 생산자가 영농 방식 등을 전환하여 사회 후생을 늘린 기여(<그림 3-1>
의 (1’’))에 대한 적절한 대가(remuneration)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영농 방
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생산자는 일정 정도 위험(risk)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비용이 늘어나거나 소득이 감소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생산
자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영농 방식 변화를 추진 또는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 영농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공공 부문 역량을 <그림 3-1>의 (2)
에 집중하던 기존 방식을 넘어, (2)와 (4)에 걸쳐 변화시킨다는 의미이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차원을 넘어 사회·환경 측면 지속가능성까
지 아우르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66
공공 부문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농업인의 경제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사회
와 자연에 기여하였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자연 자
본을 비롯한) 재화와 서비스 가치를 평가한다는 뜻이다(<그림 3-1> (B)에
서 (D)로 이동, (1’’) 구체화).67 교환가치 외에도 사용가치를 평가하는 뜻
65

66
67

이명헌(2017)을 참고하였다. 이명헌(2017: 24-27)은 “농업인은 정부의 기본적인
설계를 따르는 신민(臣民)이 아니라 수평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 시민(市民)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영농 방
식을 확대시키는 것을 시민으로서의 농업인이 수행할 책무로 이행하고, 이를
토대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명헌(2017)이
주장한 시민 개념을 사회 구성원까지 확대하였다. 즉, 사회 구성원은 사회 수
요를 반영해 달라는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상응하는 책무로서 공공 부
문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파악하였다.
공공 부문 개입을 전제한 논거는 <부록 4>를 참고하기 바란다.
독일의 비제커(Adelheid Biesecker) 교수가 주장하는 ‘돌봄 실천 경제(Vorsorgendes
Wirtschaften)’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비제커 교수는 부양경제 활동과
원료로 이용하는 자연 자본 가치를 과소평가하거나 보상 없이 착취·약탈해 왔
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자본주의 경제가 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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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돌봄을 실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그림 3-1>의 (G)). 동시에 농업
(인)이 사회의 한 부문으로(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인정
한다68는 뜻이기도 하다(경제·사회 지속가능성 강화, <그림 3-1>의 (F)와
(G)). 사회가 ‘새로운’ 농업의 지향점과 행위를 인정하고 수요를 투영(환
류)한다면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림 3-1>의 (F), (G)와 (5)). 이는 생활세계 기능을 회복하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
종합하면 지속가능한 영농 방식을 확산시켜 농업 부문 다원적 기능을 확
충하고(1단계),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최소한 초기에는) 공공
부문에서 정당한 반대급부를 지급하는(2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다원적 기
능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편적으로 끝
나는 과정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반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농
업의 지속가능성과 다원적 기능 간 선순환 구조’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영농 방식 도입을 첫 단계라고 전제하였다.
그렇다면 다원적 기능 확충을 어떠한 식으로 방향 짓고, 구체적으로 무엇
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 다원적 기능
방향을 제시하고, 제5장에서 이 방향 속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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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논의는 Biesecker and Hofmeister(2010)를 참
고하기 바란다.
악셀 호네트(Axel Honneth)의 ‘인정 투쟁’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다.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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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농업 부문 지속가능성과 다원적 기능 간 선순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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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보론: 스위스 농정에서 다원적 기능과 지속가능성 실천69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 속에서 식량안보의 어려움을 겪었던 스위스는
가격 및 판매 보장을 통해 계획적 식량생산을 달성하는 자급자족 체제를 추구
했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고자 추진한 가격지지 정책 부작용이 머지않아 나타
났다(생산량 급증, 가격 하락). 더불어 환경부하가 크게 늘어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정책당국은 가격과 소득정책 분리, 낙농생산 억제 및 경종농업 육성
등 대안 도입 등 정책을 시도했지만, 스위스 농민연맹(Schweizerischer
Bauernverband: SBV)으로 대표되는 농민 단체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1986년 UR 협상이 시작되면서 큰 변화를 맞았다. 대내적으로는 기존 중
대농 중심으로 운영되던 스위스 농민연맹(SBV)의 노선에 반대하여 1980
년에 발족된 ‘중소농 보호연합(Vereinigung zum Schutz der kleinen und
mittleren Bauern: VKMB)’이 1985년에 ‘자연과 친밀 및 가축공장 반대를
위한 소농 이니셔티브’를 결성하여 농정의 변화를 주창하였다. 농민단체,
특히 SBV의 집단 이기주의를 싫어하고, 소비자의 이해를 반영하길 원하는
일반 국민도 농정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농업 조항 제104조가
국민표결(Volkesentscheid)을 통해 확정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1995년 3월 농업계(연방농업청, 농민단체 연합)가 발의하여 연방의회의 의
결을 거친 농업 조항 제104조는 국민표결에서 부결되었지만(찬성 49%),
수정안을 ‘농민-소비자 연대 이니셔티브(Volkesinitiative Bauern und
Konsumenten: BuK-Initiative)'가 발의하여 시민운동 형태로 전개한 결과
1996년 6월 78%의 높은 찬성률로 국민표결에서 통과되었다. 1996년에 발
의된 농업 조항 제104조는 1995년 발의안에 농업인의 준수 의무를 추가
(현행 생태 성과 증명(Proof of Ecological Performance: PEP))하였다. 이는
농업 조항이 농업계의 집단 이기주의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 동참
속에 국민 전체를 위한 농정 기본 방향이 되는지를 고민한 산물이었고, 스
위스 국민은 이 수정안을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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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석(2018a)을 수정·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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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농정의 근본적인 변화는 1996년 ｢연방헌법｣에 농업 조항인 제
104조가 삽입되면서 이루어졌다. ｢연방헌법｣ 제104조 제1항에서 “연방(정
부)은 지속가능하고 시장지향적인 생산을 통해 ① 국민의 먹거리 보장, ②
자연생태계 및 경작경관 보존, ③ 지방분권적 주민 정주에 대해 본질적인
기여를 하도록 함.”이라고 농업의 역할을 규정하였다. 동조 제2항은 “연방
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과업을 갖는다.”고
규정하였다. 주요 과업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농가소득을 직접지불금 형태로 지원”, “연방은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
센티브로 자연친화적이고 동물친화적인 생산형태를 육성”, “비료와 화학비
료 및 다른 보조제의 초과사용에 의한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환경을 보호”
등이다. 이 과업은 직불제 시행,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 유지, 환경부하 경
감 등을 담고 있다. 2017년 9월 24일 국민투표를 거쳐 제104조 제a항을 추
가하여 농지 보전, 농식품 생산 전략, 시장지향성, 지속가능한 소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연방헌법｣상 농업 조항 등장은 농정의 새로운 방향 제시
라는 내용 변화뿐 아니라 이런 내용을 수용하게 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농업인이 아닌) 국민을 위한 농업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변
화를 가져왔다.
1996년 이후 스위스 농정 패러다임 변화는 ‘농업정책 2014~2017’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책에서 제시한 농정 목표는 지속가능성, 공동경제
적 성과, 경쟁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은 농업생산의 투입과 관
련된 것이고, 공동경제적 성과는 농업활동의 산출과 관련된다. 2018~2022
년 농업정책 역시 2014~2017년 지향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농정목표로서 지속가능성은 ｢연방헌법｣상의 ‘지속가능하고 시장지향적
인 생산’ 개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농업생산에 투입되는 자원의 지
속가능한 이용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농정목표로서 공동경제적 성과는 농
업의 성과가 개별 농업 경영체의 수입(소득)으로 이어지는 것과 별도로, 국
가나 사회 전체의 성과(공동경제적 성과70)로 나타나는 것을 농정목표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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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이 기능
들의 육성 및 확대를 농정의 목표로 삼고 있다. 직접지불금도 이러한 공동
경제적 성과에 대해 지불하는 것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2014년부터 스위스
직불제도가 바뀌게 되는 것도 이와 연관된다.
스위스가 농정 방향을 전환하고 정책을 시행하면서 달라진 결과는 지표
로도 확인할 수 있다. 스위스는 지속적으로 식량 자급률 확보를 강조해 왔
다. 그러나 동물성 에너지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이 중 수입 비중이 높
아지고 있다<그림 3-2>. 전체 에너지 자급률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스
위스에서 2017년 9월 24일 국민투표를 거쳐 ｢연방헌법｣ 제104조 제a항에
식량안보 조항을 신설한 이유일 수 있다.
스위스 농업 부문을 비롯해 국가 전반 환경 지표는 대체로 개선되고 있
다. 동물이 수분(pollination)하는 면적은 2016년 약 3만 9,000ha로 전체 이
용 경지 중 약 4%에 이른다<그림 3-3>.
<그림 3-2> 스위스 자급률 추이
단위: 이용 가능한 에너지 비중(%)

주 1) 2007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음.
2) 2015년은 잠정치임.
자료: FSO(2018a: 6).

방분권적 정주, 동물복지 등이다.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다원적 기능: 이론적 검토

69

<그림 3-3> 동물 수분 면적
단위: 천 ha

자료: FSO(2018b: 14).

농경지 양분수지도 개선되고 있다<그림 3-4>. 최근 10년 동안 스위스 농
경지 전체 질소 과잉분은 연평균 약 9만 톤 수준이었다(FSO 2018b: 20).
<그림 3-4> 스위스 농경지 질소 수지
단위: 천 톤

자료: FSO(2018b: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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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과잉 문제도 점차 완화되고 있다. 인은 비료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이
지만 지나치게 많이 시비하면 흙을 거쳐 표층수(surface water)를 오염시키
고 조류 생장을 촉진한다(FSO 2018b: 21, 28). 이 과정이 진전되면 생태계
균형을 교란시키고 특히 호수 수질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최근 10년 동안
인 과잉분은 연평균 약 4,000톤씩 줄어들었다<그림 3-5>. 가축을 밀집 사
육하는 수로(watercourse) 주변에서 특히 두드러졌던 인 과잉 문제도 완화
되고 있다<그림 3-6>.
<그림 3-5> 스위스 농경지 인 수지
단위: 천 톤

자료: FSO(2018b: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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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스위스 주요 호수 인 수지
단위: 마이크로그램/리터/연

자료: FSO(2018b: 21).

생물다양성 지표로 널리 쓰이는 멸종위기 종(endangered species) 조류
42종의 개체 수는 감소하다가 2010년 이후 소폭 증가하였다<표 3-7>.
<그림 3-7> 스위스 일반 및 멸종위기 조류 개체 수
단위: 지수(1990=100)

자료: FSO(2018b: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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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토의 약 1/3은 산림 지역이다. 1983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산림 면적은 약 10% 늘어났고 생태 가치도 높아졌다<그림 3-8>.71
<그림 3-8> 스위스 산림 생태 가치
단위: %

주: 비오톱(biotope, 특정 동식물이 하나의 생활 공동체를 이루는 생물서식지) 가치를 중심으로 생물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음.
자료: FSO(2018b: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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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스위스 농경지 면적은 점차 감소하였다. 스위스가 2021년 농정 목표
지표를 설정하면서 생물다양성 육성 면적(골짜기 저지대) 기준을 2007/09년 6
만 ha에서 2021년 6만 5,000ha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점도 농경지 면적이 다원
적 기능 발현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졌을 수 있다.

다원적 기능 확충을 위한 정책 방향:
농업 환경 정책을 중심으로

이 장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 관련 정책을 설계·시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선결 조건과 방향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원적 기능 중
특히 환경 측면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제1절). 현재까지
친환경농업 정책만으로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하여 환경 책무를 토대로 한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제2
절). 이후 논의는 농업 환경 정책과 환경 책무를 중심으로 전개하였으나 기
본 원리는 다원적 기능의 다른 측면에도 적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관점을 토대로 환경 책무 실천의 핵심 요소인 행위자, 동기,
역량과 관계된 쟁점을 도출하였다(제3절). 첫째, 어떤 특성을 지닌 집단을
행위자로 설정할 것인가라는 쟁점에서 정책 대상 설정 기준을 논의하였다.
둘째, 행위자에게 어떻게 내부·외부 동기 부여를 할 것인가를 다루었다. 이
쟁점은 비용 부담 원칙 및 정책 수단과 연계된다. 셋째, 행위자 역량을 키
우는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법·제도 및 예산 역량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
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의 분석 틀과 쟁점을 충남 농업 생태 환경 프로그램 사례
에 적용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했고, 시사점과 과제를 도출하였다(제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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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 환경 정책 추진과 방향 전환 필요성

1.1. 다원적 기능 확충의 시발점: 농업 환경 정책
이 연구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경제·사회·환경 기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공공 부문72이 개입하여 다원적 기능을 확충할 때 모든 부문
에서 관련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다원
적 기능을 대상으로 우선 정책을 펼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 연구는
환경부하를 줄일 수 있는 농업 환경 정책을 다원적 기능 확충의 시발점으
로 삼는다<글상자 2>.
농업 환경 정책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73 첫째, 농업의 환경적 기능은 경제적 기능
과 사회적 기능과 같은 다른 다원적 기능에 비해 시장실패가 뚜렷하다. 농
업 생산활동은 노동, 자본, 에너지, 기계 설비와 같은 시장 투입물과 토양,
물, 공기와 같이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필수재이지만 시장에서는 거래가
되지 않는 비시장 투입물을 이용하여 식량, 사료, 연료 등과 같이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상품 즉, 시장 산출물을 생산하는 활동을 말한다. 하지만 농
업생산은 시장 산출물을 생산함과 동시에 환경부하를 가중시키는 비시장
산출물을 같이 생산한다. 하지만 환경오염과 같은 비시장 산출물 관리를
시장에만 맡겨둘 경우,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농업 환경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시장 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될
우려가 크다. 때문에 농업 환경자원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관리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정책 개입이 중요하다(OECD 2015b).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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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최소한 초기에는 공공 부문이 다원적 기능 확충을 주도하고 점
진적으로 민간 역량을 활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상세한 논의
는 <부록 4>에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 살핀 것처럼 농업(환경) 지속가능성이 취약하다는 분석 결과(이명기
외 2017; 허정회 외 2018)와도 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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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 ‘농업 환경’ 정의
농업 환경 정책 대상이 되는 ‘농업 환경’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농업 환경 정의와 다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농업
환경은 농업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비시장 투입물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농업생산에 활용되는 토양, 물, 공기,
생태계 등의 환경요소를 포함한다. 하지만 농업 환경 정책에서 말하는 농업 환경은 농업생산에 사용되는 비시장 투입물을
비롯하여 농업 생산활동을 통해 조성되는 농촌지역의 경관, 생물다양성, 역사적 유적, 문화적 유산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김태연 2018a: 85). 즉, 농업 환경은 농업생산에 활용되는 농업 환경자원과 더불어 농업 생산활동이 경제, 사회, 문화,
역사에 미치는 광범위한 분야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농업 환경 정책의 정의 또한 확대되었는데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관점에서 농업 환경 정책이란 “정부나 농업관련 기관이 농업예산을 활용하여 환경재 생산을 촉진하
거나 환경적 악영향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Hanley and Oglethorpe 1998; 김태연 2018a: 85에서 재인용)”을 말한다.
하지만 그간 국내에서는 농업 환경을 농업생산에 사용되는 농업 환경자원을 지칭하는 협의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둘째, 다른 다원적 기능에 비해 정책 대상과 목표를 설정하기 용이하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 경제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은 농업 이외의 외생변수
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농가소득 감소와 농촌 과소화 문제 등은
농업인의 경제 활동 실패에만 책임을 묻기 어렵다. 도리어 농가소득 감소와
농업이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감소는 농업이 그간 양질의 식량을 저
렴한 가격에 사회를 위해 공급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의 경
제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은 정책 대상과 목표를 농업
내에서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농업의 환경적 기능은 농업
이외의 외생변수에 의한 영향이 적어 환경부하에서 비롯된 시장 실패가 일
어난 원인을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다. 때문에 정책 대상과 목표를 설정하
기 용이하여 정책 설계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장점이 있다.
셋째, 농업 환경 정책을 통해 환경적 기능 확충은 농업의 다른 다원적 기
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농업 환경 정책을 통한 농업 환경 보전은 농업
의 환경적 기능 확충에만 머물지 않는다. 농업 환경자원의 보전 및 관리는
농촌 지역의 환경 자산 증대로 이어지고, 이는 지역 주민들의 농업 환경자
원에 대한 보전 의식 확대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을 관광하고자 하는 외부 방문객이
증가하고, 이는 곧 농촌 지역 경제 활동 증가와 농가소득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는 다시 농업 환경자원에 대한 보전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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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로 이어져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 농촌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여 농업
의 지속가능성을 확대시키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기 위해 그 첫 번째 시발점으로
가장 용이한 정책이 농업 환경 정책이다<그림 4-1>.
<그림 4-1> 농업 환경 정책 도입의 기본 논리

자료: 김태연·임정빈·이정환(2017)의 <그림 1>을 인용.

넷째, 보다 넓은 의미에서 환경성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가장 중
요한 토대이기 때문이다(조영탁 2006).74 사회 경제 시스템은 생태계 시스
템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와 물질 흐름을 거치면서 유지·성장한다. 이 과정
에서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자연 생태계가 변화하면 장기적으로

74

조영탁(2006)은 경제계를 포함한 인간 사회가 자연 생태계와 주고받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농업 부문은 경제계를 이루는 하부 시스템이고 나름의 작동 원리를
갖추고 있지만, 자연 생태계와 작용을 주고받는 점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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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사회 경제 시스템에 되먹임된다. 따라서 시장 기구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사회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사회 경제 시스템과 자연 생
태계의 에너지 및 물질 순환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조영탁 2002, 2004).
따라서 “경제 활동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공평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
고 하더라도 경제 활동의 운용 방식이 생태계의 수용 범위를 넘어서거나
생태계의 순환 과정을 붕괴시키면 자연 생태계 속에 배태되어 있는 사회
경제 시스템 자체도 존립하기 어렵다.”(조영탁 2006).
농업 환경 정책은 흔히 농업 환경 공공재(Agri-Environmental Public
Goods)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농업 환경 공공재란 농업 환경자
원 가운데 비배타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재를 말한다. 일반적인
경제학에서는 비배타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가지는 순수 공공재만을 공
공재라 부르지만, 농업 환경 공공재는 농업 환경자원 가운데 정부의 개입
이 필요 없는 사유재(Private Goods)를 제외한 농업 환경자원을 모두 포괄
한다(OECD 2015: 13-15).
특정 재화나 서비스가 배제성(excludability, 대가를 지불해야 해당 상품
이나 서비스 이용 가능)과 경합성(rivalry, 특정 주체가 해당 재화나 서비스
를 사용하면 다른 주체 사용을 제약)이 없거나 그 정도가 낮을 때, 공공재
성격을 지닌다고 한다(Varian 1992: 414).75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모두 만족하는 순수 공공재는 현실에서 찾기 어
렵다. 사유재가 아니지만 순수 공공재도 아닌 공공재(비배제성과 비경합성
중 하나만을 만족하는)를 불완전한(impure) 공공재라고 일컫는다(OECD
2015a). 불완전한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 정도에 따라 다시 공유재
(common pool resources)와 클럽재(club goods)로 나눌 수 있다. 농업 부문
이 환경에 미치는 외부효과도 불완전한 공공재로 분류할 수 있다. 공유재
는 경합성을 지니지만 배제성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남용이나 과용
(overexploitation) 문제가 생기기 쉽다(‘공유지의 비극’). 재산권을 명확하

75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거나 제약이 낮을 때 각각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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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설정하여 특정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면 공유재는 클럽재
성격을 지닌다. 클럽재는 배제성을 지니고, 어느 정도까지 경합성도 피할
수 있다.76 농업 환경 정책의 대상이 되는 농업 환경 공공재의 예시는 <표
4-1>과 같다.
<표 4-1> 농업 환경 공공재 예시
경합성

구분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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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자원(CPR)
생물 다양성(사용가치)3)
수량/수질

있음

클럽재(Club goods)
관개 시설
공동체 정원
국립공원

사유재(Private goods)
식량
사료
연료

배
타
성

주 1)
2)
3)
자료:

있음

음영 부분은 농업 환경 공공재를 뜻함.
비사용 가치(Non-use Value)란 해당 재화가 존재함으로써 얻는 가치임.
사용가치(Use Value)란 해당 재화를 실제 사용함으로써 얻는 가치임.
OECD(2013, 2015a); 김태훈 외(2018)에서 재인용.

1.2. 다원적 기능 관점에서 정책 평가: 친환경농업 정책
1.2.1. 친환경농업 정책 연혁
한국에서 친환경농업이 각광받게 된 배경에는 시장 개방 확대와 환경 문제
에 대한 관심 고조가 자리 잡고 있었다(이정환 외 2010: 1). 동시에 일인당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식품 소비 역시 기존의 양(量) 위주에서 안전과

76

예를 들어 농촌 경관 자체는 비배제성을 지니고 경합성도 낮다. 반면 체험 활
동을 할 때 입장료나 체험비를 내도록 한다면 이 경관은 클럽재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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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세계적으로 안전·참살이(well-being)·
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를 중시하는 농식품 소비 양
상에서도 이 점을 관찰할 수 있다(박준기 외 2014: 120). 친환경농업은 1990
년대 초까지 민간 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나(이정환 외 2010: 1),
1994년 ‘농어촌 발전 및 농정개혁 추진 방안’ 내 10대 핵심 과제 중 환경농업
정책을 채택하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책화하였다(최양부 2018: 50).
친환경농업 정책의 방향과 핵심 과제는 2001년부터 수립·시행되고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77에 반영되어 왔다. 동 계획은 기간별로 정
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핵심 및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다<표
4-2>. 또한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수, 인증 면적 및 생산량, 투입재 사용량
감축을 중심으로 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였다<표 4-3>. 정부는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친환경농업 관련 제도를 다양하게 도입하였다
<표 4-4>.

77

5년 단위로 수립되어 현재 제4차 계획(2016~2020년)이 시행되고 있다.

친환경 임업 육성

23,280

28

3,256

유통활성화

국제협력 강화

6,442
14,346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2495

농토배양 및 축산분뇨 자원화

2,422

친환경농업기술 개발·보급

투융자
(억 원)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주: 투융자 규모는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별 투융자 계획 규모를 따랐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1~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핵심
과제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하는 친환경농업의 구현

목표
과제

1차 계획(2001~2005)

구분

친환경 임업 육성

농촌 환경오염 경감과 국제 협력

신뢰 제고와 유통 활성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소득지원

자연 순환형 농업 확산

친환경농업기술 개발·보급

친환경농업실천기반 조성

과제

투융자
(억 원)

3,200

4,067

4,037

3,239

4,842

993

6,196

2010년까지 농약 및 화학비료 30% 감축, 친환경 인증 농산물 10%로 확대

2차 계획(2006~2010)

<표 4-2>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별 목표 및 핵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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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3

317

농업 환경 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친환경 축산·임업·수산업 육성

4,607
1,670

-

-

유통·소비 활성화
신뢰 확보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9,218
406

환경보전 기능 강화
농업 환경조사시스템 구축

12,790

7,018

1,910
2,887

-

-

투융자
(억 원)

(계속)

인증제도개선
유통체계 확립 및 소비 확대

-

-

유기 농업자재의 안정적 공급

725
1,107

가공 및 농자재산업 활성화
친환경농업기술 개발·보급

-

생산기반 확충

과제
26,178

투융자
(억 원)

-인증제도 개선 및 친환경 인증농식품 산업 육성

4차 계획(2016~2020)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 조성

과제

-무농약 이상 면적 비율 12%까지 확대,
-화학비료·농약 매년 3% 이상 감축
-시장 규모 2조 원으로 확대

3차 계획(2011~2015)

주: 투융자 규모는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별 투융자 계획 규모를 따랐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1~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핵심
과제

목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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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87.3

12.4kg/ha

382kg/ha

실천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합성농약
사용량

화학비료
사용량

49.8

53.5

374kg/ha

11.8kg/ha

797.7

2005년

-

-

1,128.1

75

79.6

233kg/ha

9.9kg/ha
(2009년)

2,215.5

194

183.9

2010년

2차 계획
(2006~2010)
2006년

주: 성과 목표 대신 실제 결과를 제시하였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1~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4.7

2001년

1차 계획
(2001~2005)

실천농가 수(천 호)

성과

구분

-

-

1,852.2

172.7

160.6

2011년

82.8

67.6

-

258kg/ha
(2014년)

571.2

79.5

61.9

인증면적
비율 8%

235kg/ha

8.5kg/ha

-

-

2020년
(목표치)

4차 계획
(2016~2020)
2016년

9.3kg/ha
(2014년)

577.5

2015년

3차 계획
(2011~2015)

<표 4-3>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별 성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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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주요 친환경농업 관련 정책 및 제도 도입 경과
구분

주요 정책

제1차 계획

인증제 도입(2001년)
친환경농업직불제 도입(2002년)
GAP 및 농산물 이력관리제 도입(2003년)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산물 안전성 확보 대책’ 수립(2004년)
친환경축산직불제 도입(2005년)

제2차 계획

농업 환경자원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농촌진흥청)
퇴비등급제 도입 및 등급별 차등 지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지원
저농약 인증 폐지 결정(2009년)78

제3차 계획

시·군 단위 광역단지 및 마을 단위 지구 조성 확대
친환경농업직불제 개편
유통·소비 채널 확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1~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1.2.2. 성과와 한계: 다원적 기능 관점
친환경농업 정책은 다원적 기능 중 환경 측면의 환경 보전, 사회 측면의
식품안전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사회·환경 측면과
떼어놓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진행되어 온 친환경농업 정책은 다음
과 같은 성과를 지닌다. 첫째, 친환경 농법을 도입한 농가와 인증 면적·생산
량은 2010년대 초반까지 빠르게 증가했다<표 4-5>. 둘째, 친환경 인증 농가가
사용한 합성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도 점차 줄어왔다. 셋째, 시기별로 기존
계획의 한계점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수정해 환경 및 사회 수요 변화에 대
응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제1~4차 계획 동안 기반 조성, 기술 개발·보급,
유통 및 소비 활성화 등은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다. 반면 여건 변화를 반영하
여 국제 협력, 자연 순환형 농업 확산 등의 비중을 조정하는 한편 제3차 계획
부터는 신뢰 확보, 환경 보전 관련 기능 등을 강화하고 있다. 제4차 계획은
제1~3차 계획에서 중점을 둔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 마련과 인증제도 구축·운
영에 더해 농업 환경부하를 줄이고 환경친화적 농업 시스템을 정책적으로 구
축하고자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장영주·배민식 2016).
78

2010년부터 신규 인증을 중단하고 2016년 완전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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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실적 추이
구분

1차

2차

실천농가 수
(천 호)

인증 건수
(천 건)

면적
(천 ha)

출하량
(천 톤)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4.7
11.9
23.3
29.0
53.5
79.6

1.1
2.9
4.9
5.8
8.7
11.5

4.6
11.2
22.2
28.2
49.8
75.0

87.3
200.4
365.2
460.7
797.7
1128.1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31.5
172.6
198.9
183.9
160.6
143.1

16.2
19.7
24.1
24.3
23.7
23.9

122.9
174.1
201.7
194.0
172.7
164.3

1785.9
2188.3
2357.8
2215.5
1852.2
1498.2

3차

2013
126.8
25.3
141.7
1181.4
2014
85.2
23.5
100.0
825.5
2015
67.6
22.3
82.8
577.5
2016
61.9
23.0
79.5
571.2
4차
2017
59.4
24.3
80.1
496.4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 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2018. 10. 11.).

지금까지 친환경농업 정책의 성과가 있었지만, 다원적 기능 관점에서 평
가하면 개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첫째, 친환경농업 면적이나 실천 농가 수 등은 확대되어 왔지만 환경부하
문제를 당초 기대 수준만큼 줄이지는 못하였다(농림부 2006: 19; 농림수산
식품부 2011: 26; 농림축산식품부 2016: 33). 원인 중 하나는 합성 농약 사
용량은 줄었지만 생산량을 늘리고자 퇴비 투입량을 늘리는 농법이 지속되어
양분수지가 적정 수준보다 높게 유지되었기 때문이다(장영주·배민식 2016).
둘째, 친환경농업은 다원적 기능 중 사회·환경 측면에서 중요한 수단임
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정책은 공급자 측면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소비자 수요를 시의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79 예를 들어, 오랜 기간

79

<표 4-2>의 투융자 계획에서 생산기반이나 투입재 공급 안정, 유통 등과 관련
된 예산 비중이 높았다. 환경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중은 제4차 계획 도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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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자 노력을 하였지만 생산 비용이 여전히 높아 소비
자가 느끼는 가격 부담과 신뢰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계
속 제기되고 있다.80 “저농약 인증은 농약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친환경농
산물 전반에 부정적 인식을 유발하고, 인증단계(유기·무농약·저농약) 혼란
을 초래”(농림축산식품부 2016: 30)한다는 판단하에 2009년 저농약 인증
폐지를 결정한 사례도 들 수 있다. 인증제도가 당시 상황에서 개선점을 안
고 있었지만, 신규 인증이 중단된 2010년 이후 인증 면적은 2011년 17만
2,672ha에서 2017년 8만 114ha까지 감소하는 등 실천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저농약 인증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친환경농
업 면적이 줄어들었을 수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4: 85).
셋째, 현재까지 친환경농업 정책이 성과를 거두었지만 동시에 한계를 드
러낸 이유는 당초 정책을 도입한 방향이 본연의 목적과 달랐기 때문일 수
있다.81 초기 친환경농업 정책은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전업농을 육성하는 방
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중소 농가를 대상으로 도입되었다(최양부 2018:
54). 더불어 시장 개방이 확대되는 가운데 친환경농업을 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한 농업인도 점차 많아졌다(이정환 외 2010: 2). 요컨대 사회
와 환경 측면을 생각하여 친환경농업을 도입한 농가도 많았지만, 동시에 적
지 않은 농가가 경제적 이유로 참여하였다고 유추할 수 있다.82 요컨대 기존

80

81

까지 상대적으로 낮았다.
김창길 외(2016)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친환경농산물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
자의 경우 비싼 가격(74.3%)과 인증제도 이해와 신뢰성 저하(13.8%)를 애로사
항으로 들었고, 구매 경험이 없는 소비자의 경우 비싼 가격(46.0%)과 인증제도
이해와 신뢰성 부족(33.0%) 때문에 구입을 기피한다고 분석하였다(김창길 외
2016: 64-70).
친환경농업의 ‘관행 농업화’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둔화시켜 기대 효과를 낮출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초기 친환경농업(유기농업)을 시작했던 농업인의 원
칙 및 이념, 그리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과의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서 되짚어 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기농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지만, 한편으로 대표적인 대안농업(alternative agriculture)
으로 인정받아온 유기농업이 기본 원칙과 이념을 유지하면서 발전해 왔는가에
대한 성찰이 시작된 것도 이러한 맥락 때문이다(허장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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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투입 농법이 환경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돌이켜보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
는 차원과 영세 농가소득 향상을 목표로 한 산업적·경제적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여83, 84 환경농업의 ‘관행 농업화’85를 촉진하였다(최양부
2018: 54). 저농약 인증 폐지 결정 이후 상당수 농가가 상위 인증을 받는 대
신 관행농법으로 돌아가거나(정학균 외 2014: 4; 국회예산정책처 2014: 88),
친환경농업지불금 지급 기한이 끝나면 관행 방식으로 회귀하는 현상(조윤희
2015: 35-36; Pretty and Smith 2004)도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넷째, 한국 그리고 국내 지역과 품목 특성을 반영한 기술 개발이 아직 미
흡하다. 이 결과 친환경농업 품목 확대가 제한되고 외부 투입물을 많이 사
용하여 생산비가 늘어났다(농림축산식품부 2016: 33). 경제적 동기를 중시
하는 농가는 물론 사회·환경 관점에서 친환경농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농가
에게도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86
82

83

84

85

86

친환경농업 정책 도입 초기 주요 사안 중 하나는 농가소득 변화가 어느 정도일
지였다.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면 초기에는 비용 증가나 수확량 감소 등 때문
에 소득이 줄었다가 수확량 점증, 가격 프리미엄 등에 힘입어 소득이 늘어난다
는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다(예를 들어 김창길 외 2005).
윤병선(2012)은 이러한 문제를 “생태와 대안성에서 시작된 친환경 유기농업이
농업 위기에 대한 농가의 생존 전략 차원으로만 축소되어 인식되고 있는 현실
도 존재”한다고 비판하였다.
예를 들어 제2차 계획 기간 중 저농약 인증 폐지를 결정한 배경 중 하나는 친
환경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었고(농림축산식품부 2016: 30), 제3차 계획
핵심 가치 중 ‘친환경 농식품 및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제고’
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 증대와 수익성 유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행농업은 자본집약적 투입, 규모화, 기계화, 단작(monoculture), 화학 투입재
이용, 농약 및 살충제의 광범위한 사용, 집약 축산 등으로 대표된다(Beus and
Dunlap 1990: 594; 허장 2007에서 재인용). 반면 대안농업은 지역 특성 반영,
가족농 중심의 소규모 운영, 인공·화학 투입재 사용 회피, 지역 내부 자원 활용
등 주요한 특징이 관행농업과 대척점에 있다. 이런 점에서 친환경농업(유기농
업)의 관행농업화는 친환경농업이 관행농업의 특징을 답습하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허장 2007).
친환경농업은 외부 투입재 이용을 줄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더 필요하다. 친환
경농업을 실천할 때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39.9%)
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결과(정학균·성재훈·이현정 2018: 18)나 재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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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친환경농업정책이 위와 같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친
환경농업정책의 목표가 특정한 생산요소, 예를 들어 농약 및 비료의 사용
을 줄이는 방식의 접근일 뿐, 생산 방식과 과정을 실제로 어떻게 바꾸어야
환경부하를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87 농업
환경 정책을 시행하여 농업 환경 공공재를 관리하려면 농업 생산 활동과
농업 환경 공공재 공급 간 인과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하
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제시한 뒤, 농가가 이를 실천
하면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그림
4-2>. 이와 더불어 농업생산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어떤 법적·제
도적 규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농업인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고지
할 필요가 있다.
<그림 4-2> 농업 환경 공공재 관리

자료: OECD(2015a: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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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 방제·제초 등 영농기술 부족 때문에 유기농업이 어렵다는 조사 결과
(손상목 2012) 등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김흥주(2004)는 정부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 역시 기존 관행농업과 같이 생산주
의와 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신념 또는 이념이 아닌 양적 지
표 성장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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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환경 측면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고자 농업 환경
정책을 설계할 때, 기존 인증제 중심 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환경 책무
(environmental stewardship)에 기반한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요컨대 농업인이 국민을 대신하여 농업 환경재를 공급하는 의무를 수행하
는 ‘집사(steward)’ 역할을 하고, 사회 구성원은 사회적 투자 차원에서 농업
인에게 반대급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2. 농업 환경 정책 설계 방향

2.1. 지역 환경 책무(local environmental stewardship)
제3장에서 다원적 기능을 재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다원적 기능과 지속
가능성이 상호작용 속에서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제1절에서는 선순환 구조를 우선 적용해야 하는 부문이 농업
환경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실제로 자리매김하고자 할 때 무엇을 해
야 할까? 이 절에서는 농업 환경 측면에서 핵심을 이루는 개념인 환경 책
무를 중심으로 기본 틀을 소개한다.88 다원적 기능 자체가 지역 여건과 특
성에 따라 상이하지만 지역에서 더욱 중요한 기능을 발현하고자 할 때 접
근하는 원리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 설명하는 환
경 책무는 다원적 기능의 한 갈래로 이해할 수 있고, 사회적 기능 등에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환경 책무는 환경 측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총칭한다. 동식물 보호 구역 조성, 나무 재식재, 수확물 일부를 동
물 먹이로 남겨놓기,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활동 줄이기, 텃밭 공동체

88

Bennett et al.(2018)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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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Garden) 만들기, 훼손된 지역 복원하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한 제품 구매하기 등 환경 책무는 매우 다양하고 생산부터 소비 단계
까지 걸쳐있다. 그러나 지역마다 중요한 기능과 발현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르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추어 환경 책무 개념을 지역 환경 책무(Local
Environmental Stewardship)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그림 4-3>.
<그림 4-3> 지역 환경 책무 개념도

자료: Bennett et al.(2018)의 <그림 1> 인용.

지역 환경 책무란 “서로 다른 동기(motivation)와 역량(capacity)을 가진
개인, 단체, 또는 구성원 네트워크 행위자(actor)가 다양한 사회-생태적 맥
락(social-ecological context) 속에서 환경을 관리·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행
위”이다(Bennett et al. 2018). 책무를 부여받은 개인, 단체, 또는 구성원 네
트워크가 충직한 ‘집사(steward)’가 되어 국민을 대신하여 생태계를 관리하
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농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생태계와 접점이 많
다. 따라서 농업인에게 생태계를 관리·보전하는 환경 책무를 부여하는 것
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 농업인에게 생태계를 관리·보전해야 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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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그 책임을 이행했을 때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정
당한 대가를 돌려받는 사회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간다면 다원적 기능을 확
충하여 농업 부문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책무 행위(stewardship action)는 행위자(actor), 동기(motivation), 역량
(capacity)으로 이루어진다(Bennett et al. 2018)<그림 4-4>.
첫째, 행위자는 환경 책무를 실천하는 모든 주체를 뜻하고, 개인뿐만 아
니라 집단(Group)이나 개인·집단 네트워크까지 망라한다. 농업인 개인은
일상적으로 다양한 지역 환경 책무를 실천할 수 있다. 화학 투입재를 덜
사용하거나 흙과 물을 관리하는 행위, 풀을 안 베거나 둠벙을 조성하는 활
동 모두가 예시이다. 그러나 일부 활동은 개인보다는 함께 할 때(집합 행
위)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이때 함께 하는 활동은 실제 활동 외에도 공동
체 내에서 다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까지 포괄
한다<글상자 3>.

<글상자 3> 공동체 행위자의 지역 환경 책무 실천 사례89
(사례 1) 베지 아웃 텃밭 공동체(Veg Out Community Garden)는 1996년에 호주 멜버른 시 외곽에서 문을 열었다.
전체 면적은 약 1ha이며 약 200개의 텃밭으로 나누어져 있다. 텃밭은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지로 주변 지역(세인트 킬다)
주민에게만 임대한다. 회원은 약 2,000명이고 매년 50호주 달러를 임대료로 낸다. 일요일에는 자원봉사자가 텃밭을
제외한 공동 구역 관리를 담당한다.
베지 아웃 텃밭은 지역 공동체 주민 집단이 행위자가 되어 지역 환경 책무를 수행하는 사례이다. 이 결과 나타나는
사회적 성과는 회원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주민이 함께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원이 아니어도 연회비 15달러를
내고 베지 아웃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크리스마스에는 약 600명이 모여 행사를 연다. 또한 노인 급식, 학생 교육,
노숙인 무료 식사 제공 등 사회 공헌 활동을 함께 수행한다.
(사례 2) 독일 카를스루에시 클라인 가르텐(작은 정원)90은 면적은 약 240ha이고 7,800여 개 정원으로 나뉘어져
있다(평균 면적 250~300㎡). 클라인 가르텐은 시(市) 소유지로 개인에게 텃밭으로 분양(매매는 불가능)하여 단지를 조성
한다. 텃밭은 보통 3등분하여 휴양, 아이들 놀이터, 재배 공간으로 활용한다. 연간 350유로를 지불한다. 회원이 되더라도
정해진 규칙을 지켜야 한다.91
클라인 가르텐을 운영하면서 긍정적 외부효과를 다양하게 발현시키고 있다. 농약과 화학비료 등을 쓰지 않아 환경부하
를 줄이고, 가스·먼지를 제거하며, 여름철 온도를 낮추고, 동식물 서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환경 기능이다.
텃밭이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연령·인종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가 텃밭 활동을 하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치유농업(Care F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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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역 환경 책무를 실천할 주체가 있어도 실천 동기나 역량이 부족
하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실천 동기는 내부 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외부 동기(extrinsic motivation)로 나눌 수 있다.
내부 동기는 행위자가 지닌 윤리·도덕률·가치관·신념이나 자아실현 의지
의 영향을 받고(Bennett et al. 2018), 사익과 공익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당연히 해야 할 일(the right thing to do)’로 여긴 결과일 수도 있다(Lynne
1995). 앞 절에서 분석한 초기 대안농업 참여자가 내부 동기에 따랐다고
볼 수 있다.
외부 동기는 행위자가 지역 환경 책무를 실천했을 때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결과물(공동체 개선, 금전적 보상 등)이다. 지역 환경 책무를 실천했을 때
행위자 스스로가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들인 노력(비용)보다 작다고 판단하면
책무 실천을 주저할 수 있다. 행위자의 판단이나 인식 외에도 지역 환경 책무
를 실천했을 때 실제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이나 실천하지 않았을 때 받는 제재
(sanction) 역시 외부 동기이다. 저농약 인증 폐지 결정 이후 관행농법으로
회귀하거나 친환경농업지불금 지급 기한이 끝나면 영농 방식을 바꾸는 사례
가 이에 속한다. 저농약 인증 폐지가 결정되면서 일부 친환경 농업 농가는
저농약보다 상위 인증을 받을 때 수반되는 비용 증가가 기대 수익보다 크다
고 ‘판단’하였을 수 있다. 반면 친환경농업직불금 수령 자격을 잃은 농가는
‘실제로 받던’ 보상이 없어지면서 외부 동기를 잃었다고 볼 수 있다.

8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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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경(2018)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독일에서는 독일 연방 건축법 제5조(“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계획을 수립할 때
클라인 가르텐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에 따라 클라인 가르텐을 설치해야 한
다. 즉, 클라인 가르텐은 도시 계획의 한 부분으로 녹지를 일정 수준 이상 조
성하고 공공녹지 유지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역량 중 제도
자본에 해당한다.
1)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지하수는 일정 깊이 이상 파서는 안 된다,
3) 클라인 가르텐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팔 수 없다, 4) 정원에서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다(소규모 양봉 제외), 5) 울타리를 낮게 설치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회원은 자기 정원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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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행위자가 지역 환경 책무를 실천할 의지가 있고 역량까지 갖추었
다면 효과가 더 커진다. 역량은 행위자가 지역 내 자원을 돌볼 수 있을지
(steward) 여부이다. 역량은 지역 공동체 자산(local community assets)과
지역 외부에서 영향을 주는 거버넌스(governance)로 이루어진다(Bennett et
al. 2018). 먼저 지역 공동체 자산은 Bennett et al.(2018)을 따라 여섯 가지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다<표 4-6>. 이 연구에서는 이 중 제도 자본을 중심
으로 분석한다. 한국 농업 부문으로 한정할 때 제도 자본은 다른 자본과
달리 모든 지역과 행위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다원적 기능 확
충을 할 때 초기에는 공공 부문이 주도해야 한다고 전제했기 때문이다.
행위자, 동기, 역량이 갖추어지면 실천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그림
4-4>. 지역 환경 책무 실천 목적이나 방식 역시 해당 지역 맥락과 행위자·
동기·역량에 따라 다양해진다. 지역 환경 책무를 실천하면 시간을 두고 생
태(환경) 또는 사회 측면 성과가 나타난다. 이때 성과는 짧은 시간 안에 나
타나는 가시적인 실적(Outputs)과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지역 환경
책무를 실천한 공동체나 지역에서 성과가 나타나면 이는 다시 맥락을 변화
시키고 행위자·동기·역량 조합에 영향을 주어 실천 양식을 변모시킬 수
있다. 제3장에서 논의한 다원적 기능과 지속가능성의 관계와 비슷한 관계
를 맺는다고 볼 수 있다.
<표 4-6> 지역 환경 책무 실천에 필요한 공동체 자산 분류
자본 종류

특성

사회 자본

행위자가 맺는 공식·비공식 관계(교우 관계, 인적 네트워크 등)에 따라 지역 환경 책무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고 이를 실천했을 때 호혜관계가 생긴다고 판단한다.

문화 자본

지역 공동체 정체성을 이루고 책무를 실천해야 한다는 판단 근거가 되는 장소·전통·지식·관습·유산 등의
유무를 뜻한다.

재정 자본

행위자의 재정 여건(소득 수준, 부채, 신용 등급 등)에 따라 지역 환경 책무 실천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

물적 자본

기술과 기반 시설도 환경 책무 실천 능력에 영향을 준다.

인적 자본

행위자의 교육 수준, 지식, 지도력, 과거 경험, 인지도, 기술, 인구학적 특성 등도 환경 책무 실천 능력을
좌우한다.

제도 자본

법, 정책, 공식·비공식 조직, 의사결정 과정 등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거버넌스 자체가 환경 책무 실천을
북돋거나 저해시킬 수 있다.

자료: Bennett et al.(2018)의 <표 1>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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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지역 환경 책무 실천 기본 틀

주: 행위자, 동기, 역량, 실천, 모니터링과 적응에 붙인 *은 해당 단계에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전체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점(Leverage points)임을 뜻함.
자료: Bennett et al.(2018)의 <그림 2> 인용.

2.2. 쟁점 도출
위와 같은 기본 틀을 현실에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을 지향점으로 할 때 고려해야 할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떠한 특성을 지닌’ 농업인이 행위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농업인은 협동조합 또는 공동체 형태로 집합적 의
사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집합 행위를 고려할 수 있는 표적
정책(targeting policy)이 필요하다. 이 논의는 쟁점 1에서 다룬다.
둘째, 책무 행위를 이행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동기(motivation)를 잘 파
악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이 다원적 기능 확충과 관련된 책무 행위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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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끔 하려면 언제, 어떤 조건에서 책무 행위를 이행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외부 동기(external motivation)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비용 부담 원칙과 정책 수단 선택을 어떤 기준에 따라
적용해야 가장 합리적으로 행위자 동기를 관리할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한
다. 그러나 책무 의사는 단순히 금전적 유인(financial incentive)과 같은 외
적 동기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특히 현재 국내 실태를 살
펴보면 내부 동기 때문에 환경 책무를 이행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공동체
를 자주 볼 수 있다.92 농업 환경 정책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친환경농업인
단체를 구성하거나 마을/지역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환경보전활동을 이행
하고 있는 농업인이 전국에 있다. 이와 같은 내부 동기를 가진 농업인들에
게 금전적 유인책, 즉 외부 유인(extrinsic incentive)만을 가지고 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 책무 이행을 요구한다면 내부 동기를 약화시키는 구축 효과
(crowding-out)가 일어날 수도 있다.93 따라서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내부
동기를 북돋아 정책 참여 의사를 증진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행위자가 지역 환경 책무를 실천했을 때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
는 근거인 비용부담 원칙을 쟁점 2에서 분석한다. 쟁점 3에서는 같은 실천
을 했을 때 ‘실제로’ 적용되는 보상을 결정하는 정책 수단을 분석한다. 이
두 가지 쟁점은 외부 동기와 보다 밀접하게 연관된다.
셋째, 행위자가 환경 책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역량(capacity)을 개발

92

93

<표 4-6>의 사회 자본이 개별 행위자의 의사결정이나 행위 속에 녹아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 자본은 개인과 사회가 서로 관계를 맺는다(interconnectedness)는
뜻이고, 이 관계를 일종의 자산으로 여긴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접촉
(kinship)이나 ‘연결(connectedness to others)’ 자체가 긴밀하면 토양 보전형 농법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비슷한 맥락에서 생산자 조직에 가입하면 해당 농법을
수용하는 빈도가 늘어난다(Pretty and Ward 2001)
그럼에도 금전적 유인 등 외부 동기는 여전히 필요하다. 다원적 기능 확충 활
동을 권장하더라도 이 활동이 수익성이 있고 동시에 참여자 스스로가 생각하
는 “좋은 농사” 개념과 들어맞아야 참여가 이루어진다. 요컨대 농업인은 좋은
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것 이상으로 동기를 부여받아야 움직이기 시작한다(마
이클 캐롤란 2013: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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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환경 책무 실천은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경제·문화·재정·
인적·물적·제도적 자본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행위자의 환경 책무 실
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 육성과 거버넌스 구축에 관심
을 가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거버넌스 중 정책 방향(제2장 참고)
과 법·제도를 쟁점 4에서 다룬다.
실천과 성과에 해당하는 쟁점은 다루지 않았다.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천 및 성과 단계
는 제4절 사례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다루고, 제5장 과제에서 논의한다.

3. 지역 환경 책무 실천 관련 주요 쟁점

3.1. 쟁점 1: 정책 대상 설정
3.1.1. 국내 논의 동향
정책 설계 과정에서 다원적 기능 실천 대상에 주목한 국내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상당수 연구는 직불제를 다원적(공익적) 기능 확충 수단이라
고 전제하고 제도 개편 과정에서 특정 집단을 실천 주체로 상정·제안하였
다. 예를 들어 박준기 외(2016), (사)한국농업경제학회(2014) 등은 농가가
받는 직불금 형평성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직불제 개편 방안을 제안하였
다. 김한호 외(2014)와 박성재 외(2006)는 직불제 개편 논의 속에서 직불금
수령자를 개인으로 보는 방식 대신 농가 단위 고정직불금 지급, 별도의 소
농 지원 방식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앞서 언급한 연구는 대체로 정책 대
상이 직불금 단가 등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여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암묵
적으로 전제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위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직불제라는 정책 수
단을 중심에 놓고 다원적 기능 실천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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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논의가 제도 개편 틀 안으로 한정되었다. 즉, 농정 방향을 어떠
한 식으로 바꾸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다원적 기능 확충 실천을 잘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직불제를 마련하려면 현행 제
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가라는 논의에서 접근하지는 못하였다. 둘
째, 제도 틀 내에서 논의를 전개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직불금이라는
경제적 유인(외부 동기)이 실천·행위 방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2017a)는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 기본계획(안)에
서 경제적 유인 외에도 농업 환경 보전 관련 활동을 개별/공동, 의무/선택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여 기존 접근 방식과 차별성을 확보하였다. 기본계획
(안)은 정책 대상을 명시적으로 표적화하지는 않았지만 대상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본계획(안)도 외부 동기만
을 주로 고려하였고, 실천 사항·참여 조건·단가 등을 사전에 규정하여 여
전히 개선 과제를 안고 있다.
일부 연구는 농업인 등 정책 대상이 정책 사업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 소득 외에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 대상 선정 및 대안을 논의하였다. 박대식(1995)은 농촌 환경
오염 원인을 생산의 쳇바퀴(treadmill of production)94, 도시 중심의 국토개발
정책, 농촌 지역에 공해산업을 유치하면서 관리에 미온적이었던 정책 등에서
찾고, 이러한 원인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환경 교육을 강화하여 환경 윤리
및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환경운동을 활성화하면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서용(2005)은 문화이론(Cultural Theory)을 새만금 사
업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집단에 내포된 문화편향(cultural bias)95에 따라 사
업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연구
목적상 지속가능한 영농 방식 실천 확대를 기초로 한 다원적 기능 발현이라
는 구체적인 목적에 맞는 정책 대상을 선정하는 데 이르지 못하였다.
94
95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는 지역·국가·다국적 차원의 정치-경제 체계를 뜻한다.
개인의 가치·신념·감정 등을 뜻한다. 김서용(2005)은 문화편향과 외부 행위자
와 주고받는 관계인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가 문화를 이루고 행위에 영향
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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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정책 대상의 이질성과 정책 표적 설정
농업 환경 공공재는 공급자 특성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서비스의
내용, 양, 질 등이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비용-효과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
하려면 정책 이행 주체를 정책 표적(Target)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정책을
설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 설계 방식을 표적 정책(Targeting Policy)
이라 부른다(OECD 2010b; Moreddu 2007).96 표적 정책을 설계할 때에는
특정한 행위나 지역 또는 대상을 표적화(Targeting)하고 정책을 설계한다.
표적화 대상을 설정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Moreddu 2007: 22).
첫째, 공간 기준(Spatial Dimension)을 활용하여 정책 대상을 설정할 수
있다. 특히 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 환경 기능은 지역별로 차이가 매우 크
므로 지역별 환경·자연·생태 조건을 감안하여 정책 설계와 우선순위를 달
리할 필요가 있다(김태연 외 2017).97 예를 들어 토질 관리를 목적으로 양
분수지 관련 농업 환경 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때 공간 정보를 활용하여 정
책 표적을 특정하고, 정책 우선 적용 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그림 4-5>.

96

97

정책 설계 관점에서 보면 표적 정책은 포괄 정책(Broad-Based Policy)에 대비되
는 의미로 사용된다(OECD 2008a).
예를 들어 미국의 보전유보사업(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은 환경편익
지수(Environmental Benefit Index: EBI)를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농경지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영국은 농촌관리 프로그램(Countryside Stewardship)에서
지리 정보 시스템(Multi-Agency Geographic Information for the Countryside: MAGI
C )을 이용하여 정책 대상 지역을 설정하고 농촌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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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시·군별 질소, 인 양분 초과율(%)98

자료: 손학기·김홍상·이현정(2018)에서 인용함.

<그림 4-5>에서 볼 수 있듯이 시·군별 질소 및 인 양분 초과율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르다. 이는 양분 수지 관련 정책을 전국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
준을 적용한다면 정책의 비용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양분 초과율이 높은 경기도 북부와 충청도, 경상북도 일부 지역과 서해안 지
역을 우선 정책 대상 지역으로 설정하고 양분 수지 정책을 설계하여 시행하
는 것이 보다 비용-효과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다.
둘째, 정량적 기준(Quantitative Dimension)을 토대로 정책 대상을 설정
할 수 있다. 기존 농업 정책은 대체로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수립되고 있
다. 그러나 환경 책무 이행을 확충하려면 공급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을 식별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방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98

김창길 외(2015)에서 사용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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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선형 및 비선형 공공재

자료: 조원주(2018).

즉, 개별 농가 중에서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 농가가 보다 적합할지를 기
준으로 접근하거나, 개별 농가 또는 집합 행위(collective action)99 중 어느
방식이 적합한지 여부를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책에 참여
하기 위한 최소 면적 기준을 설정하여 마을 또는 지역으로 정책 대상을 구
분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이 환경 책무 실천에 적합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일부 농업 환경 공공재가 비선형(non-linear) 공공재100 성격을 지니
기 때문이다<그림 4-6>.
특히 비선형 공공재 특성을 감안하면 집합 행위 주체가 개별 농가 단위
보다 환경 책무 이행에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관보전이 비선형 공
공재의 대표적인 예다. 소규모의 경관보전 정책은 유의미한 환경 편익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선형 공공재를 관리하기 위해 농업 환경 정책은

집합 행위란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집단의 행동”을 뜻한다(OECD
2013). 예를 들어 경관보전직불제(경관보전관리위원회 구성 필요), 친환경농업
지구 사업 등이 집합 행위를 전제로 한 정책 프로그램 사례이다.
100 최소 수준 이상 공급해야 유의미한 편익이 발생하는 공공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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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단위 프로그램이 아닌 지역 단위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 요구량을 충
족시킬 수 있는 농업 환경 자원 관리가 필수적이다(조원주 2018). 예를 들
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관보전직불제 역시 경관작
물 식재면적이 마을 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
고 있다. 경관작물은 2ha 이상의 집단화된 농지를 지원 기준으로 삼고 있
으며, 준경관작물은 10ha 이상의 집단화된 농지를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101
셋째, 정성적 기준(Qualitative Dimension)을 설정하여 표적을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업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대상 또는 멸종위기 종을 보호
하기 위해 정책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정성적 기준을 이용한 표적 설정은 정책의 비용-효과성보다는 반드시 보
전해야 하는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대상을 특정하여 정책 대상으로 설정
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예로 농업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중요농업유
산 지정 제도’가 있다. 농업유산이란 오랜 기간 동안의 농업 생산활동으로
형성·진화시켜온 전통적인 농업 활동과 시스템 및 기법, 이 결과 나타난
농촌 경관자원 등 모든 산물을 말한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하여 농업
의 다원적 자원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의 증진하여 전통 유산의 품격을 향
상시키고, 이를 관광자원 등을 활용토록 하여 농촌 지역의 부가적 이익 창
출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102 현재 지
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 현황은 <표 4-7>과 같다.

101
102

농림축산식품부. 경관보전직불제(http://www.mafra.go.kr/mafra/400/subview.do: 2018. 10. 30.).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제도(http://www.mafra.go.kr/mafra/1360/su
bview.do: 2018. 10. 30.).

담양
대나무밭

금산
인삼농업

하동
전통 차농업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

울릉 화산섬
밭농업

제4호
(’14)

제5호
(’15)

제6호
(’15)

제7호
(’16)

제8호
(’17)

제9호
(’17)
울릉군 일대(7,286ha)

부안군 변산면
유유동 일대(58.9ha)

울진군 금강송면
북면 일대(14,188ha)

하동군 화개면 일대
(597.8ha)

금산군 일원(297ha)

담양읍 삼다리(56.2ha)

구례군 산동면(228ha)

급경사지 밭을 일구면서 띠 녹지를 조성하여 토양유실 방지하고 주변 산림지역의 유기물을 활용하였으며, 울릉에
자생하는 식물을 재배하였고, 산림과 해안이 어루어지는 패치형태의 독특한 경관 형성

뽕 재배에서 누에 사육 등 일괄시스템이 보전·관리되고 친환경적 뽕나무 재배, 생물다양성, 주변 산림과 뽕나무밭
이 조화된 우수한 경관 형성

왕실에서 황장봉산으로 지정 관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송계와 산림계를 조직하여 관리, 주변 계곡과 기암괴석
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 형성

생계 유지를 위해 1,200년 동안 전승된 전통적인 농업, 전통방식의 차 재배 유지, 차밭 주변의 산림과 바위가
어우러지는 독특한 경관 형성

인삼재배의 최적지, 재배지 선정, 관리, 재배, 채굴, 가공 등 전통농법 유지, 주변 산과 하천이 어우러지는 경관
형성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이며 대나무 숲은 독특한 농업경관 형성, 죽초액과 대나무 숯을 활용하여 병충해 방재 및
토양개량 등 전통농법 유지

생계 유지를 위해 집과 농경지 주변 등에 산수유를 심어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경관 형성, 다양한
생물 서식지, 시비와 씨 제거 등 전통농법 유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제도(http://www.mafra.go.kr/mafra/1360/subview.do: 2018. 10. 30.).

구례
산수유농업

돌, 바람이 많은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밭담을 쌓아 바람과 토양유실 방지, 농업 생물다양성, 수려한
농업경관 형성

제주도 전역
(542ha, 22,108km)

제주 밭담

주요특징

완도청산도 전역(5.0ha)

지정범위
급경사로 돌이 많고 물 빠짐이 심하여 논농업이 불리한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전통 온돌방식을 도입, 독특한
구들장 방식의 통수로와 논 조성

명칭

청산도
구들장 논

제3호
(’14)

제1호
(’13)

지정번호

<표 4-7>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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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책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특성을 활용하여 적격성(Eligibility)
을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친환경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조직을 환경 책무 실천 주체로 설정할 수 있으며, 농가소득을 표적화의
기준으로 삼아 대상을 특정할 수도 있다.103
모든 농가가 환경 책무 관련 활동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
어 대규모 농가는 영농 활동에 투입해야 하는 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
거나,104 환경 책무 관련 활동을 수행할 경제적 유인을 갖지 못할 수 있다.
대규모 경지를 대상으로 영농 방식을 바꿀 때 늘어나는 비용이 지원 규모
보다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경지가 없거나 협소한 농가, 고령 등
의 이유로 활동을 많이 하기 어려운 농가 등도 환경 책무를 실천하고자 하
더라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사회 선택 이론(social choice theory) 관점에서 볼 때 정책 대상 선정은
분배 규칙과도 연관된다. 환경 책무 실천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으로 공공
부문에서 지원을 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지원 근거와 정당성은 확보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반대급부를 누구에게 얼마나 줄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이다.105 예를 들어 환경 책무 관련 활동을 수행할 여력이 있고,
반대급부를 받았을 때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가장 개선될 수 있는 집단이나
기존 보상을 반대급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가장 클 수 있는 집단에
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103
104

105

자세한 설명은 제5장 제3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2018년 7월 홍성군 홍동면과 장곡면, 2018년 8월 보령시 장현 마을과 청양군
화암 마을에서 실시한 면접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Equity와 Fairness의 차이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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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쟁점 2: 비용부담 원칙과 농지 이용 제한 문제106
이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영농 방식 확산을 다원적 기능 확충의 전제
조건이라고 보았다. 영농 방식을 변화시키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긍정적·부정적 외부효과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고, 동시에 농업인이 얻
을 수 있는 소득과 비용 규모 역시 변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추동하는
중요 요인 중 하나는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농지이다. 따라서 농지를 이용
하는 방식에 제한을 가하거나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은 생산 주체에게 외부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요컨대 농지를 중심으로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고
자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원칙과 외부 동기 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농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
는 수준보다 많이 발생한다면, 영농 활동에서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 비용
을 생산자가 아닌 사회 전반에서 부담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일종
의 비용 전가). 부정적 외부효과는 주로 환경(양분수지 등)과 생산물 안전
성 문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추론은 근거를 지닌다. 부정적 외부효
과를 경감하려면 이를 발생시킨 주체에게 책임 또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
킬 수 있다(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PPP)). 다만, 생산 수
단인 투입재나 농지는 사유재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Cooper, Hart and Baldock 2009).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부과하거나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적용할지를 분석해야 한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영농 활동에서 발생하는 외부 경제 효과를 공공이 누
리지만, 생산자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가를 받기 어렵다(시장실패). 부

106

농지는 농업 생산에 필수적인 요소이자, 영농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전달하는 매개이다(예를 들어 표층수, 지하수 오염 등). 따라서 긍
정적·부정적 외부효과를 관리한다는 것은 ‘농지를 이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키
도록 유도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는 다시 농지 이용에 제한을 가하여 이용
방식을 바꾸도록 할 때 생기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문
제로 이어진다. 즉, 농지 이용 제한과 이에 수반되는 비용부담 원칙 문제는 외
부 동기와도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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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외부효과는 의무적으로 줄이도록(예를 들어 규제나 교차준수조건 적
용) 강제할 수 있는 반면, 적절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서 긍정적 외부효과를
늘리도록 강제하기는 어렵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자발적(voluntary) 형태로
발현되기 쉽기 때문에 재정 유인이 보다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 수혜자
부담 원칙(Beneficiary Pays Principle: BPP) 또는 공급자 획득 원칙
(Supplier Gets Principle: SGP)을 적용할 수 있다<글상자 4>.

<글상자 4> 수혜자 부담 원칙과 공급자 획득 원칙107
수혜자 부담 원칙은 공공재정 분야에서 널리 쓰고 있는 원칙으로, 농업 또는 보다 넓게 농촌 지역 토지 관리자(rural
land managers)가 제공할 수 있는 공공재 제공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Brown 1994). 수혜자 부담 원칙은 농촌
지역 토지 관리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한다. 현실적으로 수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수혜자의 물리적·법적·문화적 차이가 워낙 크고, 수동적으로 편익을 즐기는 ‘무임승차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급자 획득 원칙(Blochiger 1994)은 농촌 공공재 제공을 논의할 때 수요자보다 공급자 쪽에 무게를 둔다. 이 원칙에
따르면, 정부가 어느 정도 농촌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이 ‘적정한지’ 판단하고, 공공 재원을 이용해서 최적 수준(이론적으로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공급하도록 유인한다.
공급자 획득 원칙은 수혜자 부담 원칙과 다르게 수혜자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108 공급자 획득 원칙을 실현하려면
(1) 공공재 제공 주체를 식별하고, (2) 어떠한 방식으로 공공 재원을 전달(돈을 지급)할지를 결정하고, (3) 쓸 수 있는
재원이 있고, (4) 어느 수준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면 된다.

다원적 기능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농업 부문에서 발
생하는 환경부하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다원적 기능 확충을 꾀하고자 할 때 수반되는 비용 증가(생산비 또는
경영비 증가, 기대수익 감소 등)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비교적 초기 연구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김창길·
김윤식(1999)은 오염자 부담 원칙을 농업 분야에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하
고, 구체적인 수단으로 화학 투입재에 환경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였
다. 최지용(2003)은 환경 정책 원칙 중 예방대책 우선을 중심으로 하되 환

107
108

Hanley et al.(1998)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수혜자를 식별하여 ‘계약’을 맺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서 대리인 형태
로 개입한다는 점에서도 두 원칙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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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술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야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동시에 경제·환
경 측면의 상생 관계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토대로
상수원 보호·수변 구역 등에는 입지 제한 정책을 지속하는 방안이 필요하
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연구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긍정적 외부효
과(순기능)에 대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
였다. 정현희 외(2013)는 규제나 캠페인·교육 등의 방식으로 부정적 외부
효과(역기능)를 통제하면서 직불금이나 환경개선 비용을 지급하여 긍정적
외부효과를 늘리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황영모 외(2016)는 시
장실패 때문에 공공 부문이 개입하여 긍정적 외부효과를 늘릴 필요가 있
고,109 이 방식을 택하더라도 거래비용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유인 제공도 필요하다는 최근 논의 동향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았다. 오염자 부담 원칙을 주로 적용하면 부정적 외부효과를
경감시킬 수는 있지만 긍정적 외부효과 발현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판
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농지 소유 및 이용을 둘러싼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
에 기존 경제학 관점뿐만 아니라 실제 기준이 될 수 있는 법적 관점에서도
부담 원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고자 할 때 농지 소유권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권리를 침
해하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어느 수준까지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
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면 그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발현할 수 있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감소나 긍정적
외부효과의 증대에 대한 정당한 보상 기준 역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109

“농업이 양(+)의 외부효과를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농업의 다원적 기능
에 대한 정책지원은 설득력을 가지며, 이 경우 정책개입은 제도적인 규제와 장
려의 정책 수단을 통해 생산자의 농업 활동을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영모 외 2016: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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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헌법상 토지 소유권의 보장과 제한에 관한 일반론
｢헌법｣과 ｢민법｣은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소유권 절대 관
념을 바탕으로 하되 정당한 공익 목적을 위한 제한 가능성을 천명함으로써
사익과 공익의 균형 있는 조화를 꾀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재산권
에 대한 법적 관념의 기초는 여전히 사소유권 존중 및 보장의 원칙이며,
소유권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외적인 관념이자 현상이다.
｢헌법｣과 ｢민법｣ 관련 규정이 모두 재산권·소유권의 보장을 원칙으로 하
되, 일정한 공익 목적을 위해 명시적인 법률 규정을 근거로 예외적으로 일
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
다.110 따라서 소유권은 가능한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일정한 공익
목적상 제한을 가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도로 그쳐야 하며, 사유재산
제도 자체를 부정하거나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소유권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이러한 재산권에 토지 소유권도 예외 없이 포함된다.

110

한국 헌법 은 개개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상속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사용·수
익·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동시에 재산권의 상대
성·사회성·의무성을 강조함으로써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수정을 인정하여
재산권의 제약을 상당한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헌법 제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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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재산권 보장의 한계와 범위111
｢헌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구속성
(공공 복리 적합성 또는 적합 의무)이란 공공 복리를 위해 재산권의 주체
가 그 재산에 관하여 기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갖가지 제한을 받게 되고,
또 받게 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는 법률로서 그 내용과 한계가 이미 확정
된 구체적인 재산권의 행사도 공공 복리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금동흠 2014: 848, 민병로 2006: 285). 재산권 보장과 한계에 관한 마지막
조항인 ｢헌법｣ 제23조 제3항은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 한계를 초월하는
적법한 재산권 제한과 그에 대한 손실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① 공공 필요, ② 법률 형식, ③ 정당한 보상의 세 가지 요건을 갖
추면 개별적·구체적 법률 규정을 통한 재산권 제한이 공용침해로서 정당화
될 수 있다.112
사회적 구속성에 따른 재산권 제한의 근거로서 공공 복리는 개개인의 권
111

112

재산권은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행위(sanctioned human behavior) 또는 행위 규
범(norms of behavior)의 속성을 규정한다. 즉, 재산권은 법적 측면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개인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 관습까지 고려하는 개념이
다. 또한 재산권이 다면적(multiple dimensions)이라고 개념화하면 여러 사람이
하나의 자원을 놓고도 부분적으로(partitions)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shard
ownership). 두 사람(집단) 이상이 일정한(a set of) 재산권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또는 각자가 어느
정도 소유권을 행사한다고 볼지를 결정하기는 어려워진다(Kim and Mahoney
2005). 이런 점에서 토지 소유권 문제는 재산권(특히 행위 방식) 문제로 연결
되고 다시 다원적 기능 관련 행위 유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산권의 공용침해 규정인 제3항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 요건과 범위, 더 나
아가 제3항의 공용침해 규정이 여타 제1항 제2문의 내용한계 규정과 제2항의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과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어떻게 구별되는지 등 양자
간의 관계 구별기준, 인정범위, 보상의 필요 여부 및 방법, 이와 관련한 이른바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동흠(2014: 848-852), 김학성
(2018: 536-545), 민병로(2006: 286-288), 성낙인(2018: 1342-1352), (사)한국헌법
학회(2013: 844-850, 863-882), 한수웅(2018: 869-884), 허영(2018: 540-549)을 참
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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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공평하게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극적인 자유국가적 공공 복
리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인간다운 생존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
극적인 정책적·사회국가적 공공 복리도 포함한다.113
｢헌법｣도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권에 관한 일반 규정(제23조)과는 별도로
제122조에서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
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토지에 대
한 제한과 의무의 가능성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제121조 등은 식량
생산의 기초인 농지를 대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 소작제의 원칙적 금지
등을 규정하여 특별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제120조 제2항은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
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적 경제계획에 따
라 국토와 자원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토지 소유권의 제한 필요
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농지를 비롯한 토지의 경우 일반적인 재산권보
다 사회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공익을 위해 보다 가중된 사회적 제약이 가
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민병로 2006: 284).114

113

114

재산권의 내재적 제약(소극 목적 규제)에 의한 규제의 예로는 인간의 생명이
나 건강 등에 대한 위해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들 수 있으며,
정책적 제약(적극 목적 규제)에 의한 규제의 예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적 독점의 배제,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의 보호
를 위한 규제, 자연환경보전법 이나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규제 등을 들 수 있다(민병로 2006: 285-286).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은 사회화의 목적을 위해 보상의 종류 및 정도를
규율하는 법률에 의해 공유 또는 다른 공공경제의 형태로 이행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토지에 관하여 사회화나 국유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까지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독일기본법 제15조 규정과 같은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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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토지소유권 보장의 제한과 한계115
｢헌법｣도 토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산권에 관한 일반 규정(제23조)과
별도로 제120조 제2항, 제121조, 제122조를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다른
재화에 비해서 토지가 갖는 다양한 본질적 특성116에 기인하여 토지 재산
권에 대한 입법형성권과 사회적 구속성·의무성의 가능성과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요컨대 토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대하여는 토지 자체
의 특수성과 함께 다른 재산권과는 달리 ｢헌법｣ 제23조뿐만 아니라 제122
조에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다. 토지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구속성은 토지에 대
한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형태로 구체화된다. 제한 또는 금
지 형태는 토지재산의 종류, 성질, 형태, 조건, 상황, 위치 등에 따라 달라
지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 있는 발전 그리고 합리적 배치나 개발을
위하여 토지 재산권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권보다 더욱 강하게 사회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본 취지이다
(남상택 2010: 188).
상기 법리에 따른 토지소유권에 대한 법적 규제는 토지의 처분을 제한하
거나 소유의 상한을 정하는 등 토지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 등으로 가해
지게 되며, 구체적으로 ① 토지에 대한 국·공유, ② 토지의 수용, ③ 토지
소유권의 사회구속성 등의 형태로 발현된다. 이 중에서 세 번째 토지소유
권의 사회구속성은 예컨대 용도지역제(zoning), 개발이익 환수, 토지소유권
의 취득 또는 양도의 제한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사)한국헌법학회
2013: 839).
토지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해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법률이 제정·시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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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적 논거는 사회(복지)국가 원리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주의)이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자료집인 유찬희·심영규·이관
률(2018)에 제시하였다.
토지가 지니고 있는 비생산성, 비대체성, 비탄력성, 공간적 제약성, 자원의 한
정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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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어 왔는데, 2002년 해당 법률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한 바 있다.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등이 대표적인
법률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법률은 개별 규정들을 통해 ｢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에 다른 (토지)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
을 담고 있으며, 농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념의 변화, 농지의 관리와
규제의 사회적 필요성과 수요 등에 따라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및 개정을 거치고 있다(김철수 외 2014: 738).
농지는 기초식량 생산의 토대일 뿐만 아니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위한
기반이라는 특수한 관점에서 관리 및 사용·수익·처분에 대한 규제·제한 등
을 주의 깊게 적용하여야 한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위한 농지의 사용·
수익·처분에 대한 제한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규율하는 것
은 바로 이들 개별 법률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농지의 특수
성에 기한 특별한 제한 가능성 및 내용과는 별개로 토지의 일부로서 농지
가 갖는 일반적 성격에 따른 토지소유권 보장의 제한과 한계에 관한 내용
은 농지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3.2.4. 농지 이용 제한과 비용 부담에 관한 환경법적 검토
경제학 관점에서는 주로 재산권(property rights) 개념을 중심으로 농업의
외부효과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부담에 관한 문제를 평가해 왔다. 즉, 영농
활동 때문에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 개인의 재산권에 속
하는 농지의 이용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누구
에게, 어느 정도로, 어떻게 부담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것
인가가 문제의 핵심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
지 접근방식이 제시되어 왔다.
① 오염(원인)자 부담(책임)의 원칙: 외부효과를 야기한 자(예컨대, 상품
의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킨 생산자의 경우)에게 책임
을 묻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키는 접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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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혜자(수익자) 부담의 원칙: 외부효과가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줄
이거나 긍정적인 효과를 늘림으로써 발생하는 편익에 따른 혜택(또는
수익)을 누리는 자에게 그 비용이나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접근 방식
경제학 관점에서 위의 두 가지 원칙을 적용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어떠
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이 원칙을 농업 부문(생산자–농업인,
소비자–국민·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해결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예컨
대, 농지 소유권자가 농지를 이용할 때 환경오염 예방, 자연환경 보전 등 공
공의 이익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위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농업 생산활
동을 규제·제한하는 등 농지 이용에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면(농지재산권에
대한 제한) 제한의 기준과 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즉, 외부효과
를 야기하는 영농활동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해주어야 할 것인지), 그에 따
른 비용을 누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117
이상과 같은 쟁점에 대해서는 의사결정과 정책수립에 있어서 전통적으
로 비용-효과(cost-effective) 관념에 입각한 경제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법
학적 관점과 법리적 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학은
당위(sollen)의 사회규범으로서, 사회적 관점에서 상기와 같은 사회적 비용
의 부담(분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유용한 규범적 논거를 제공해줄 수 있
기 때문이다.
환경법의 기본 원칙 가운데, 특히 농업 부문에서 자연환경 보전 등 공공
의 이익을 위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영농·농업 생산활동, 농지이용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에 고려·적용될 수 있

117

한편 농지 소유자의 영농·농업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오
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자기 소유 농지 내에서만 잔류할 경우, 그에
대한 규제나 제한이 가능한지도 문제가 된다.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
는다면 어떠한 규제나 제한도 없이 농지 소유권자가 자신의 농지에 대한 재산
권을 무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연자원의 일부로서 농지가 갖
는 특성을 고려하여 후대에 적절한 수준의 환경을 유지·전승하기 위해 일정한
환경보전 책무와 의무를 져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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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표적인 법 원칙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 사전예방의 원칙, 오염
(원인)자 책임(부담)원칙 등을 들 수 있다.118 이 원칙은 공통적으로 비용효과 등 경제학적 요소들을 반영하여 비용을 내재화하거나 경제학적 기준
을 규범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과 경제, 개
발과 보전 간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법 원칙으로서 환경 정책·법에 관
한 의사결정의 핵심적 요소인 비용부담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위한 농지 이용 제한과 그에 따른 비용 부
담의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오염(원인)자 책임(부담)원칙을 기반으로 하되,
수혜자(수익자) 부담원칙 등 비용 부담에 관한 다양한 보충적 원칙을 적절
히 병용함으로써 오염(원인)자(농지 소유자, 농업인 등)와 수혜자(수익자)
(지역사회·공동체, 일반 국민 등) 간 이익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농지 이용 제한에 따른 비용 부담은 공동분담, 환경비용
의 내부화 및 시장 가격에의 적절한 반영·현실화, 기타 다양한 지원·보조
정책과 조치 등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3.3. 쟁점 3: 정책 수단 선택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고자 할 때 어떠한 정책 수단을 사용할지를 논의한
국내 연구는 제한적이다. 무엇보다 국내 연구는 대부분 다원적 기능을 확
충시킬 수 있는 핵심 정책 수단이 직접지불제(직불제)라고 암묵적으로 가
정하고 직불제 개편 방향 또는 방안을 논의하였다(김태곤·채광석·허주녕
2010, 강마야·이관률·허남혁 2014, 강마야 외 2014, 정학균 외 2014, 유찬
희 외 2016, 임정빈·이명헌 2016 등). 그러나 해당 연구는 직불금을 개편했
을 때 정책 대상 소득 수준이나 형평성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주로 분
석하였다. 도입할 수 있는 개별 정책 수단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기

118

상세한 내용은 <부록 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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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나 특정 수단을 도입하였을 때 다원적 기능 실천에 어떠한 식으로 영
향을 줄 수 있는지를 심도 있게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특히 다원적 기능과
직접 연계되는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할 때 핵심이 되는 교차준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없었다. 정책 수단 설계 이전에 고려할 원칙과
기준 수준 등을 다룬 최근 연구는 김태훈 외(2018)로 제한적이다.
다원적 기능이나 지속가능한 농정 추진 방향을 제시하거나 나아가 패러
다임을 전환한 연구는 박동규 외(2004), 정현희 외(2013), 황영모 외(2016),
황수철 외(2018) 등이 있다. 특히 황영모 외(2016: 174-193)는 지역 특성
반영, 사회적 효과 강조(전략적 접근), 농촌 사회 유지 우선순위, 지자체 역
할 강화 등의 원칙하에 전라북도 시·군 유형에 따라 시범사업 형태로 적용
할 수 있는 정책 사업(안)을 제시하였다.
다원적 기능 중 특정 영역을 중점적으로 다루거나 관련 제도 개편 방향
을 논의한 연구도 있다. 박종준·김상범·이응철(2013)은 농업·농촌 자원이
농업·농촌 구조 속에서 다원적 가치를 발현한다고 분석하고 현행 농업유산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윤성·이정전(2008)은 환경 및 식
품안전성 수요 증대에 대응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수단으로 친환경농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병희·한상필(2014)은 다원적 기능 범위
를 정의하고 계층과정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방법을 적용
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정책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정책 홍보 조직체계 개선·홍보 경로 사전 조정·홍보 대상 타깃팅 고
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태연·김배성(2016)은 농촌 환경 복원
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해외 농업 환경 정책 사례를 분석했다. 국내 농업
환경 정책을 평가한 뒤 지역성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 방식과 지표 설정이
필요하며, 아울러 주민 거버넌스가 핵심이라고 주장하였다. 김태연·이관
률·조영주(2017)와 유찬희 외(2017)는 다원적 기능과 관련된 국내 법 실태
를 분석하고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유형 연구는 농정 및 농
업 부문 참여자 전반을 고려하지 않아 전체 흐름을 관류할 수 있는 방향성
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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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정책 수단 종류
환경 책무 실천을 확대하고자 공공 부문에서 시장에 개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크게 경제적 수단(Economic Instruments), 규제 정책
(Regulatory Measures), 지원 및 기관 정책(Advisory and Institutional
Measures)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Vojtech 2010).
경제적 수단은 경제적 유인(Economic Incentive)을 제공하여 행동 방식이나
의사결정을 ‘자발적(Voluntary)’으로 바꾸도록 유도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하
는 방식이다. 농업 환경지불금, 환경세/부과금(Environmental Tax/Charges),
배출권 거래제(Tradable Rights/Permits) 등이 대표적 예이다.
규제 정책은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경제적 수단과 달리 모든 경제인
(Economic Agents)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환경 책무 실천
을 유도하고자 영농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의무적인’ 제약
(Compulsory Restriction)을 부과하는 정책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농업인 행위 또는 오염원 배출 수준 등에 직접 제약
을 가하는 직접 규제와 교차준수가 이에 해당한다. 직접 규제는 규제 기준
에 명시된 방법을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개별 경제 주체가 가진
이질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환경 책무 실천 확대 정책은 교차준수 방식을 널리 이용하고
있다(OECD 2010a).
지원 및 기관 정책은 개별 농가에서 적용 가능한 새로운 기술 또는 농법
(Practice)을 개발하거나(R&D) 정보 제공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하여 정책
대상이 환경 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
런 점에서 지원 및 기관 정책은 경제적 수단이나 규제 정책보다 간접적인
방식이다. 대표적인 예로 연구 개발, 기술 지원(Technical Assistance), 표시
제(Labeling) 및 인증제(Certification)를 들 수 있다. 이 중 인증제는 다른
정책 수단과 달리 다원적 기능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
이다. 특히 표시제와 인증제는 친환경 농산물이 가진 속성(Attribute)을 소
비자에게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발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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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정책 수단 선택 기준
그렇다면 환경 책무 관련 정책 수단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가장 적합
한 수단을 선택해야 할까? 공공 부문에서 시장에 개입할 때 공적 순편익
(Public Net Benefit)과 사적 순편익(Private Net Benefit)의 상대적 크기를
고려하여 정책 수단을 선정해야 한다(OECD 2010b: 20-22; OECD 2015a:
87).119 공적 순편익은 정책 개입을 했을 때 사회가 얻을 수 있는 편익과
이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차이를 뜻한다. 사적 순편익은 정책 당사자
가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과 이를 공급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의
차이이다. 공적 순편익은 따라서 시장 기능만으로 외부효과를 조율하기 어
려울 때 공공 부문의 개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사적 순편익은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는 공급자의 행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로 활용
할 수 있다. 공적·사적 순편익 증감과 크기를 고려하여 개입 여부와 적절
한 정책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그림 4-7>.
<그림 4-7> 정책 수단 적용 기준120
사적 순편익(Private Net Benefit)

구분
공적
순편익
(Public Net
Benefit)

음(-)
양
(+)
음
(-)

양(+)
(3)양(+) 유인
(1) 기술 지원

(2) 기술 개발
정부 개입
없음

정부 개입
없음
(4) 음(-) 유인

자료: OECD(2010b, 2015a)의 <그림 2-2>과 <그림 5-7>을 인용 후 재구성.

(1) 공공 부문이 개입하여 공적·사적 순편익을 모두 늘릴 수 있다면 지원
및 기관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
장에 개입하기보단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만큼 환경

119
120

OECD(2010b, 2015a)는 Pannell(2008)을 인용하였다.
조원주(2018)의 <표 3-1>을 재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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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2) 공공 부문이 개입했을 때 사회 전반의 후생은 늘어나지만 정책 대상
자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사적 편익 감소분이 공적 편익 증가분보다 크다
면 정부가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농업생산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시
장에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기술을 개발하거나 환경을 조성하여 공적
순편익의 상대적 크기가 사적 순편익보다 크게 만드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3) 공공 부문이 개입했을 때 사회 전반의 후생은 늘어나지만 정책 대상
자는 손해를 보는데, 공적 순편익이 사적 순편익보다 더 크다면 경제적 수
단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공공 복리(공적 순편익 증가) 차원에서 정
부가 개인 재산권을 침해했다면(사적 순편익 감소), 정부는 재산권 침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Remuneration)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공급자는 이에 상
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공공 부문은 공급자 획득 원칙
(Supplier-Gets-Principle: SGP)을 적용한 정책 수단을 도입하여 시장에 개
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21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농업 환경지불금이다. 농업
환경지불금은 다원적 기능을 제공할 때 수반되는 비용이나 소득 감소분만
큼을 농업인에게 지급하거나 세금을 감면해서 사적 순편익 감소를 상쇄시
키는 역할을 한다.
농업 환경지불금의 이와 같은 역할은 앞서 언급한 비용 부담 원칙과도
같은 맥락에 있다.122 이러한 이유 때문에 농업 환경지불금을 실시하고 있
121

122

이론적으로는 수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것이
더욱 비용-효과적(Cost-Effective)이다. 하지만 실제 정책을 설계할 때 다원적
기능의 수혜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수혜자인 국민을 대
표하는 중간자(Intermediary) 역할을 하여 공급자 획득 원칙(SGP)을 적용한 정
책을 설계하고 이를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혜자가 명확히 구분될
경우 수혜자 부담 원칙(BPP)을 적용하여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Smith et al. 2013).
정부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때에는 헌법 제23조 3항에 따라 “공공필요
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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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는 대부분 교차준수를 이행한 농업인에게만 농업 환경지불금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4) 부정적 외부효과가 일정 정도 이상 발생한다면 공공 부문에서 음(-)
의 유인책을 사용해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책 대상이 농약을 과다 사
용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정책 대상은 수익이 늘어났지만 사회 후생
(예: 건강 손상, 식품안전성 문제)은 더 많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자 정부에서 규제 정책이나 교차준수를 도입하여 특정 행위를 제
한할 수 있다.123 이때는 비용 부담 원칙은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헌법｣ 제23조 2항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 복리에 적
합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는 정부
가 이를 규제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위의 기준을 적용했을 때 농업 환경지불금과 교차준수를
병용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제2장에서 살폈듯이 그동안
농업 부문과 정책은 사회 수요를 기민하게 반영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부
정적 외부효과를 무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생시켰기 때문이다(<그림
4-7>의 (4)).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교차준수가 보다 적합하다
고 판단하였다. 동시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늘리고자 하더라도 적정한 유인
이 없다면 농업 부문 주체의 행위를 바꾸기 어렵다(<그림 1-2>). 따라서
<그림 4-7>의 (3)에 놓여 있는 농업 부문 참여자에게 유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 환경 책무 제도에 기초한 농업 환경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농업 환경지불금을 대표적인 수단으로 선택하였다.

123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현재 농업 부문에 적용되는 법령상 제한은 <부록 3>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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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정책 수단 도입 시 고려 사항
가. 준수기준
교차준수는 목적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정책을 서로 연계시키는 정책
수단을 뜻한다.124,125 예를 들어 농업 환경 정책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준
수기준(Reference Level)을 지켜야 농가소득 보전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
도록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농업인은 준수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기준 또는 환경 성과를 만족해야만 소득 보전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차준수는 정부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환경
관련 조건을 충족할 때 농가소득을 지원하는 방식(Farm Income Support
Payments)이 납세자 동의를 얻기 쉽다. 둘째, 특정 조건을 만족하거나 특

124

125

교차준수 개념은 미국에서 최초로 고안하였고 1970년대부터 사용하고 있다. 교차
준수는 농가가 정부 지원 정책(support scheme, 특히 품목 소득 정책(commodity
program)) 대상이 되려면 지켜야 하는 조건을 뜻한다. 미국에서 정책 지원 신청을
한 농가는 해당 정책 지원 요건 외에도 다른 연방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특정
의무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프로그램 사이에(across programs)’ 연결 고리가 생기고, 이를 교차준수라고 일컫는다.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농업과 환경 (또는 기타) 정책 간 연계를 뜻한다(Alliance Environment 2007).
준수조건(compliance)과 교차준수를 구별해야 한다. 준수조건을 적용하면 생산
자가 특정한 기준을 만족해야 농업 환경지불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 규제도
당연히 지켜야 한다. 반면 교차준수를 적용하면 둘 이상의 정책 수단을 연계시
키고(필수조건), 생산자가 특정 기준을 만족해야 농업지원이나 지불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나라에서 일반 경제 소득정책과 환경 정책만 쓰고 있
다면 정책 메커니즘은 농가와 비농가 모두에 적용된다. 특정한 농가소득 지원
정책이 없기 때문에 교차준수는 선택 사항이 될 수 없다. 이 나라에서 환경규
제 준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다른 나라에서 농업 소득정책과 일반경제 소득
정책 또는 농업과 관련된 환경 정책을 쓰고 있다면 일부 정책은 농가에만 적용
된다. 환경규제는 농가와 비농가 모두에게 적용된다. 특정한 농가소득 지원 정
책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환경 목표와 결부하여 소득지원을 할 수 있다
(OECD 2010a: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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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조건과 연계하는 식으로 소득지원 방식을 설계하면 농가가 준수기준을
보다 잘 지킨다. 마지막으로 정책 시행할 때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교차준수를 도입하려면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
째, 현재 시행 중인 소득 보전 정책이 특정 농가가 환경 조건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격 보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면
농업 환경 정책과 연계하기 어렵다. 둘째,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준수기준
을 설정해야 한다. 특히 준수기준은 비용 부담 원칙과 직접 관련이 있다.
교차준수를 시행한다면 준수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농업인
(공급자)이 부담해야 한다. 재산권이 가진 배타성(Excludability) 때문에 농
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농업인(소유권자)에
게 귀속되고, 소유권자가 이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준수
기준은 농업 환경 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인이 재산권(영농활동)을 행사할
수 있는 최대치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준수기준이 높으면 환경보전에 대한
농업인 책임도 강화된다.
교차준수 방식을 비용-효과적(Cost-Effective)으로 운영하려면 정책 조합
(Policy Mix)이 필요하다. 비용 부담 원칙과 정책 수단 적용 기준을 고려하
면 교차준수와 더불어 사용될 때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농업 환경
지불금을 들 수 있다. OECD 국가 등에서 교차준수와 농업 환경지불금을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 관련 정책 수단의 두 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
도 비용효과성 때문이다(OECD 2010b). 다만 국가별로 여건이나 특이성을
반영하여 정책 수단 우선순위를 달리하고 있다<표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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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주요 OECD 회원국 농업-환경 정책 수단 요약
정책 수단

호주

네덜란드

일본

영국

미국

-규제 요건 적용

***

***

**

**

*

-환경세/환경 부담금

없음

*

없음

없음

없음

-환경 교차준수조건

없음

***

**

**

**

규제

재정 유인 제공
-영농방식 기준 지불

*

***

***

***

***

-휴경지불

없음

*

*

*

***

-고정자산 기준 지불

없음

*

*

*

*

-성과지표 기준 지불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배출권 거래제

*

*

*

*

*

-품목 기준

**

*

없음

없음

없음

**

**

**

**

***

조성·활성화 정책
-기술 지원 및 지도

주 1) ‘*’은 중요도 낮음, ‘**’은 중요도 보통, ‘***’은 중요도 높음을 의미함.
2) 각 정책 수단의 중요도는 개별 국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국가 간에 직접 비교하기 어려움.
자료: OECD(2015a: 68); 유찬희 외(2017) 부록 6에서 재인용.

교차준수와 농업 환경지불금을 동시에 사용할 때 두 정책 간 관계는 <그
림 4-8>과 같다. <그림 4-8>의 XC는 현재 환경 수준(Current Level)이며,
XR는 준수기준, XT는 환경 목표(Environmental Target)를 뜻한다.126 ‘사례
1’은 교차준수만 시행하는 경우로, 농업인은 준수기준 이상의 의무를 이행
했을 경우에만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교차준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농업인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교차준수와 농업 환경지불금이 동시에 적용된 경우(사례 2) 농업인
이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으려면 교차준수를 이행하여야 하며, 비용은 농업
인 스스로 부담을 한다. 그러나 준수기준을 넘어서는 행위를 농업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
로 규제 정책으로 강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농업인의 자발적

126

<그림 4-8>은 현재의 환경 수준(XC)이 준수기준(XR)보다 낮으며, 준수기준은
환경 목표(XT)보다 낮다고 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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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전제로 하는 농업 환경지불금을 활용한다. 정책에 참여한 농업인은
준수기준을 넘어서는 다원적 기능을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보상금은 사회 전체가 부담하여 직불금 형태로 농업인(공
급자)에게 지급된다.
<그림 4-8> 교차준수와 농업 환경지불금

주: XC = 현재 환경 수준, XR = 준수기준, XT = 환경 목표를 뜻함.
자료: OECD(2015a)의 <그림 4.4>를 인용 후 재구성.

나. 지급 단가
세부 활동 참여 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지급 단가이다.
영농 활동과 직접 관계된 프로그램은 영농 방식을 전환할 때 생길 수 있는
비용 증가나 수익 감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즉, 기본 논리는 1) 최소한 현
행 방식(집약적 영농)을 유지할 때 얻는 소득만큼 지급을 해주어야 영농
방식을 바꿀 유인이 있고, 2) 다른 방식으로 전환시켜 환경 질을 높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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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이때 드는 추가 비용만큼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가를
보다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특정 영농 방식 대신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도
록 유인하려면 두 방식을 사용했을 때 기회비용을 토대로 지급액을 산정해
야 한다(CJC Consulting 2002). 다만 소득 감소분을 토대로 지급 단가를
결정하면, 농업소득이 적은 농가는 경제적 유인이 적다고 판단하여 참여를
기피하거나 영농 활동을 중단할 수도 있다.
<그림 4-9> 다원적 기능 세부 활동별 단가 산정 기준 모식도

주: 위 그림은 생태서비스 지불(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지불 논리를 다룬 것으로 이 연구
에서는 원 내용을 준용하여 해석하였음.
자료: Engel(2016: 133).

따라서 다원적 기능 관련 활동에 지급하는 단가를 산정하려면, 세부 활
동을 수행할 때 생길 수 있는 기회비용을 근거로 삼는 것이 적절할 수 있
다. 또한 단가를 책정할 때 세부 활동을 수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대 편
익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을
단가 하한과 상한으로 삼아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그림 4-9>.
단가 수준을 적정하게 설정하면 경제와 사회·환경 측면 지속가능성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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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될 수 있는 문제<그림 1-2>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다원적
기능 확충 정의 중 ‘영농 방식을 바꾸게끔 공공 부문에서 유인을 제공’한
다는 점과도 부합한다.

3.4. 쟁점 4: 관련 법 및 예산 실태와 과제
3.4.1. 농업의 다원적 기능 관련 법 실태와 과제
한국에서는 농업 환경을 농업 생산에 사용되는 자원으로서의 환경 요소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김태연 2018a). 반면 유럽연합 등에서는 농
업 환경을 농업 활동으로 조성된 농촌지역 경관, 생물다양성, 유적 및 문화
유산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농업 활동을 수행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결과물이자 인공적으로 조성된 환경이라는
점에서 자연 환경과 구분 짓고 있다.
기존 생산주의 농정하에서는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한편 농가소득을 높
이는 방향에 무게를 두어왔다. 이는 생산주의 농정 기조 밑에 농업 환경을
좁게 바라보는 인식이 깔려 있음을 시사한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적)
외부효과를 여러 집단(심지어 소비자까지)에서 제대로 인지를 못했거나,
문제를 느껴도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못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건이 변하면서 다양한 집단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재
발견’함에 따라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이견이 생겼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
은 1990년대부터 공익 관련 법률 제정이 늘어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4-9>.

공공재 생산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등 보호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

사회 구성원 이익의 균형적 반영

정책 및 제도 관련 의사결정 과정 공개 및 방법

사회적 약자 보호

개인 권리 보호

공정성

공개성

3

1

1

2

2

6

2

1

1

5

6

1

5

주 1) 하나의 법률에 하나 이상 빈도가 포함됨.
2) 이 연구에서는 사회 기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계만·안병철(2011)에서는 사용하는 공익 개념을 제목에 반영하였음.
자료: 이계만·안병철(2011).

공공 안녕 질서, 환경 보전, 재해 방지 등

보편적 가치

9

2

3

1
1

2
2
13

1990년대

2

2

2

2

2

13

5

불특정한 다수 이익 보호

3

1
1

1980년대

공유물에 대한 개인 및 집단의 행위 제한

2

2

1970년대

1

~1960년대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개인 및 집단의 토지 수용

정책 및 제도 관련 특정 대상 집단 이익 보호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설

세부 내용

공동체 다수이익

재산권 제약

이익 보장

공공재 생산 ·공급

개념 요소

<표 4-9> 공익 법률 내용 추이

1

3

1

9

4

9

6

4

9(6.2)

4(2.7)

3(2.0)

6(4.1)

11(7.5)

43(30.3)

15(10.3)

10(6.8)

29(20.0)

8(5.5)

6(4.1)

계

단위: 빈도, (%)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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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전반에서 공익 개념을 강조하는 추세 저변의 가치관과 관념은 농업
부문에도 일정 정도 투영되고 있지만, 아직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고 유
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못하다. 요컨대, 다원적 기능의 정의·범위·지향점
등을 명확하게 담고 있지 못하거나, 구체적 실천 수단과 준수사항 등을 자
체나 관련 법령에 담고 있지 못하며, 다른 부처 소관 법률이 향후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표 4-10>.
<표 4-10> 다원적 기능 관련 현행 법령의 한계점
법 구분

한계점

「헌법」 개정안

- (제129조 제1항) 공익적 기능의 범위와 지향점 불분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 제9항) 공익 기능의 범위가 긍정적 외부효과에 편포
- (제9조) 다원적 기능 함양에 추가로 필요한 활동 언급 부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 환경보전을 직접적 목적으로 천명
- 구체적 활동, 지원, 법·제도적 제재 제시 부족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농약관리법」

- 농업 생산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부재

환경부 소관 법률(「환경 정책기본법」 등)

- 현재는 영농 방식에 대한 명확한 언급 부재
- 향후 환경보전을 강화하고자 하면 특정 농업 활동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근거로 활용 가능

국토부 소관 법률(「경관법」, 「지하수법」,
「하천법」 등)

- 현재는 농업 활동과 명시적 연관성 부족
- 영농 활동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놓고 향후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

자료: 유찬희 외(2017); 김태연(2018a)을 참고하여 재구성.

2000년대부터 농업·농촌 관련 입법이 잦아지고 있는 현상을 “사회체계
의 내부 분화와 더불어 농업이나 농촌 문제를 둘러싼 갈등 발생이 과거보
다 더 많이 예상된다는 징후”(김정섭 2017)로 이해할 수 있다. 농업의 다원
적 기능을 바라보는 집단 간 인식 차이도 이러한 맥락에서 예외가 되기 어
렵다.
이와 같은 입법 동향은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새로운 관점과 접근이 필
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전환보다는 현안 중심으로 대응해 온 현실을
반영한다고 판단한다.127 요컨대 기존 농정 속에서 불거진, 그리고 임계점

127

김정섭(2017)은 농업·농촌 관련 입법 동향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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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어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기존 법·제도·정책을 손질하
여 단기적인 처방을 내리는 한계를 지닐 수 있다.
제도와 행정 체계가 분화되고 복잡해면서 동시에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 집행 체계 또는 예산 내용 구성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3.4.2. 농업의 다원적 기능 관련 정책과 예산 실태와 과제
2011~2017년 농림축산식품부(구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분류별 비중은
<표 4-11>, <그림 4-10>과 같다.128 이 기간 동안 양곡관리 및 농산물 유통
에 평균 3조 3,033억 원(전체 예산 대비 24.5%)을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농업 체질 강화(2조 8,698억 원, 21.2%)와 농가소득·경영 안정(2조 6,379억
원, 19.5%) 순으로 재원을 투자하였다.
<표 4-11> 농림축산식품부 부문별 예산(2011~2017)
단위: 조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농업 체질 강화

2.36

2.61

3.10

3.08

2.96

3.03

2.95

2.87

농가소득·경영안정

2.59

2.31

2.30

2.31

2.65

3.00

3.30

2.64

농촌개발·복지증진

1.64

1.60

1.65

1.64

1.72

1.69

1.70

1.66

양곡관리·농산물유통

3.06

3.25

3.50

3.39

3.40

3.27

3.24

3.30

농업 생산기반 조성

2.60

2.97

2.08

1.92

2.06

2.15

1.96

2.25

농식품수출 및 식품업

0.71

0.69

0.75

0.77

0.84

0.82

0.85

0.78

주 1) 기금을 제외하고 예산만 산정하였음.
2) 2011~2013년 수산업·어촌 관련 예산, 2011~2017년 기본적 경비 및 기타 사업비는 제외하였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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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안별 대응 방식 법제(개별법 형태 등)가 늘고 있다. 둘째, 주로 구체적
인 ‘계획’ 형태로 관련 정책 추진 체계를 정교하고 복잡하게 규정하여 행정
기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셋째, 1990년대 중반 이후 각급 지방자체단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1~2013년 수산업·어촌 예산과 2011~2017년 기타 사업비 및 기본적 경비를
제외한 예산안 금액이다.

다원적 기능 확충을 위한 정책 방향: 농업 환경 정책을 중심으로

127

<그림 4-10> 농림축산식품부 부문별 예산 추이(2011~2017)
단위: 억 원

주 1) 기금을 제외하고 예산만 산정하였음.
2) 2011~2013년 수산업·어촌 관련 예산, 2011~2017년 기본적 경비 및 기타 사업비는 제외하였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분포를 이용하여 한국 농정의 실태 및 방향을 가늠
할 수 있다. 농업 재정이야말로 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배분 활동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송미령 2018). 이 절에서는
2016~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중 사업별 예산을 이
용하여 다원적 기능 분류별로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하였는지를 분석하여
함의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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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농림축산식품부 회계별·사업별 세출 예산(2016~2018)129
단위: 억 원
구분

사업 명칭
농가 경영안정

2018년

18,246.9

18,234.7

농업경영체 육성

549.0

554.6

641.5

농수산 인력 양성

182.2

379.4

312.9

15,943.8

14,127.9

18,206.7

친환경농업 육성

2,437.3

2,344.9

2,118.4

농식품 기술 개발정책 연구

1,937.1

1,803.2

1,894.7

326.0

310.1

311.9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유통 효율화
농산물 식생활 지원

-

-

72.0

경쟁력 제고

1,219.7

913.6

529.4

축산물 안전 관리

1,845.0

1,656.6

2,020.9

18,663.6

17,174.7

17,184.8

4,322.4

4,278.4

4,307.6

농업 생산 기반 확충
농촌복지 증진
농촌 지역개발 및 도농교류 활성화

12,431.9

12,703.1

12,257.1

국제 협력·협상

344.9

357.9

841.6

농산물 품질 관리

595.3

584.7

637.9

농림축산 검역 검사

672.3

653.0

787.4

종자 관리

389.4

337.7

548.3

28.9

30.4

33.4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 운영
농림축산식품 행정 지원
식품업

2017년

20,018.1

양곡 관리

농업·농촌

2016년

식품산업 육성

총 예산

401.7

423.6

443.1

1,351.2

1,396.6

1,300.8

83,659.7

78,277.2

82,68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설명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세출예산 중 일반지출은 크게 농업·농촌 부문과 식품업
으로 나눌 수 있다<표 4-12>. 이 중 농업·농촌 부문은 농가 경영안정, 농촌
지역개발 및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등 19개 사업군, 160개의 단위 사업으
로 이루어진다. 식품업은 식품산업 육성과 14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된다.
전체 내역 사업 중 농가 경영안정, 양곡 관리, 농업 생산기반 확충, 농촌 지
129

각 연도별 세출예산은 사업별 포함 여부에 따라 약간씩 상이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2018년 1월 농식품부에서 발행한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
획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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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개발 및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은 2018년 일반지출 예산(8조 2,685억 원)
중 79.7%를 차지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다원적 기능의 항목별 예산 할당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에서
제시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세부 사업별 목적과 내용을 근거로 해당
예산과 다원적 기능의 각 항목을 연결시켜 보았다<그림 4-11>. 세부 사업
별 목적과 사업 내용을 근거로 이 연구에서 제시한 다원적 기능 분류에 합
치하는 2016~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세부 사업 예산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몇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그림 4-11>. 첫째,
다원적 기능 관련 예산은 2016년 4조 6,273억 원(농림축산식품부 일반 지
출 중 55.3%), 2017년 4조 2,874억 원(54.8%), 2018년 4조 4,322억 원
(53.6%)이었다. 2016~2018년 일반지출 예산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비중이 점차 감소하였다. 둘째, 연도별 다원적 기능 관련
예산 중 기능별 예산 비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8년도 기준 식량안
보와 관련된 예산은 1조 8,821억 원으로 전체 다원적 기능 관련 예산 중
42.5%를 차지하였고, 다원적 기능별 예산 중 가장 비중이 컸다. 이는 해당
기능의 단위 사업에 쌀소득보전고정직불(8,090억 원)과 정부 매입 양곡비
(8,730억 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식량안보 기능 다음으로 많
은 예산을 할당되어 있는 농촌 활성화 기능은 다원적 기능 관련 예산 중
28.7%(1조 2,706억 원)가 책정되었다.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성 기능 향상
(시·도 가축방역 사업 1,326억 원 포함) 관련 사업에 각각 6,905억 원
(15.6%)과 3,247억 원(8.6%)을 배정하였다. 반면 문화 유산 보존(1.8%), 동
물복지 개선(1.3%) 생물 다양성 증가(1.2%), 경관 보전(0.4%), 여가 및 정
서 기능(0.01%)과 관련된 사업 예산 규모와 비중은 매우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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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다원적 기능 분류별 예산 분포
단위: 백만 원

식품 안전성 향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설명자료.

<그림 4-12>에 제2장에서 제시한 다원적 기능의 경제·환경·사회 측면과
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 2016~2018년 예산 비율을 제시하였다. 식량안보와
농촌 활성화 기능을 포함하는 경제 부문 예산은 다원적 기능 관련 예산 중
평균 72.0%를 점유했다. 반면 환경 부문(여가 및 정서, 문화 유산, 식품안
전성 향상)과 사회 부문(환경 및 경관 보전, 생물 다양성 증가, 동물복지
개선)에는 다원적 기능 관련 예산 중 18.5%, 9.5%만을 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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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다원적 기능 관련 예산의 경제·환경·사회 부문별 배분 비율
단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설명자료.

이 절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지출 예산의 다원적 기능별 분포를 분석
하였다. 앞으로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농정을 확대하고자 할
때 심도 있게 살펴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다.
첫째, 전체 일반 지출 예산 대비 다원적 기능 관련 예산은 소폭이나마 축
소되고 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충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내용과 상치(相馳)된다. 뿐만 아니라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
전계획’에서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증진’에
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2018. 2. 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둘째, 법이나 상위 계획과 정합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부도 6-5>에
서 제시한 ‘일반 국민이 중시하는 농업의 현재 및 미래 기능’과 비교하여
보면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 예산과 국민들의 인식 사이에 큰 격차가 있
다.130 예컨대 미래에 중시될 농업·농촌의 기능에 대하여 국민들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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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이 중시하는 농업의 현재 및 미래 기능’과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예
산 분석에 사용한 다원적 기능의 세부 항목이 다르다는 점에 유념하여야 한

132 다원적 기능 확충을 위한 정책 방향: 농업 환경 정책을 중심으로

(54.0%), 경제(26.2%), 환경(19.5%) 부문 순으로 답하였다. 반면 실제 예산
은 경제(72.0%)에 집중되었고, 환경(18.5%)과 국민이 미래에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답한 사회 부문(9.5%)에 할당한 예산 비중은 28.0%에 불과하다.
셋째, 2016~2018년 다원적 기능 관련 예산 규모는 4조 원이 넘으나, 실
제로 이 예산 전부를 다원적 기능 확충과 관련된 사업 시행에 배분하였다
고 보기는 어렵다. 예산 비중이 가장 큰 식량안보와 농촌 활성화 사업을
예로 들겠다.
다원적 기능과 관련된 사업 중 식량안보 범주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점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농업의 본원적
기능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농업·농촌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다변화하고
있는 변화 속에서 위상과 비중을 이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
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쌀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되고 수급 불균형이 구조
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식량안보를 도모하는 농정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131 다음으로 사업 목적과 내
용에서는 다원적 기능을 표방하고 있지만 과연 실제로 이를 발현할 수 있
는 기준을 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2018년 쌀소득보전고정직불 사업은
예산이 8,090억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고정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
상이 지켜야 하는 조건132은 영농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으로,
다원적 기능 발현의 필요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요컨대, 사업 목적에 다
원적 기능 증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실천 단계에서 요구하는 지원 조
건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131

132

다. 세부 분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두 결과를 나란히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
럼에도 사회 수요와 농정 기조 간 방향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과거 경쟁력 강화 농정 기조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다원적 기능
으로 한정하지 않더라도, 정책에서 표방하는 목표와 실천 사이에 상당한 시차
가 나타나곤 한다. 상세한 논의는 김형성·황성원(2009)을 참고하기 바란다.
①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②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
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 ③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④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농
림사업시행지침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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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활성화에 속하는 사업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일반농산어촌개발사
업을 예로 들어보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2015년부터 농촌 중심지 활
성화사업(기존 읍면 소재지 종합개발), 창조적 마을만들기(기존 권역 단위
종합정비 사업)로 세부 사업 체계를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농식품정책성
과관리센터 2016).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농촌 마을의
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이 중 지역경관(마을 경관 및 생태 환경 조성
등)과 지역소득증대(체험관광 시설, 지역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 공
동소득 증대 기반 시설 설치 등) 사업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 범주에 포함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창조적 마
을만들기 내 세부사업과 비교할 때 예산 규모가 작다<표 4-13>. 즉,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이 다원적 기능과 관련되어 있고 전체 예산 규모는 방대
하지만, 실제로 다원적 기능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 규모에는 한계가 있다.
<표 4-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세부 사업 지원 한도 및 기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유형

창조적 마을만들기
권역 단위

마을 단위

통합
지구

선도
지구

일반
지구

종합개발

종합
개발

지원한도
(억 원)

120
이하

80
이하

60
이하

40
이하

10
이하

5 이하

1.5
∼36

사업기간
(년)

5 이내

5 이내

5 이내

5 이내

5 이내

5 이내

5 이내

공동
문화
복지

경제
(체험
소득)

환경
(경관
생태)

신규
마을

주: 시·군 역량,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표시하지 않았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종합하면 다원적 기능 관련 예산은 아직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상당수가 여전히 농업 생산성 증대나 경쟁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개별 사업 지원 요건 역시 정책 대상이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다원적 기능 확충을 지향점
으로 삼고자 한다면 궁극적인 지향점에 맞추어 개별 사업(군) 목적도 조정하

134 다원적 기능 확충을 위한 정책 방향: 농업 환경 정책을 중심으로

고 이에 맞추어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끔 재원 분담 정도나 사업 추진 체계를 함께 정
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농업 부문에 대한 사회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끔
설계 전 논의와 시행 후 환류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133

4. 사례 연구: 충남 농업 생태환경 프로그램134,

135

농업 생태환경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관련된
활동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remuneration)를 제
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최초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계·실시하는 과정인 만큼 시행착오를 피하기 어려웠고, 개선
과제도 남아 있다. 2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례 조사 결과를 일반화
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향후 다원적 기능 관련 활동을 강화하고자 할 때
참고할 만하다.

133

134

135

Aitiainen et al.(2015)은 다원적 기능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메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1) 도시민은 사회 요소를 가장 높이 평가한 반면, 농업
인과 전문가는 경제 목표를 중시하고, 2) 지역(local)/광역(regional) 단위에서는
환경 목표를 보다 중시한 반면, 국가 단위에서는 경제 목표에 더 많은 가중치
를 부여하며, 3) 실제 정책 형성 과정에서는 경제적 목표를 우선시하곤 하는
데,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생산자의 이해를 무엇보다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목표가 실제 추진 과정 우선순위와
다를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이 정책 형성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행사
하지 못하고 있다.
충청남도 마을 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성
과와 과제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다원적 기능이 지닌 지역 공공재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보다 일반적인 과제는 제5장에서 제시한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 자료집인 유찬희·심영규·이관률(2018)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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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개관
충청남도는 2015년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 방안을 중앙 정부와 유관 단
체에 제안하였다. 이 제안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지, 그 성과는 어느 정
도일지 검증하고자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프로그램은 보령시 장현 마을과 청양군 화암 마을에서 2016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시행되었다. 2016년에는 총 126농가(장현 마을 68호, 화암
마을 58호), 2017년에는 총 137농가(장현 마을 77호, 화암 마을 60호)가 협
약을 체결하였다. 농업 생태환경 프로그램은 개별 농가가 사전에 협약한
세부 프로그램을 실천하면, 이에 상응하는 액수를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이
다.136
세부 프로그램과 프로그램별 단가는 7회의 농업인 교육 및 프로그램 개
발을 통해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하였다. 농업인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총 25개 사업을 도출하였고<표 4-14>, 이
중 농업인이 실제로 선택한 사업은 14개였다.
<표 4-14> 농업 생태환경 프로그램 발굴과 채택
부문

식량
자급

136

세부 프로그램

주요 내용

토종 씨앗
재배 및 채종

- 대상: 밭(최소 면적 없음.)
- 토종종자 채종 및 씨앗 공유 의무

환경친화적
농업 실천

- 대상: 논
- 복합비료, 제초제 사용 불가
- 10a당 유박비료 10포, 질소비료 1포 미만 사용

작물다양화
(밭만 해당)

- 최소 면적: 1개 작물당 1.67a 이상
- 작물: 조, 수수, 기장, 팥, 메밀, 귀리, 밀, 옥수수, 녹두 등

이모작(논만 해당)

작물: 보리, 밀 등

세부 프로그램은 식량자급, 농업생태, 농촌경관 부문에서 선택할 수 있다. 각
부문별로 지급 상한(식량자급 150만 원/연, 농업생태 200만 원/연, 농촌경관
100만 원/연)이 정해져 있고, 개별 농가가 1년에 받을 수 있는 전체 금액은
4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136 다원적 기능 확충을 위한 정책 방향: 농업 환경 정책을 중심으로

(계속)
부문

세부 프로그램
마을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농촌
경관

농업
생태

주요 내용
자원재활용조합 설립

방목 및 전래유산 복원
마을 숲 정비 및 보존

초지 조성 등

마을경관정비

폐가 및 불량시설 정비, 마을 안길 식재

마을자원 관리

고택, 마을유산 등

논밭 전환

논에서 밭으로 전환

볏짚 환원

볏짚을 해당 논에 환원

생태수로 유지 및 보호

생태수로 유지 및 보호

농수로 정비

농수로 생태계 보호

농지 내 수목 유지 및 식재

- 대상: 논
- 농지 안에 수목을 유지하거나 식재

삼포식 농업 수행

삼포식 농업 도입

논 휴경

- 대상: 2015년 직불금을 수령한 논

겨울철 논 습지 유지

-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논에 물을 가두어 두기

둠벙 조성 및 관리

- 대상: 논
- 최소 면적: 농경지의 10% 혹은 1a 이상

논물 떼기 안 하기

논물 떼기 안 하기 혹은 줄이기

논두렁 풀 안 베기

- 논두렁 풀 안 베거나 40cm 남기고 예초
- 농작물 재배에 필요할 때는 사전 협의 후 최소 범위에서 예초기 사용
인정
- 10월 말부터 11월에는 풀베기 허용

논두렁 식재

- 논두렁에 나무, 초목, 야생화 등을 식재

저수지 및 마을하천 관리

- 저수지 및 마을하천 청소 및 유지

경계 식생 군락지 및
생태완충지 조성

- 경계 식생 군락지 및 생태완충지 조성

비닐하우스 철거 및 차단 식재

- 불량한 비닐하우스 철거 및 차단 식재

화분 매개 곤충
작물 재배

- 대상: 논, 밭, 임야(임야는 인정한 경우에 한함)
- 화분 매개 작물을 식재

주: 음영은 참여자가 채택한 프로그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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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성과와 과제
보령시 장현 마을 사례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에 담긴 지역 환경 책무 실
천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였다.
장현 마을의 생태-사회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현황 자료(인
구 116호 223명, 경종 농가 75호, 축산 농가 11호, 경지면적 97ha(논 87ha,
밭 10ha, 친환경 인증 면적 6ha))를 보면 영농 여건이 좋은 편은 아니다(이
정화 2018). 반면 금개구리나 수달 등 생태계 보호종이 다수 서식하고 있고,
큰 은행나무와 신경섭 가옥 등 문화 유산을 활용할 수 있다<그림 4-13>.
행위자는 프로그램 부문에 따라 달라졌다. 식량자급과 농업생태 부문은
주로 개별 농가 단위로 참여하였고, 농촌경관 활동은 집단 형태가 주를 이루
었다. 참여 요건이 개별과 집합 행위를 구분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몇몇 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다. 네트워크를
촘촘히 형성한 일부 주민(이하 주도 집단)이 역할과 책임을 배분하였다.
행위자 상당수는 2000년대 초중반에 친환경농업을 단체로 실시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행위자 중 일부는 당시 경험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 행위자
중 일부는 소득 증대 기대 등 외부 동기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마을 내 문화 유산(문화 자본), 주도 집단과 행위자 간 또는 행위자끼리
네트워크 형성(사회 자본), 인적 자본(10여 년 동안 친환경농업을 실천해
본 경험), 제도 자본(프로그램 실시, 외부 연구기관 및 컨설팅 기관 참여
등) 등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재정 및 물적 자본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행위자는 14개 세부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 환경 책
무를 실천하였다. 면접 조사 결과 상당수 행위자는 소득을 늘리거나 마을
‘분위기와 활기’를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듯하다. 주로 영농 방식을 변
화시키거나 마을 경관을 가꾸는 식으로 책무를 실천하였다. 규모는 지역
(장현 마을) 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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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보령시 장현 마을 생태 맥락 개관

자료: 이정화(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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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프로그램을 실천하면서 장현 마을 행위자가 느낀 변화와 성과
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식량자급 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농업에 대한 참여의식이 높아졌
고, 다양한 형태의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였다.137 마을 행위자와 외부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충남 지역 토종종자네트워크, 외부 기관 컨설팅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는 외부 동기 역시 작용하였다. 프로그
램 참여 전과 참여 과정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인적 자본을 강화할 수 있었
다(인적·제도 자본). 이러한 요인이 결합되어 영농 방식 변화라는 형태로
나타났고,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수와 종자 다양성이 늘어나는 형태로 생
태 성과가 나타났다. 새로운 영농 방식을 적용한 결과를 보면서 친환경농
업은 안 된다는 막연한 인식이 점차 사라지고 있고, 부분적으로 환경친화
적 농업을 도입할 수 있겠다는 의식이 증대되었고, 최소한 제초제를 사용
하지 않겠다는 농업인의 자발적 의식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성과가 동기
와 실천 방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유추할 수 있다.
둘째, 마을 행위자와 주민들은 농촌경관 프로그램 성과를 가장 높게 평
가하였다. 농촌경관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자발적으로 마을을 가꾸겠다는
의식이 증가하였고, 마을 내 쓰레기 분리수거 및 소각 등이 급격하게 줄어
들었으며, 실제 마을 내부가 과거에 비해서 깨끗해진 점 등을 이유로 들었
다. 요컨대 프로그램 중 농촌경관 부문에 참여한 행위자는 사회 자본(주민
유대 강화)을 키울 수 있었고,138 사회(특히 마을 활력 증진) 및 생태 성과
(마을 경관 개선)를 이루었다. 행위자들은 영농 활동과 달리 농촌경관 부문
사업은 마을 경관이 변하는 모습을 시시각각 확인할 수 있어 좋았다는 반
응을 보였다. 성과가 (내부) 동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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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 토종종자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토종 씨앗이 재배되었
다. 토종 씨앗 재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토종 씨앗을 재배하는 농가
는 대부분 혼작을 하였다. 환경친화적 농업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비
료와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농업인이 늘어났다.
마을 주민 간 소통이 활발해졌고, 함께 무엇인가를 해야 하겠다는 공동체 의
식이 복원되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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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행위자는 동시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역 환경 책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느낀 과제도 제시하였다.
첫째, 시범 사업 도입 이전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한 교육은 정책
대상 참여를 늘리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교육 방식 등을 바꾸어
정책 대상의 내부 동기를 유지하면서 이해도를 높일 여지가 있다. 즉, 행위
자 → 동기 → 역량으로 이어지는 단계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장현 마을은 2000년대 친환경농업을 시도하였지만 당시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한 점을 성과 미흡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참여
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익숙한 용어와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장현 마을과 화암 마을 사례에서도 일부 주민을 제외하면 공식 또는 전문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 교육을 실시해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의욕과 집중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겪었다고 한다.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또
는 납세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139
둘째, 내부 동기가 중요한 만큼 외부 동기 역시 세밀하게 고려하여야 한
다.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고자 하더라도 기존 영농 방식을 바꾸는 방식에
서 생길 수 있는 위험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비용 증가나 기대소득
감소를 상쇄하지 않거나, 통상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
하지 않으면서 변화를 유인하기는 쉽지 않다. 프로그램 재정 지원을 한 뒤
에도 행위자는 지원 규모와 기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활동별 단가 설정과 상한, 반대급부 지급 기간, 지급 시
기 등을 세밀하게 설계하여야 한다.140 앞서 제시한 시차적 접근 관점에서
도 정책 실시 기간은 중요하다. 시행착오를 거치고 세부 활동에 익숙해진
다음 다원적 기능 관련 활동이 ‘습관화’될 때까지는 공공 부문에서 기틀을

139

140

김선웅 외(2018)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 소비자 지
불의사 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과거 실시했던 정책 사업에서도 지원 기간이 끝나면 성과가 감소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수령 기간이 끝난 뒤 관행농업으로 전환하
는 농가가 발생(국회예산정책처 2014: 88)하거나 경관보전직불금 지급이 끝난
뒤 경관 조성 활동이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성주인·박주영 2008) 등이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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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는 것이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시범사
업 이후 본 사업을 실시하더라도 참여자들이 시행착오를 거치고 경험을 쌓
을 수 있도록 세부 활동 내역과 단가를 함께 단계적으로 높이는 접근이 필
요할 수 있다.
셋째, 책무 실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별 활동 목록을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육을 마치고 세부 활동을 실제
로 시작해도 초기에는 시행착오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면담자들의 공통
의견이었다. 사업에 참여했지만 오랜 기간 익숙해진 습관을 단기간에 바꾸
기 어렵고, 세부 활동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으며, 활동 성과가 제대로
나올지 확신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세
부 활동 내용이 너무 복잡하면 참여자가 선택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암암리
에 위반할 수 있다. 즉, 역량 → 실천 단계와 실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특히 모니터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초기에 프로그램 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이 중요하지
만, 참여자가 할 수 있는 활동 수준을 가늠하여 시간을 두고 내용을 간소
화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여야 지속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
교육 이수 조건, 면적 규모 등 다원적 기능 관련 활동 참여 조건 역시 지역
별 참여자 특성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사례
로 한정하면 시행 기간 중에서 성과 모니터링에 어려움을 겪었고, 무엇보
다 시범사업 기간이 2년에 그쳐 성과가 다른 요인에 어떻게 환류되는지 확
인하기 어려웠다.141
다섯째, 프로그램 준비 및 실천 과정에서 대상 지역의 맥락, 특히 사회적
맥락(농촌 정서 등, 영농 활동 시기 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였다. 세부
활동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과 참여자의 특성뿐만 아니
라 정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 또한 영농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세부 활동의 계획 및 교

141

행위자 중 한 명의 이야기 “알만 하니까 사업이 끝나버렸다.”라는 말이 이 문
제를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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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시기 역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장현 마을에서 지역 환경 책무를 수행한 경험을 <그림 4-14>에 요약하
였다.
<그림 4-14> 지역 환경 책무 실천 기본 틀 적용: 장현 마을 사례

주: 불명은 현장 조사를 실시했지만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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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오늘날 한국 농업이 위기에 처한 이유 중에서 농업이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이 사회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고, 기존 농정 방향이
여건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제1장).
오늘날 한국 농업 지속가능성 실태를 제시하고, 시차적 접근 방식을 이용
하여 기존 농업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했다(제2장). 이 문제 의식 위에
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경제·사회·환경 측면 지속가능성을 높
이면서 동시에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제3장). 이런 점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을 ‘영농 방식을 바꾸게끔
공공 부문에서 유인을 제공하여 농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외부효과
를 늘리거나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고, 이 결과로 사회적 수요와 실제 농
업 부문 역할 간의 간극을 좁히면서, 사회적 투자 관점에서 반대급부를 지
급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제4장에서는 다원적 기능 확충 방향을 농업
환경 정책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 장에서는 앞선 논의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확
충하는 방향으로 농정을 전환하고자 할 때 고려할 과제를 제시한다.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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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원적 기능 확충 관련 정책 범위 확대

제4장에서는 농업 환경 정책을 시발점으로 삼아 환경 책무 실천을 강화
하는 방식으로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행위자 역량과
동기가 축적될수록 다원적 기능 외연을 넓혀 사회 수요 변화에 발맞출 필
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한국 맥락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정의와 범위 역
시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1.1. 다원적 기능 범위 확대
현재 국내 연구나 법은 암묵적으로 다원적 기능 중 긍정적 외부효과만을
포함시키고 있다. 제3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농업 부문 다원적 기능이 발현
하는 긍정적·부정적 외부효과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한다(<그림
5-1>의 1단계). 이후 사회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다원적 기능에 포함시킬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림 5-1>의 2단계). 가령 식량안보나 친환경농업 등 전통적으로 중시했
던 기능과 범주 외에도 도시농업, 식품안전 등 새로운 기능에 대한 사회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부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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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다원적 기능 범위 확대

자료: 유찬희(2018b)를 수정·보완.

1.2. 다원적 기능 정의 변화 및 확대142
지금까지 논의한 다원적 기능은 ‘약한 수준(weak version)’의 다원적 기
능이다. 약한 다원적 기능 패러다임 핵심은 ‘기존의 생산주의 지향적
(productivism-oriented) 보조금 프로그램을 긍정적 외부효과 공급자에게 유
인을 제공하는 형태로 재배치(reposition)’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Sakamoto, Choi and Burmeister 2007). 가장 흔히 쓰는 방식은 품목 보조
프로그램을 환경 관리(environmental stewardship) 프로그램으로 바꾸고,
(환경) 교차준수를 지키는 대가로 반대급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142

Sakamoto, Choi and Burmeister(2007), Wilson(2001), 황수철 외(2018)를 참고하
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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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다원적 기능 정의 확장 모식도

자료: 오현석(1998); 최양부(2018)의 논의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러나 다원적 기능 확충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 수요가 다시 변
화하면 이 개념 자체를 확대해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다원적 기능 범위
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정책 대상까지 넓혀야 할 수 있다. 특히
공간 기준과 적격성 기준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는 농업이라는
특정 부문의 다원적 기능을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 “‘농촌’이라는 공간 속
에서 이루어지는 농업 및 다른 활동 주체”까지 망라하는 관점에서 공간과
적격성을 따지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그림 5-2>.
지금까지 다원적 기능 확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제한 ‘농업’은 공간
적으로 ‘농업 생산을 하려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변화시킨 생태계
공간’을 뜻한다. 달리 말하면 “인류가 선발하고 순화시킨 작물과 가축을
재배하고 사육하기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드는 행위이다. 자연과 분리된
농경지(또는 목초지)를 개발·조성하여 울타리를 치고 인간과 작물·가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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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인공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작업”(최양부 2018)이 이루어진 공간
과 이에 영향을 받는 인근 지역이었다(<그림 5-2>의 (C)).
사회 생태계(<그림 5-2>의 (B))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자연을 이용하면
서 그 편익을 누리는 공간이자 인공적인 생태계를 뜻한다.143 사회적 생산
체계(<그림 5-2>의 (D))는 농업(경작) 생태계의 비옥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이용하고자 조직된 생산 단위들의 결합체이다(오현석 1998). 대표적인 예
로 개별 농가 또는 농가 집단이 주로 농촌 마을의 일부를 이루거나 농촌
지역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생태계와 구분 지을 수 있다. 즉, 사회
적 생산 체계가 주로 분포해 있는 농촌 지역은 (인간에게 필요한) 소비 활
동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영농 활동을 매개로 자연 생태계와 보다 밀
접하게 기능을 주고받는다고 판단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점차 확충되면 공간 기준은
지금까지 논의한 <그림 5-2>의 (C)와 (D)에서 (B)의 일부까지 확대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영역에 살면서 적격성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농업인
이 아니더라도 정책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표 5-1> 생태계 간 상호작용
상호작용/기능

<그림 5-2>
에서 위치

농업 부문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식량, 섬유, 바이오 연료, 여가 및 문화 서비스
등이다.

(4)

농업(경작) 생태계를 둘러싼 생태계(=자연 생태계)가 농업(경작) 생태계에 제공하는 조절
(regulating) 서비스로, 천연 방제, 수분(pollination), 수자원 공급 등이다.

(2)

자연 생태계와 농업(경작) 생태계가 주고받는 조절 서비스(토양 유지 및 비옥도 증진 등)이다

(1), (2)

생태계를 지탱하는 서비스(supporting ecosystem service)로 질소 성분 순환, 생물 다양성
및 서식지 유지 등이다. 이 기능을 유지해야 다른 생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생태계가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disservice)으로 수자원을 놓고 경합하거나 병충해를 입히
는 것이 예이다.

(2)

농업 부문이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외부효과이다.

(1)

자료: Huang et al.(2015)을 참고하여 재구성.

143

사람이 사는 공간을 모두 포함할 수 있지만 농촌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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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로 나아간다면 사회 수요와 농업 부문(앞으로는 농촌에서 이루어
지는 활동) 간 관계 역시 더욱 긴밀해질 수 있다. <그림 5-2>의 각 생태계
가 주고받는 기능은 <표 5-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현재 약한 수준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한다면 <그림 5-2>의 (1)~(4)가 주된 대상이 될 것이다.
앞으로 공간과 적격성 범위가 넓어진다면 <그림 5-2>의 (5)~(7)까지 정책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원적 기능이 확장된 단계까지 나아간다면 ‘강한 수준(strong version)’
이 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다원적 기능 확충의 궁극적인 목적은 농업을
보다 총체적이고 지역성에 기반한(holistic and territorially-based) 농촌 개
발 정책에 통합시켜 생태계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촌 지역의 경제적·사
회인구적 활력을 높이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강한 버전의 다원적 기능은
패러다임 ‘전환(shift)’이라고 볼 수 있다(Sakamoto, Choi and Burmeister
2007).

2. 다원적 기능 확충 관련 주요 과제

2.1. 정책 대상 설정
이 절에서는 제4장에서 소개한 정책 대상 선정 기준 중 적격성 기준을
중심으로 다원적 기능 관련 활동을 수행하기 적절한 정책 대상을 우선 선
정하고, 세부 활동과 정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특정 기준을 따라 정책 대상을 구체화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빈곤화(<그림
5-3>의 ①)를 방지 또는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
첫째, 다원적 기능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우선적으로 정책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그림 5-3>의 ④로 옮겨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농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뜻이다. 영농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이 다수일 수 있으므로, 자경과 임차를 구분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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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정도 경지를 가진 농가를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영농 활동
주체는 일을 하려는 동기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경작자가 땅
을 소유하지 않으면 동기 부여를 효과적으로 구조화하기 어렵다.”(Timmer
1988: 293; 유찬희 외 2017: 76에서 재인용)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농 활동을 근간으로 다원적 기능을 확충한다는 방향에 부합하려
면 영농 활동을 중심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농가(예를 들어 1종 겸업 농가)
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5-3>의 ②로 이동하는 농
가를 제외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림 5-3> 다원적 기능 활동 농가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강화 경로

주 1) 동그라미는 현재 농가 분포를 뜻함.
2) 농업 열화는 소득원천 중 농업 활동 비중을 줄이는 대신 농외 활동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농가가 선택
하는 변화를 뜻함.
자료: van der Ploeg and Ye(2010)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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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전업화·전문화·규모화를 이루거나 추진하는 농가(<그림 5-3>의
③)는 우선순위를 뒤에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유형 농가
를 정책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유형 농가는 다원적 기능
관련 활동보다 생산성 향상 등의 정책에 보다 적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 목적 중 경쟁
력 강화와 다원적 기능에 기초한 지속가능성 강화 간 균형을 재조정한다는
맥락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앞서 논의한 것처럼 다원적 기능 확충은 현재 상태를 근거로 보상
을 요구하기보다는 앞으로 변화할 것을 전제로 사회 투자를 하겠다는 개념
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 지향적 관점을 반영한다면 농업 부문에
새로이 진입하는 인적 자원을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현재 정책 대상
중 오랜 기간 익숙해진 영농 방식을 단기간에 바꾸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농가 또는 농업인이 상당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경지 면적이 작거나 고령이어서 다원적 기능 활동 수행에 어려
움을 겪을 수 있는 정책 대상이 수행할 수 있는 세부 활동을 마련하여 대
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 농업 생태환경 프로그램 사례에서 살핀 농촌경관
활동 등이 그 예이다. 이 유형 정책 대상은 현재 정책 대상 중 다수를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을 수행할 잠재력이 여전히 있고, 활동에 대한 반대
급부를 지급했을 때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 과거 개방 농정 시기에 상대적으로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문
제를 완화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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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농촌 참여소득 제도(Rural Social Scheme) 사례>144
농촌 참여소득 제도는 2003년 9월 예산안에서 처음 논의되었고 200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농촌 참여소득
제도의 목적은 농어업 활동만으로 적절한 삶의 수준(adequate living)을 누리지 못하는 농어업인에게 소득 지원을 하는
데 있다. 농촌 참여소득 제도 도입 당시에는 소득지원 프로그램에 가까웠다.145 동시에 사회보장 지원금(Social
Protection Payments)과 공동체 고용 정책(Community Employment Scheme) 부담을 덜려는 목적도 있었다.
초기 농촌 참여소득 제도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제한이 없었고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참여한 사람은 이탈하지 않았다. 2007년부터 아일랜드 실업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농촌 참여소득 제도를 비롯한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농촌 참여소득 제도 참여자가 일자리를 찾게끔(get back into the workforce)
하는 데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사회보장부(현 고용 및 사회보장부)는 ‘소득 지원 프로그램을 고용 촉진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을 발표하였다. 2017년 2월 1일부터 농촌 참여소득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한을 6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매년 4월 1일 심사를 하여 적격 여부를 가린다. 심사를 통과하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농촌 참여소득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농촌 참여소득 제도에 참여하는 농어업인은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대가로 지원을 받는다. 농촌
참여소득 제도에 참여해도 본업인 영농·영어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게끔 매주 19시간 반을 일하면 된다.
2017년 현재 전국 130개소에서 약 3,100명이 일하고 있다. 아일랜드 고용 및 사회보장부(the Department of
Employment Affairs and Social Protection: DEASP)가 농촌 참여소득 제도를 주관하지만 실제 운영은 지역 단위로
지역발전기업(Local Development Company: LDC)이 담당한다.146
저소득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 농촌 참여소득 제도는 신청자에게 사회복지
프로그램 대상임을 증빙하도록 하여 저소득 농어업인을 확인한다. 농촌 참여소득 제도에 참여하려면 1) 25세 이상이면서,
2) 농업인 지원 또는 특정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147을 받고 3) 농업인 자격을 만족148해야 한다. 농촌 참여소득 제도에
참여하는 동안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자격을 잃을 수 있다. 자격을 갖추었지만 참여를 원치 않는 사람은 배우자,
동반자, 동거인 등을 대신 참여시킬 수 있다. 단, 대리인을 참여시키고자 할 때는 별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농촌
참여소득 제도에 참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18년 3월 현재 매주 최저 220.5유로이다.
농촌 참여소득 제도를 운영하면 지역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 어메니티를 향상시키고 공용 시설
유지·보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 농어업인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며, 사회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더불어 지역 내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농촌 참여소득 제도 참여자가 수행하는
활동은 보행로 유지·개선, 노약자 및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절약 활동, 경관개선 활동, 노약자 및 취학연령대 아동 대상
돌봄 활동, 공공시설 유지, 비영리 문화 유산 센터 관련 프로젝트 참여, 행정 및 사무 업무 등 다양하다.

144

145
146

Citizen Information(http://www.citizensinformation.ie/en/social_welfare/social_ we
lfare_payments/farming_and_fishing/rural_social_scheme.html: 2018. 10. 29.), 아
일랜드 고용 및 사회보호부(http://www.welfare.ie/en/Pages/Guide- to-the-Rural-S
ocial- Scheme.aspx: 2018. 10. 29.), 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 and Refor
m(2014)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2000년대 초반 아일랜드 고용률이 유례없이 높았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LDC를 지역 파트너십(Local Area Partnership), LEADER 파트너십, 통합발전
기업(Integrated Development Company)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름과 관계없
이 1) 상향식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2)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3) 지
역 내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문제를 완화하려 노력하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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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환경협동조합(Environmental Co-operative) 사례>
네덜란드는 농업 환경 공공재를 관리하기 위해 농가가 아닌 협동조합을 기본 단위로 하는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네덜란드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인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었다. 생물다
양성 관리 정책은 공간 배치(Spatial Configuration)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Threshold) 서식지를 확보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과거 네덜란드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농경지 생물다양성이 감소한 이유는 농업 환경
공공재가 가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설계했기 때문이다.
둘째, 환경협동조합을 하나의 정책 설계 단위로 삼는 프로그램은 농가 단위 프로그램보다 유연하게 시행할 수 있다
(Flexibility). 네덜란드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은 2단계의 계약 구조 속에서 운영된다(그림 참고). 1단계에서 정부와
환경협동조합이 프로그램 계약을 맺고, 2단계에서 환경협동조합이 개별 조합원(농가)과 세부 계약을 체결한다. 이 같은
설계 방안을 ‘정문-후문 원칙’(Front Door – Back Door Principle)이라 부른다(Terwan et al. 2016).
1단계(정문, Front-Door)에서는 농업 환경목표(Agri-Environmental Targets)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보전
활동 목록(Conservation Activity List)을 작성할 뿐 개별 농가가 이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행 목록을 정하지는 않는다.
2단계(후문, Back-Door)에서 환경보전활동 목록 가운데 개별 농가가 이행할 수 있는 환경보전 활동을 선택한다. 이와
같이 개별 농가들이 가진 이질성(Heterogeneity)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유연성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보다 쉽게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협동조합 단위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이 네덜란드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농업 환경자원
을 관리·보전하기를 원하는 친사회적(Pro-Social) 조직, 즉 환경협동조합을 정책 표적으로 설정하고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농업 환경 공공재가 가진 특성 때문에 일정 지역을 하나의 정책 설계 단위로 삼는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역 단위 프로그램에서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더라도 농가 단위 프로그램보다
이를 관리하기 무척 어렵기 때문에 동일한 지역 단위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일시에 시행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적격성
기준으로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적은 친사회적·친환경적(Pro-Environmental) 조직을 정책 표적으로
우선 선정하여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한국형 성공 모델을 만든 다음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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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문에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이루고, 5) 자율 이사회(Voluntary Board,
지역 대표 35%, 당연직 26%, 사회 파트너(social partner) 22%, 지역 기관 대표
17%로 구성)를 운영하며, 6) 비영리 유한기업 형태를 만족하면 LDC로 볼 수
있다(Irish Local Development Network, http://ildn.ie/about-local-development-comp
anies/: 2018. 10. 29.).
구직자 수당(Jobseeker’s Allowance), 한부모가정 지원(One-parent Family Payment), 사별 연
금(Widow(er)’s Pension), 장애 수당(Disability Allowance) 등이다.
예를 들어 기본지불(Basic Payment Scheme) 신청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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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의 ‘정문-후문’ 원칙>

자료: Terwan et al.(2016)에서 인용하였음. 조원주(2018)에서 재인용.

2.2. 준수기준(Reference level) 설정
제4장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환경 책무 제도를 바탕
으로 하는 농업 환경 정책을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차
준수와 농업 환경지불금을 병용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때 준수기준은 교차준수와 농업 환경 지불금에 해당하는 농업인의 환경
보전 활동을 정의하는 기준을 말한다.
준수기준 이하의 활동은 교차준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오염자 부담 원
칙을 적용하여 농업인이 준수기준까지 환경 질을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반대로 준수기준을 넘어서는 활동은 농업인의 정당한 재산
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아, 의무가 아닌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
로 공급자 획득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농업 환경 지불금 지급).
즉, 준수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농업 환경 공공재를 관리하기
위한 농업인의 책임(교차준수와 농업 환경 지불금 간 경계)과 비용부담 여
부(오염자 부담 원칙과 공급자 획득 원칙 중 어느 쪽을 적용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따라서 준수기준 설정 문제는 환경 책무 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농업 환경 정책으로 전환할 때 매우 중요하다.
준수기준 설정이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를 명확하게 정립한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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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물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 책무를 바탕으로 하는 농업 환경
정책은 대부분 농업 환경 공공재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을 정책 변수로
설정하고 정책을 설계하였다. 그러나 동인이 얼마만큼 변화했을 때 어느 정
도의 농업 환경 공공재가 추가적으로 공급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연구는 드
물다. 즉, 동인과 농업 환경 공공재 공급 간의 상관관계는 과학적으로 입증
되었지만, 둘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연구 결과는 구축되
어 있지 않다(OECD 2015a: 52). 둘째, 농업인이 농업 환경 공공재의 공급
을 완전하게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준수기준을 설정하는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OECD 2015a: 56). 예를 들어 수질이나 대기 오염 같은 비점원 오
염(non-point source pollution)은 오염원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농업인에
게만 준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셋째, 준수기준은 단순히 농업인의 환경
보전 활동과 이에 따른 농업 환경 공공재의 공급 측면만을 고려하는 환경적
효과성뿐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 공평성과 같은 경제·사회적 측면을 고려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준수기준 설정이 어렵다(OECD 2015a: 62).
현재 국내에서는 현행 법률이나 규정에서 정한 농가의 준수 사항을 준수
기준으로 우선 설정한 후 농업 여건과 법령 실정, 이행 점검 가능성, 농가
의 정책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준수기준의 대상 범위와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김태훈 외(2018)는 이와 같은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교차준수 도입 시 사용할 수 있는 준수기준(과도기
안)을 제시하였다<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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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교차준수 도입 과도기(안)
구분

내용/활동

관련 법 근거

수질 및
토양오염

∙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확대 적용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변동직불금 직불금
이행조건)

대기오염

∙ 가축 분뇨처리 시(살포 등) 의무사항(직접적으로는 공공처
리시설업자가 중심이나 농가도 살포 등 관련성이 있음)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시행령 별표
3, 시행규칙 별표 3~6)

∙ 유해물질 잔류 기준 준수(농산물의 농약, 중금속, 기타유
해물질 잔류 기준, 농지, 농업용수, 자재 등의 유해물질
잔류 기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63조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 기준, 식약처고시)

∙ 잔물잔류성 농약의 품목별 사용 가능 횟수 및 사용 시기
준수 (사용 대상자가 정해진 농약과 사용 지역이 제한되
는 농약의 품목별 사용 기준 준수)

농약법 23조(농약 등의
안전사용 기준)

∙ 농축산물잔류농약허용 기준(PLS 적용), 식품 중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 허용 기준 준수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투입재 사용과
관리

∙ 영농일지 등을 기반으로 투입한 농약 및 비료의 종류, 시
기, 사용량, 대상 작물, 농지의 위치 및 면적 등의 기입의무
∙ 농약과 비료 등 판매자에게 실구매자의 인적사항을 포함
한 판매이력 기입의무 부과
∙ 종자산업법에 따른 보증표시 또는 품질표시가 있는 종자
를 사용하고 자가 채종 후 사용 시 이력기록
∙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한 비료를 사용하
고 부산물 비료도 비료관리법에 적합한 것을 사용
∙ 안전하고 적절한 장소에 비료와 농약 보관
∙ 농약병과 폐비닐 등 분리수거하여 처리하는 의무

농약관리법 23조 2(구매자
정보의 기록 및 보존)
종자산업법
비료관리법 제4조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관리할 것
제10조(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제12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수확후 관리

∙ 수확후 세척 및 포장 등 작업 시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인
장소에서 시행지침을 준수

교육 참여

∙ 공익적 기능과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이수

법적
기본
준수
사항
농산물 안전성

영농
활동
준수
사항

자료: 김태훈 외(2018)의 <표 4-36>을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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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관련 법 및 예산 정비(제도 역량 강화)
2.3.1. 관련 법 정비
제4장에서 살핀 ｢헌법｣이 최상위 근본 규범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농
업 부문과 관련된 ｢헌법｣ 조항(현행 제123조 등)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
충 근거를 천명하여야 한다. 최근까지 개헌 논의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먼저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이 이루어지면
단순히 농업 부문에 대한 수혜적 보조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국
가 원리 속에서 국민 전체 후생 증진까지 이룰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국
민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유찬희 외 2017: 81). 이와 함께
｢헌법｣ 조문에 공공 부문(정부), 생산자, 소비자의 책무를 함께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 구조상 세부 사항까지 ｢헌법｣에 직접 규정하기 어
렵다면 단서 조항을 달아 하위 법령에서 다원적 기능 정의 및 범위와 관련
주체 책무를 규정하게끔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이다. 무엇보다 제3
조 제9항149에서 정의한 ‘공익기능’이 긍정적 외부효과만 포함하고 있는 점과
제9조150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고자 할 때 필요한 활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제3조 제9항과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농업·
149

150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9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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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공익기능’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으로 명명하고, 긍정적 외부
효과를 늘리거나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는 것으로 다시 정의한다. 다음으
로 현재 ‘공익기능’ 범위를 확장하여 긍정적·부정적 외부효과를 모두 담도
록 한다. 제9조는 다원적 기능 확충 목적을 현행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
의 식생활 향상”보다 확장시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4조(국가·지방
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와 연계하여 다원적 기능 확충과 관
련하여 각 주체의 책무를 보다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제4조에서도
공익기능 제도 책임은 생산자 단체에게만 국한되어 있다. 또한 기존 농정에
서 강조했고 지금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다원적 기능 확충과 상충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제26조(전업농업인의 육성), 제34조(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등의 법령 표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151
｢헌법｣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이어 개별법을 정비할 필요
가 있다. 세세한 사항까지 논의하는 것은 연구 범위를 넘어가므로 기본 방
향만 제안한다. 먼저 개별법 목적, 원칙 및 방향, 내용 등이 앞서 제시한 원
칙과 상충된다면 하위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농지법｣을
검토할 수 있다. 다른 예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
원에 관한 법률｣은 유일하게 환경보전을 직접 목적으로 천명하고 있지만
구체적 활동 사항이나 법·제도 측면에서 가할 수 있는 제제를 언급하지 못
하는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김태연 2018a) 개편이 필요하다. 나아가 농림
축산식품부 소관은 아니지만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과 관련된 ｢환경 정
책 기본법｣(환경부), ｢경관법｣, ｢지하수법｣, ｢하천법｣(이상 국토교통부 소
관) 등과의 비교·정비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관련 개별법 정비는 준수기준 설정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영농행위별로
다원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나 인과 관계가 전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
기 때문에, 초기에는 현행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준수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 정한 기준 자체가 다양
하고 수준이 지키기 어려울 수 있어 자칫 농가 참여 의사나 준수 자체를

151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찬희 외(2017: 86-91)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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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일 수 있으면서 동시에 정책
대상이 실제로 지킬 수 있도록 규제 사항을 검토·개정할 필요가 있다.

2.3.2. 관련 예산 정비
다원적 기능 확충을 농정 방향의 주요 지향점 중 하나로 삼고자 한다면
예산 배분 역시 이 방향에 발맞추어야 한다. 첫째, 기존 농정에서 중점을
두었던 경쟁력 강화와 경제적 지속가능성(농가소득)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주목했던 사회·환경 측면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끔 예
산을 증액해야 한다. 예를 들어 <표 4-12>의 사업군 중 농수산 인력 양성,
친환경농업 육성, 축산물 안전 관리, 농촌 지역개발 및 도농교류 활성화 부
류에 속하는 사업이 대상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예산 총액을 늘리기 어
렵다면 새로운 농정 방향과 정합성이 떨어질 수 있는 사업(군)이나 과거부
터 큰 변화 없이 유지해 온 사업(군)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
다. 투입재 지원 성격 사업이나 생산물 가격보조(쌀변동직불제 등) 사업이
전자라면, 후자는 농업용수 개발, 생산기반 확대, 농촌지역종합개발 등 하
드웨어 중심 사업과 양곡기금 및 비료계정일 수 있다.152, 153
둘째, 사회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 예산 비중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
예산 성격 역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먼저 기존 사업 중 일부는 다원적
기능 확충이라는 목적을 분명하게 부각시켜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직불제
를 들 수 있다. ‘공익형’으로 분류되는 쌀고정직불제 등도 농가소득 증진
증대와 공익 기능 증진을 동시에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1-2>에서

152

153

이명헌(2018: 104)은 설광언(1990: 22)을 인용하여 1988년 농림수산부 예산 1
조 8,400억 원 중 농업용수개발, 생산기반 확충,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비중이
26.0%, 농촌소득원 개발 및 농촌 지역 종합개발 비중이 13.6%, 양곡기금 및
비료계정 비중이 29.2%라고 밝히고, 최근 예산 비중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
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제시한 사업(군)은 하나의 예시이고, 어떤 사업(군) 예산 비중을 조정
해야 할지는 추가로 연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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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했듯이 상충될 수 있는 경제·사회 환경 지속가능성을 한 사업으로 이
루고자 하는 시도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고, 농업 부문이 책무를
수행하는 반대급부를 제시한다는 방향 전환에도 부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사업 목적을 다원적 기능 확충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천했을
때 지원을 하여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사업 내용 중 하드웨어 관련 지원을 줄이고 교육(역
량 강화), 네트워크 구성 등 소프트웨어 지원을 늘릴 수 있는지 검토하고
가능한 사업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표 5-3> 2018~2022 농발계획 중점 추진 과제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중점
추진
과제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

직불제 확대·개편

◦직불제의 공익적 기능 강화
-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쌀변동직불제 개편

농가 경영 안전장치
강화

◦농업 재해지원, 수입보장보험 확대
◦농기계 공동이용 확대 등 경영비 절감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 혁신

◦쌀 산업 개편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등 수급안정 강화

농식품 혁신성장
역량 강화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업 육성
◦R&D, 빅데이터 등 혁신인프라 정비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농 등 미래인력 육성
◦농생명소재, 반려동물산업 등 육성

환경친화형 농축산업
육성
안심 먹거리체계
구축

◦친환경농업 육성
◦축사현대화 등 축산환경 개선
◦국가/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콩 등 수입의존도 높은 품목의 식량자급률 제고

건강한 식생활 지원

◦학교 과일간식 지원제도 도입 등
◦공공급식의 품질 제고

농축산물 안전· 품질
관리 강화

◦예방 위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
◦GAP·HACCP 등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구현

◦통합적 지역개발 등 농촌뉴딜
◦산림을 복지·휴양공간으로 활용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농촌 특화형 복지 확충
◦여성 농업인의 위상 제고

지역 순환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사회적 경제 육성, 귀농·귀촌 활성화 등

주: 굵게 표시한 부분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 판단한 내용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8b: 12)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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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법정계획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에
의거하여 특정 기간 예산 비중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농발계
획은 5년 동안 농정 방향과 중점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장기 로드맵에
더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단계적으로 실천할 과제를 파악할 수 있다.
2018~2022년 농발계획에서 제시한 중점 추진 과제 중 ‘직불제 확대·개편’,
‘환경친화형 농축산업 육성’, ‘안심 먹거리 체계 구축’, ‘지역 순환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등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과 밀접하게 관계된다<표
5-3>. 이를 토대로 교차 준수기준 마련,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 실시, 친
환경농업 정책 재정립, 토지 이용 주민 협약 제도 도입, 투입재 및 시설보
조 관련 사업 축소, 인력 육성 및 연구개발 정책 강화 등 구체적 부문(이명
기 2018: 19-27)의 예산 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

3. 책무 이행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3.1. 기본 방향
스위스 사례(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원적 기능 확충으로 농정 방향
을 전환하고자 하더라도 이 논의가 농업 부문 내부에서만 이루어져서는 효
과를 거두기 어렵고, 사회 구성원 또는 국민 역시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
다. 농업 부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면서 지원을 계속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고, 사회에서 농업 부문에 원하는 바를 적시에 반영하려면
공감대 형성과 소통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농업 부문이 수행하고 있지만 평가·
보상 받지 못하는 기능의 가치를 지원할 필요’를 강조하는 방식154에서 ‘사
회 투자155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글상자 5>.
154

최근 개헌 논의 과정에서 농업 부문 공익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표현하고, 이
를 근거로 지원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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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5> 보상, 반대급부, 정책 수단 조정 개념 비교156
보상은 정책 개혁 결과 후생이 줄어든(worse off) 특정 집단(targeted group)에게 금전적 이전(monetary transfer)
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반대급부는 정책 변화 이후 특정 집단에게 금전적 이전을 비롯해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상과 비슷하다. 그러나
보상이 별도의 가치 판단(예를 들어 ‘누가 어떠한 다원적 기능 관련 활동을 할 때 얼마를 줄 것인가?’) 없이 이루어지는
반면, 반대급부는 특정 집단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사회 후생도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합당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정책 수단 조정은 현재 정책 목표는 유지하되, 정책 수단을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보상금과 정책 수단 조정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금액을 지급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이다. 정책 수단 조정은 보상 정책과 비슷하지만, 지불
(지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르다. 2004년 양정개혁을 실시하면서 기존 정부 수매 방식을 폐지하고,
2005년 기존 직불제를 통합하여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쌀 농가소득을 보전하겠다는
목표를 계속 유지하였지만 기존 가격지지를 소득지지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논리 흐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 부문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능을 수행하였지만, 동시에 부정적 외부효과 또는 역
기능을 수행하였다. 둘째, 따라서 농업 부문 ‘책무(stewardship)’를 강화하
여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시도하는 방향으로 전
환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면서 사회 전
체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지향하고자 한다. 셋째, 그럼에도 현재 농업
부문 여건을 고려할 때 자생적으로 방향을 완전하게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회 투자 관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155

156

정형선(2007: 146)을 따라 사회투자를 “미래에 발생할 유형 또는 무형의 산출
을 높이기 위해 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에 대한
현재의 지출”로 정의한다. 이 연구 맥락에서 미래에 발생할 유형 또는 무형의
산출은 다원적 기능 확충(긍정적 외부효과 증대, 부정적 외부효과 감소)과 지
속가능성 강화이고, 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은 정책 대상에 해당한다.
Martini(2007)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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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업의 책무 이행에 관한 사회적 인지 수준
농업 부문의 사회적 책무 차원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
는 논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2017년 개헌 논의 과정에서도 농
업의 ‘공익적 기능’ 또는 ‘공익적 가치’를 헌법 조항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
장이 제기되었다(사동천 2018). 이에 앞서 살펴야 할 점 중 하나는 소비자
와 일반 국민이 헌법 조항 삽입을 비롯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지닌 역할
과 가치를 인정하고 동의하는지 여부이다. 나아가 과연 일반 국민이나 소
비자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자체가 관건일 수
있다.
김동원·박혜진(2014)은 도시민 1,500명과 농업인 1,209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여157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비중이
36.1%라고 분석하였다.158 도시민 중 농업의 다원적 기능 생산을 알고 있
다고 응답한 비중은 22.5%로 농업인(49.7%)보다 낮았다(김동원·박혜진
2014: 63). 황영모 외(2016)는 2015년 3월 28일부터 4월 11일 동안 전라북
도 14개 시·군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
여, 농업·농촌이 수행하는 4가지 다원적 기능(식량안보, 환경 보전, 경관·
문화, 지역사회 경제)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29.1%로, 모른다고 응
답한 비중(37.6%)보다 낮다고 밝혔다(황영모 외 2016: 86). 김태훈 외
(2017: 126)는 설문조사 결과(응답자 901명)를 바탕으로 “농업·농촌이 수
행하는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잘 알고 있거나 대략적으로 안다는 응답
비중이 29.3%라고 밝혔다.
일반 국민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를 다룬
선행연구는 제한적이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는 용어 때문에 알고 있
157

158

“귀하는 농업이 다원적 기능을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
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답변 결과이다.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2014년 5월 실시한 결과와 비교하여, 일본(63.0%)에 비
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고 밝히기도 했다(김동원·박혜진
2014: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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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응답 비중이 낮아졌을 수 있지만, 소비자가 국민의 다원적 기능을 널
리 인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3.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 개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7년 4월 3일부터 14일까지 1,529명을 대상
으로 실시한 설문조사159를 분석한 결과, 응답 집단 간 농업의 다원적 기능
관련 인식 격차가 컸다.
농업 부문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집단별 응답 결과를 비교하면 일반 국
민은 다른 집단에 비해 농업 부문의 긍정적 기능을 낮게 평가했다<그림
5-4>. 특히 식량의 안정적 공급, 환경 및 생태계 보전 등의 기능이 상대적
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농업인은 국토 균형 발전 이바지, 일자리 창출
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보는 반면, 환경 및 생태계 보전 기여는 일
반 국민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정책 관계자는 농업 부문 기능 전반
에 걸쳐 일반 국민이나 농업인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농업의 긍정적 기능이 어느 정도 변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 집단 모두 긍정적 기능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그림 5-5>.
정책 관계자 집단이 일반 국민 및 농업인 집단보다 긍정적 기능 변화를 높
게 평가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159

일반 국민 1,000명, 농업인 323명, 전문가 81명, 정책 관계자 125명이 응답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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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농업 부문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집단별 인식

주: ‘전혀 그렇지 않다.’(0점)부터 ‘매우 그렇다.’(10점)로 나누어 질문하였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17. 4.).

<그림 5-5> 최근 10년간 농업 부문의 긍정적 기능 변화에 대한 집단별 인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17. 4.).

농업 부문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집단별 응답 결과를 비교하면 일반 국민
은 다른 집단에 비해 농업 부문의 부정적 기능을 심각하게 평가했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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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60 일반 국민 집단은 특히 식품 안전성에 대해 의구심을 강하게 제기했
다.161 농촌 난개발 등 국토 발전 저해, 환경오염, 생활 여건 불리 등은 세 집
단이 비슷하게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정책 관계자 집단은 농업 부문이 정
부 지원에 의지하는 점을 다른 집단보다 현격하게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하였
다. 일반 국민 집단도 농업인 집단보다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림 5-6> 농업 부문의 부정적 기능에 대한 집단별 인식

주: ‘전혀 그렇지 않다.’(0점)부터 ‘매우 그렇다.’(10점)로 나누어 질문하였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17. 4.).

160

161

“국민들이 관념적으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를 체감하
기는 어려워, 농업에 대한 지원을 수용하겠다는 여론은 강하지 않은 편이다. 한
편 식품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불신, 수질과 토양 오염 심화, 가축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AI와 구제역의 빈발과 가축 대량 살처분 등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근거한 농업 지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일으키고 있다.”(오내원 2017).
설문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와 ‘살충제 계란’ 파동이 불거진 시기가 비슷하다
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그림 5-7>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 국민 집단
은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지난 10년 동안 농업의 부정적 기능이 확산되어 왔
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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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농업의 부정적 기능이 어느 정도 변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 집단 모두 부정적 기능이 줄거나 비슷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그림 5-7>. 농업인 집단이 일반 국민 집단보다 부정적 기능이 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정책 관계자 집단은 일반 국민 및 농업인 집단보다 부정적
기능이 개선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림 5-7> 최근 10년간 농업 부문의 부정적 기능 변화에 대한 집단별 인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17. 4.).

지난 5년 동안 농식품 안전성이 어떠한 식으로 변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집단별 양상은 지난 10년간 농업의 긍정적·부정적 변화에 대한 인식
과 비슷했다<그림 5-8>. 일반 국민 집단 중 26.0%가 농식품 안전성이 악
화되었다고 응답한 반면,162 정책 관계자 집단은 매우 개선되었거나 개선
되고 있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79.2%였다.

162

통계청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먹거리, 13세 이상) 조사 결과에서 ‘매우
불안’ 또는 ‘비교적 불안’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014년 45.1%, 2016년 41.6%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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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최근 5년 동안 농식품 안전성 변화에 대한 집단별 인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17. 4.).

일반 국민은 농업 부문에서 긍정적 영향을 강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줄이
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겠다는 의향
(43.4%)을 다른 집단보다 강하게 가지고 있다<그림 5-9>. 동시에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더라도 동조할 의사가 분명하지 않다는 의견도 17.9%에
달했다. 반면 농업인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세금
추가 부담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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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농업·농촌의 긍정적 영향을 강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세금 추가 부담’ 의향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분석(2017. 4.).

응답 집단 모두 농업 부문 변화를 전제로 세금을 추가 부담할 때 사용하
기를 원하는 분야로 ‘농식품 안전성 강화와 농촌 환경 및 경관 개선’을 강
조했다<그림 5-10>. 농업인 집단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데 가장 부정
적이었으나, 세금을 다원적 기능 확충에 사용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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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때 사용을 원하는 용도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분석(2017. 4.).

집단 간 인식 격차와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그동
안 농업 부문이 사회 구성원에게 제공한 기능과 영향에 대한 인식 차이는
상당하다. 특히 소비자는 식품 안전성 문제 등 부정적 영향에 민감한 반면,
농업인과 정책 입안자 집단은 긍정적 기능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다.
둘째, 사회 구성원이 농업에서 기대하는 역할은 앞으로 변화하기 쉽다. 농
식품의 양과 질을 아우르는 본원적 기능을 넘어 (이 연구에서 정의한) 다
원적 기능 범주에 속하는 기능을 점차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이러
한 방향으로 정책과 실천을 바꿀 수 있다면 소비자가 지지를 보낼 개연성
도 있다. 최소한 어떠한 방향으로 재원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공
감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

170 다원적 기능 확충 과제

4. 다원적 기능 확충 실천 및 환류 평가 단계 과제

4.1. 실천 활동 설정
다원적 기능 확충 관련 활동 행위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역량을 확보한
뒤 실천 단계로 넘어갈 때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어떤 활동을 하게
끔 유도할 것인가, 난이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가, 활동별로 어느 정
도 반대급부를 지급할 것인가, 활동을 성실히 수행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등이다.
첫째, 활용 유형을 설정할 때 두 가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먼저 행위자가
이전부터 익숙한 방식과 지나치게 달라지면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을 수 있
고 심리적 저항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영농 방식을 바꾸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자 한다면 기존 방식과 가급적 다르지 않게끔 설계할 필요가 있
다.163 다음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실천해야 하는 활동을 지나치게 세
밀하고 정교하게 설계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일률적인 기준을 구체적
으로 설정하면 지역의 생태-사회적 맥락을 반영하기 어렵고 (외부) 동기와
역량(특히 제도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시범 사업을 도입한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 세부 활동
및 지급 단가(안)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표 5-4>. 첫째, 행위자
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활동과 의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활동을
사전에 정하여 동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더욱이 의무 활동은 참여자
중 일정 비중 이상이 참여하는 것을 ‘참여 최저조건’으로 설정하였는데 제
도 자본이 행위자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
서 ‘외부 양분 투입 감축’에서 선택할 수 있는 활동 수를 제한한 것도 제약
163

Morris and Porter(1995), Falconer(2000), Morris(2000) 등도 영국 농업 환경 프
로그램 사례에서 같은 현상을 발견하고 ‘goodness-of-fit’이라고 불렀다. 충남
생태환경 프로그램에서 행위자가 초반에 ‘논둑 풀 안 베기’ 참여에 크게 거부
감을 느낀 이유도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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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될 수 있다. 둘째, 일부 사업은 물적 자본과 관련되어 있지만, 실천
단계와 관련성이 낮을 수 있다. 가축분뇨 처리·자원화 시설 확충 지원 등
의 프로그램은 물적 자본을 강화하는 사업이지만 실천 단계에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줄지 불투명하고 다른 사업과 중복될 수도 있다. 부숙도 판
정 의뢰 의무나 비료사용 처방서 역시 관련 시설 접근성이나 규모 등 물적
자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행위자가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
다. 셋째, 지역 맥락과 행위자 특성에 따라 실천 비용이 다를 수밖에 없음
에도 단가를 고정하면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고
제도 자본이 실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하려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만 제시하고 프로그램 메뉴 선택, 참여 방식, 단가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선택/개별

②완효성 비료 사용

의무/개별
의무/개별

②가축분뇨 퇴·액비 살포기준 준수, 적정 관리

③가축분뇨 퇴·액비의 적정 사용(1-①과 동일)

선택/개별
선택/개별

②휴경기 녹비작물 재배 및 토양 환원

③농작물의 다양한 작부체계 운영

의무/개별

②잡초 방지를 위한 물리적·생물학적 제초

5만 원/10a

5만 원/10a

5만 원/10a

6만 원/10a

4만 원/10a

2만 원/10a

5천 원/액비

2만 원/10a

2만 원/10a

지급단가

물리적·생물학적 방제 비용(국비 100%)

물리적·생물학적 방제 비용(국비 100%)

종자·활동비용(국비 100%)

종자·활동비용(국비 100%)

장비는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지원(국비 100%)

시료채취 비용(국비 100%)

액비 부숙도 판정 의뢰 의무(국비 100%)

개별 2억∼20억 원/개소
공동 4천만~9천만 원/톤

일반비료와 차액(국비 100%)

시료채취 비용(국비 100%)

비고

주: 의무 활동은 지구 내 참여 농업인 일정 수준 이상이 의무적으로 참여, 선택 활동은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선택, 시설/인프라는 하드웨어 지원,
개별은 개별 농업인 단위 수행, 공동은 협약 참여 농업인 중 일정 수준 이상이 참여하는 형태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 자료.

의무/개별

①병해충 방지를 위한 물리적·생물학적 방제

5. 농약사용 저감

선택/개별

①농업부산물의 농지 환원

3. 외부 양분투입 감축 : ①, ②, ③ 중 하나만 선택

시설/인프라

①가축분뇨 개별·공동 처리·자원화시설 확충

2. 가축분뇨 관리

의무/개별

특성

①토양검정 및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라 시비

1. 적정 양분투입

활동

<표 5-4>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 분야별 세부 활동 및 지급 단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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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세부 활동별 난이도 역시 지역 행위자별로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
으므로 상향식 방식을 더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준수기준(<표
5-2>)을 설정한 이후에는 이 수준을 지킬 수 있게끔 활동 수준 하한을 적
용할 필요가 있다.

4.2. 환류 평가 지표 설정
이 장에서 논의한 분석 틀을 적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농정 방향을 ‘다
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지속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데’ 있다. 행위
자-동기-역량-실천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이 목적을 이루려면 필요
한 단계이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각 단계 또는 단계 사이에서 과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진단하고 환류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하고 미진
한 사항을 고칠 수 있게끔 환류를 촉진하는 것이다. 지표 설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표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
져야 하고, 충분한 기간 동안 축적하여 변화를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런 점에서 현재 농업 부문 다원적 기능과 지속가능성 수준과 관계를 가늠
할 수 있는 지표는 매우 제한적이다<표 5-5>.164
이 지표 중에서도 상당수가 단기적으로 드러나는 실적(outputs)이나 양적
지표를 쓰고 있어 행위자-동기-역량-실천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가늠하기
어렵다. 또한 연도별로 지표가 없어지거나 새로이 도입되어 다원적 기능과
지속가능성 관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환류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164

<표 5-5>에서 제시한 지표는 농림축산식품부(2017c)에서 제시한 전체 성과지
표 중 농업의 다원적 기능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기능(제2장)과 관련이 있
다고 판단한 내용을 선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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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농업 부문 성과 관리 계획 중 다원적 기능 관련 지표
전략/성과 목표

성과지표

Ⅰ. 지속가능한 농산업 육성으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Ⅰ-②. 친환경적인 농축산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① 친환경농업 육성
②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 저감

① 친환경 인증 부적합률(%)
② 광역 단지·지구 내 친환경 인증면적 비율(%)
① 가축분뇨 자원화율(%)
② 광역악취 개선 사업 지원지역 악취민원 감소율(%)
① 유실·유기동물 소유주 인도율(%)

④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 조성

② 반려동물 등록 마릿수(천 마리)
③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농가 수(개소 수)

Ⅱ-②. 재해대응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을 조성한다.
①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 (공통)
③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

②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 마련
③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①AI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④ AI 조기종식 및 방역체계 개선

②AI 방역대책 개선방안 마련
③AI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운영계획 수립

Ⅱ-④. 직불제 개편·확충, 농가의 경영역량 지원 강화를 통해 소득·경영 안정 기반을 강화한다.
①농가소득 지지율(%)(공통)
① 직불제 내실화
(공익형직불제 확대개편 포함)

②경영이양 면적(ha)(공통)
③정주농 비율(%)(공통)
④밭직불금 신청 대비 적격비율(%)(공통)

Ⅲ.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을 건설한다.
Ⅲ-①.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통해 쾌적한 농촌공간을 조성한다.
①농촌중심지활성화(선도지구) 대상지 선정
① 농촌 정주여건 개선

②취약 지역 생활여건 주민만족도(%)
③농촌 빈집 정비 실적
①마을리더 교육 참여자 수(명)

② 주민 참여형 지역개발

②콘테스트 참여 마을 수(개소)
③사후관리(점검) 개소 수

Ⅲ-②. 농업인의 농정 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하고 소통하는 농업·농촌을 실현한다.
①도시농업 참여자 수(만 명, 공통)
② 도시농업 활성화

②도시텃밭 면적(ha)
③박람회 활성화도(점,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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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전략/성과 목표

성과지표

Ⅲ-③. 농업 활동과 연계한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①농촌관광 방문객 수(만 명)
③ 농촌관광 활성화

②농촌체험마을 매출 증가율(%)
③농촌관광 등급평가 개소 수(개소)

Ⅳ.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을 조성한다.
Ⅳ-①. 국민 먹거리 만족도 제고를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한다.
① 맞춤형 바른 식생활 교육·체험 확산
②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확대
③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HACCP)

①우수농어촌 식생활 체험 공간 지정(개소)
②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수(천 명)
①GAP 인증농가 비율(%)
②소비자 인지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정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7c); 대한민국 정부(2018)를 참고하여 작성.

둘째, 지표 성격을 결과에 기초한 평가 방식(performance-based approach) 중
심에서 실천을 제대로 했는지 평가하는 방식(driving- force-based)으로 일정
정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결과에 기초한 평가 방식을 사용하면 행위자가 새
로운 시도를 하거나 노력을 기울일 동기 부여를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준수
기준을 지켰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적어져 거래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이러
한 이유로 기존 성과 평가는 결과에 기초한 평가 방식을 주로 채택해 왔다.
그러나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1)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
거나 지역 환경 책무 활동을 실천하더라도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있다. 결과에 기초한 평가 방식으로는 이 성과(outcomes)를 정확히
계측하거나 평가하기 어렵다. 2) 준수 조건을 지키더라도 반드시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불확실성). 친환경농업지구 사업 초기에 지구 내 일
부 농가가 농약을 사용하여 인근 농가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가 대표적이다. 3) 성과를 계측하는 단위나 기준에 대한 의견을 통일하기
어렵고 정량화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행위자 동기를 고려할 때
일정 부분 정해진 활동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글상자 6>.

176 다원적 기능 확충 과제

<글상자 6> 북부 아일랜드 교차준수 점검 방식 사례
북부 아일랜드에서는 관리 기관(Competent Control Authorities) 4곳에서 관할 구역별로 검사를 담당한다.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농지를 대상으로 사전에 고지를 할 수 있다(법적 규정). 사전 통보는 검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
야 한다. 검사원이 검사 대상 농가를 방문하면 즉시 검사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알려주어야 한다. 검사 기간이 농지/가
축사육 규모와 준수 항목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DAFM 2016).
검사 목적은 교차준수 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규정에 따라 대상 농가는 부지(premises) 내
농지·작물·가축 등과 관련 기록(가축 등록, 이동 이력, 의료 기록 등)을 확인한다. 농가는 의무적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준수 사항을 나열한 체크 리스트를 이용한다(아래 그림). 대상 농가가 준수 사항을 지켰다고 판정하
면, 실제 결과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자격을 갖추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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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1

EU 및 일본의 다원적 기능 관련 정책 변화165
1. 유럽연합(EU)

유럽연합에서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을 제정
할 당시 가장 큰 문제는 만성적인 식량 부족이었다. 이 시기 주요 정책은
가격지지, 국경보호 성격을 지녔다. 정부가 적극 개입하면서 식량 부족 문
제를 해결하였으나, 이후 대부분 품목에서 공급 과잉이 이루어지는 문제에
직면했다. 이에 유럽연합은 수출상환(export refunds) 방식으로 수출량을
늘려 국내 공급 과잉 문제에 대응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른 농산물 수출국
과 갈등이 깊어지고, 재정 부담이 늘어났다. 동시에 정부 지원이 늘어나면
서 집약화와 특정 품목 전문화를 가속화되었다. 이 때문에 투입재 사용 증
가, 환경 질 악화, 생물학적 다양성 증가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부도 1-1>.

165

유찬희·김종인·박지연(2016)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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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1> 유럽연합의 농업 여건 변화와 농정 개혁 과정

자료: 유찬희·김종인·박지연(2016: 1).

결국 1992년 공동농업정책을 개혁하면서 시향지향성을 강화하였다. 동시
에 1992~2003년 다원적 기능과 고부가가치 농업 개념을 중심으로 공동농
업정책을 개혁하면서 농업 부문 지원 근거와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충분한 수의 농업인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연 환경과 오래전부터 내려온 경관, 그리고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가족농에 기반한 영농 체계를 유지할 수 없다. (중략) 요컨대, 농업인이 농촌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두 가지 기능, 즉 생산 활동과 자연 환경 보전을 수행(최소한 수행할 수 있거나 수행해
야)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환경 보전을 수행한다 함은 농업인을 환경 관리자(environmental
managers)로 생각하고 지원하여, 덜 집약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환경친화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91; 유찬희·김종인·박지연
(2016: 7)에서 재인용).
“농업인은 다양한 임무(tasks)를 수행해서 사회 전체의 편익을 증진시킨다.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럽
공동체 유관기관이 적절하게 개입하지 않으면 이러한 활동을 계속하기는 어렵다.”(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92; 유찬희·김종인·박지연(2016: 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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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를 겪으면서 공동농업정책 핵심 목표는 초기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산성 향상에서 환경 질 개선, 농촌개발, 소비자 문제까지 확대되
었다. 여건 변화에 맞추어 농업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지원 근거를 확보하
려는 노력은 2013년 개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4~2020년 공동농업정
책을 준비하기 시작한 2010년 당시 주요 여건 변화로 식량안보, 생산성 증
가 둔화, 가격 불안정성 증대, 생산비 증가(이상 경제 측면),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배분, 환경 질 관리, 야생동물 서식지와 생물학적 다양성 관리 강화
필요(이상 환경 측면), 농촌 지역 인구 과소화 진전과 활력 약화(이상 지역
측면)를 들었다(EU Commission 2013: 2).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배경으로166
2014~2020년 공동농업정책은 녹색화(Greening) 등의 개념을 도입했고, 상
품 및 공공재를 함께 공급도록 유도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었다(EU
Commission 2013: 5).167, 168

2. 일본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심각한 쌀 부족 문제를 겪었다. 일본 정부
는 쌀 가격을 높게 유지하여 증산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쌀 부족을 해소하
고자 하였다.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과잉재고 문제가 심화되면서,
일본 정부는 1971년부터 생산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부도 1-2>.
1990년대부터는 시장 개방 압력이 늘어나는 한편 쌀 소비량이 빠르게
감소하였다. 쌀 관세화를 유예시켰으나 의무수입물량이 늘어나 재고 부담

166

167
168

2013년 공동농업정책 개혁은 최초로 집행위원회와 의회가 함께 논의를 진전
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논쟁은 Tangermann(2011)을 참고하기 바란다.
녹색화 시행 결과에 대한 중간 평가는 EU Commission(2016)을 참고하기 바란다.
2018년 1월부터 2020년 이후 공동농업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지기 시
작했다(https://ec.europa.eu/commission/publications/natural-resources-and-environment: 2018.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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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증가했고,169 1인당 쌀 소비량이 계속 감소하면서 수급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결국 1990년대 중반부터 가격지지 방식에서 소득지지 방
식으로 전환하였지만, 시장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경영안정 정책이 당초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웠다. 일본 정부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2007년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170, 2011~2013년 ‘호별소득보상제’ 등
을 차례로 도입하였다.
한편 2000년부터 중산간지역 고령화 심화와 영농 중단 등 때문에 ‘다원
적 기능’171이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중산간지역 등 직불’을 도입하
였다.172
<부도 1-2> 일본의 농업 여건 변화와 농정 개혁 과정

자료: 유찬희·김종인·박지연(2016: 21).

169
170

171
172

1999년 관세화로 이행하였다.
고정직불제에 해당하는 생산조건 불리 보정대책과 기존 경영안정 대책과 비슷
한 수입(收入) 감소 영향 완화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일본에서는 다면적(多面的) 기능이라고 표현한다.
일본의 다면적 기능 관련 정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유찬희 외(2017: 47-56)
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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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2

한국 농업 지속가능성 실태 추가 지표
1. 세계 식량안보 지수
<부표 2-1> 세계 식량안보 지수: 한국
지표

2012

2015

2016

2017

종합

74.5

75.3

75.5

74.7

1) 식량 구입 용이성(Affordability)

73.4

72.8

72.0

71.2

90.3

89.2

89.3

88.0

100.0

100.0

100.0

100.0

23.5

24.0

24.2

24.9

1.1) 가구 지출 대비 식료품비 비중
1.2) 세계 빈곤선 미만 인구 비중
1.3) 일인당 GDP(US$ PPP)
1.4) 농산물 수입 관세

26.7

21.4

13.3

6.2

1.5) 식품안전성 제도 유무

100.0

100.0

100.0

100.0

1.6) 농업인의 금융 이용 용이성

100.0

100.0

100.0

100.0

2) 식량 가용성(Availability)

73.5

75.0

76.2

75.2

2.1) 충분한 식품 공급량

75.3

84.5

83.9

84.6

66.4

78.8

78.0

79.0

100.0

100.0

100.0

100.0

62.5

50.0

50.0

50.0

2.1.1) 평균 식품 공급량
2.1.2) 지속적인 식량 원조 의존도
2.2) 공공 부문 농업 R&D 예산
2.3) 농업 기반

80.6

80.6

80.6

80.6

100.0

100.0

100.0

100.0

2.3.2) 도로 시설

75.0

75.0

75.0

75.0

2.3.3) 항만 시설

75.0

75.0

75.0

75.0

2.4) 농산물 생산 변동성

94.9

94.6

94.2

94.2

2.5) 정치 안정 정도

55.6

55.6

55.6

52.9

2.6) 부패

50.0

50.0

50.0

50.0

2.7) 도시 흡수 여력(Urban absorption capacity)

77.6

68.5

82.8

72.3

2.8) 식품 감모

76.3

86.8

86.8

88.0

3) 품질 및 안전성

80.2

82.2

82.2

81.9

63.2

64.3

64.3

64.3

100.0

100.0

100.0

100.0

3.2.1) 식생활 지침

100.0

100.0

100.0

100.0

3.2.2) 국가 영양 계획 및 전략

100.0

100.0

100.0

100.0

2.3.1) 적정한 식량 저장 시설 유무

3.1) 다양한 식품 섭취
3.2) 영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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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지표
3.2.3) 영양 모니터링 및 감독
3.3) 미량원소 섭취 가능성
3.3.1) 비타민 A
3.3.2) 철분
3.3.3) 식물성 철분
3.4) 단백질 품질
3.5) 식품 안전성
3.5.1) 식품 안전 및 보건 담당 기관
3.5.2) 물(portable water) 이용 가능 인구 비중
3.5.3) 식료품점 유무
4) 자연 자원과 복원력(Resilience)
4.1) 위험 노출 정도
4.1.1) 기온 상승
4.1.2) 가뭄
4.1.3) 홍수
4.1.4) 태풍 강도
4.1.5) 해수면 상승
4.1.6) 위험 관리 수준
4.2) 물
4.2.1) 농업 수자원 위험(양)
4.2.2) 농업 수자원 위험(질)
4.3) 땅
4.3.1) 토양 침식/유기물 함량
4.3.2) 초지
4.3.3) 산림 면적 변화
4.4) 바다
4.4.1) 부영양화 및 산소 부족
4.4.2) 해양 생물 다양성
4.4.3) 해양 보호 구역
4.5) 민감도
4.5.1) 식품 수입 의존도
4.5.2) 자연 자본 의존도
4.5.3) 재난 위험 관리
4.6) 재해 적응 능력(Adaptive capacity)
4.6.1) 조기경보/기후 스마트 농업
4.6.2) 국가 농업 위험 관리 시스템
4.7) 인구 스트레스
4.7.1) 인구 증가(2015~20)
4.7.2) 도시화(2015~20)

2012
100.0
80.9
100.0
100.0
42.8
70.0
98.0
100.0
95.4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5
100.0
80.9
100.0
100.0
42.8
76.2
99.7
100.0
99.4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6
100.0
80.9
100.0
100.0
42.8
76.2
99.7
100.0
99.4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Global Food Security Index(https://foodsecurityindex.eiu.com/: 2018. 4. 4.).

2017
100.0
80.9
100.0
100.0
42.8
76.2
98.0
100.0
95.3
100.0
53.9
63.9
74.6
95.7
19.8
92.4
96.7
0.0
34.3
34.5
33.6
86.9
93.3
100.0
54.4
18.1
0.0
40.4
5.7
51.2
8.9
99.9
57.1
50.0
0.0
100.0
73.2
69.6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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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 세계 식량안보 지수: 자연 자원과 복원력 상세 비교
지표
4) 자연 자원과 복원력(Resilience)

한국

평균
53.9

62.6

4.1) 위험 노출 정도

63.9

63.2

4.2) 물

34.3

55.0

4.3) 땅

86.9

81.1

4.4) 바다

18.1

65.5

4.5) 민감도

51.2

54.4

4.6) 재해 적응 능력(Adaptive capacity)

50.0

57.9

4.7) 인구 스트레스

73.2

57.4

4.1.1) 기온 상승

74.6

70.4

4.1.2) 가뭄

95.7

64.9

4.1.3) 홍수

19.8

39.5

4.1.4) 태풍 강도

92.4

56.4

4.1.5) 해수면 상승

96.7

95.1

0.0

39.3

4.2.1) 농업 수자원 위험(양)

34.5

53.2

4.2.2) 농업 수자원 위험(질)

33.6

62.0

4.1.6) 위험 관리 수준

4.3.1) 토양 침식/유기물 함량

93.3

83.1

100.0

97.6

54.4

58.6

0.0

75.2

40.4

65.2

4.4.3) 해양 보호 구역

5.7

37.3

4.5.1) 식품 수입 의존도

8.9

25.9

4.5.2) 자연 자본 의존도

99.9

89.0

4.5.3) 재난 위험 관리

57.1

57.6

4.3.2) 초지
4.3.3) 산림 면적 변화
4.4.1) 부영양화 및 산소 부족
4.4.2) 해양 생물 다양성

4.6.1) 조기경보/기후 스마트 농업

0.0

45.6

100.0

70.2

4.7.1) 인구 증가(2015~20)

69.6

56.9

4.7.2) 도시화(2015~20)

84.1

58.8

4.6.2) 국가 농업 위험 관리 시스템

자료: Global Food Security Index(https://foodsecurityindex.eiu.com/: 2018.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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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성 지수

<부표 2-3> 분석 지표별 중요도 및 성과 평가
정책 부문

분석 지표

중요도
(%)

성과

개선 우선순위
지수

농업(환경)

농업 생산 및 농식품 안전

4.05

2.15

1.41

시장 및 제도

정책 추진 역량

3.80

2.73

1.18

물적·인적·사회적 자본

생산가능 인구 수 및 비중

3.06

3.33

0.77

물적·인적·사회적 자본

인프라(SOC)

3.00

3.96

0.66

농업(환경)

농업자원 및 환경 규제·정책

2.98

3.56

0.71

농업(경제)

%PSE(정부 지원 정도)

2.98

5.91

0.54

농업(경제)

농가 교역 조건

2.92

2.89

0.79

농업(혁신)

공공 R&D 투자

2.82

4.13

0.58

시장 및 제도

GDP 대비 정부예산 비중

2.80

4.26

0.56

일반 경제 여건

실질경제성장률

2.72

3.25

0.66

농업(경제)

총요소생산성

2.69

3.77

0.58

농업(경제)

경영주 평균 연령

2.62

2.35

0.79

농업(환경)

면적당 농약·비료 투입량

2.61

2.87

0.69

일반 경제 여건

총투자율

2.51

3.26

0.59

물적·인적·사회적 자본

소득 불평등 정도

2.45

2.43

0.72

일반 경제 여건

1인당 GDP

2.42

3.20

0.58

농업(사회)

농촌사회 안전망

2.39

2.15

0.76

농업(환경)

농업 부문 물 사용량, 수질

2.39

2.86

0.62

농업(사회)

농촌인구 고령화

2.35

1.84

0.82

물적·인적·사회적 자본

사회 관계 및 타인 신뢰도

2.23

2.32

0.68

농업(혁신)

개발기술의 사업화(실용화)

2.15

2.84

0.56

농업(사회)

정주 여건

2.15

2.58

0.61

농업(혁신)

R&D 인력

2.15

3.34

0.48

시장 및 제도

기업 혁신 역량

2.11

2.30

0.65

농업(혁신)

민간 R&D 투자

2.08

3.32

0.46

농업(환경)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03

3.57

0.42

일반 경제 여건

소비자 물가 수준

2.02

5.13

0.27

농업(경제)

호당 경지면적

2.01

3.27

0.45

농업(사회)

농가 간 소득불평등 정도

1.92

2.85

0.50

부록

185
(계속)

정책 부문

분석 지표

중요도
(%)

성과

개선 우선순위
지수

농업(혁신)

기술 보급 서비스

1.90

2.98

0.47

농업(환경)

동물복지

1.90

3.26

0.43

농업(사회)

주요 서비스 접근성

1.88

2.32

0.59

일반 경제 여건

실업률

1.86

3.06

0.45

시장 및 제도

기업 및 시장 규제

1.83

5.33

0.22

시장 및 제도

노동시장 효율성

1.83

3.19

0.42

물적·인적·사회적 자본

ICT 인프라 및 모바일 이용자 수

1.74

4.44

0.25

농업(경제)

농업 부문 조세 제도

1.69

5.86

0.17

농업(경제)

수입 농산물 관세/비관세 조치

1.68

4.35

0.25

시장 및 제도

금융시장 효율성

1.53

2.97

0.40

농업(사회)

읍·면 인구 비중

1.51

3.74

0.28

일반 경제 여건

교역 규모

1.49

3.70

0.28

일반 경제 여건

금리(이자율)

1.29

5.94

0.10

농업(사회)

농촌사회 타인 관계

1.24

3.11

0.33

농업(혁신)

지식 재산권

1.15

3.39

0.27

물적·인적·사회적 자본

4년제 대학 학위 취득률

1.08

5.12

0.09

주: 개선 우선순위 지수 기준으로 정렬하였음.
자료: 이명기 외(2017: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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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현행 법령에 규정된 농업 부문 준수 사항
1. 환경 관련

<부표 3-1> 농업 부문 참여자 환경 관련 준수 사항
내용

기준

강제여부

「물 환경 보전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1. 공공수역에 석유 및 원유, 농약 등을 유출하거나
버리면 안 된다.
2.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오니, 폐
기물을 버리면 안 된다.

강제

제1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농약, 폐농약 등을 수송하는 차량은 상수원보호구
역, 특별대책구역 등 상수원 수질보호가 필요한 곳
을 통행할 수 없다.

강제

공공수역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휴경, 경작방식의
변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

해발 400미터 이상의 고랭지, 경사도 15% 이상의 농
경지에 경작방식 변경, 농약 비료의 사용량 저감, 휴
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1.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액
비를 살포하는데 필요한 초지, 농경지 등을 확보
하여야한다.
2.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분과 요
로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시행령 [별표1] 허가대상 배출시설
[별표2] 신고대상 배출시설
시행규칙 [별표3]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시행 [별표5]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
기준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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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내용

기준

강제여부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 액비의 처리 의무)
1. 가축분뇨, 퇴비, 액비를 다루는 자는 이를 유출,
방치하면 안 되고, 액비살포 시 살포기준을 준수
하여 공공수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자원화하지 않
고 배출해서는 안 된다.
3.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거나 배출해서는
안 된다.
4. 가축분뇨는 퇴비, 액비, 또는 고체연료로 사용해
야 한다.
5. 방류수질 기준에 맞지 않게 가축분뇨를 배출해서는
안 된다.

시행령 [별표3] 퇴비액비화 기준
(제12조의2 관련)
시행규칙 [별표4]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시행규칙 [별표4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
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의2 관련)
시행규칙 [별표5] 액비의 살포기준(제13
조 및 제23조의2 관련)
시행규칙 [별표6]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제15조 관련)

강제

제13조(방류수 수질기준)
정화시설은 방류수질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 제4호]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11조제1항 관련)

강제

「토양 환경 보전법」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토양오염물질을 누출하거나, 토양이 오염된 것을 발견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강제

「악취 방지법」
제10조(개선명령), 시행령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악취관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배출허
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되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명령받을 수
있다.

강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누구든지 학술적인 용도, 교육용, 전시용, 식용을
제외하고 생태계교란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
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해서는
안 된다.

강제

「하천법」
제52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시행령 제60조(하천
수사용자의 범위)
1일 8천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는 1)하천수의 사용날짜, 2)하천수의 사용량, 3)하
천수 사용량의 계측방법에 대한 사항, 4)날짜별 취
수장비의 가동시각 및 종료시각을 기록하여 보관해
야한다.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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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내용

기준

강제여부

「지하수법」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허가)
제13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시행령 제21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 지하수보전구역에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
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한다.
가축분뇨를 배출, 제조, 저장하는 시설을 설치하
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동력장
치가 없는 가정용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
용하는 경우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강제

제15조(원상복구 등) 지하수이용자는 허가, 인가가 취
소되거나 종료된 경우 등 지하수의 원상복구가 필요
한 경우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강제

「지하수법」

제16조(지하수오염방지 명령 등)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려는 자는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0조(수질검사 등)
허가를 받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려는 자는 정기
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25조(지하수 오염방지 조치 등)
지하수오염방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따라 지하수오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상부보호공 및
지표하부보호벽을 설치하고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주변에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하
여 지표 또는 다른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로부터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업용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설치
되는 토출관을 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
터 이상 높게 하고, 그 토출관의 끝부분을
"ㄱ"자모양으로 한 후 뚜껑을 씌워 오염물
질이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지하수의 오염방지
를 위하여 정하는 조치를 이행할 것

강제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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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계속)
내용

기준

강제여부

제16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물환경보전법 2조에 의한 특정수
질유해물질, 폐기물, 화학물질관리법 2조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면 안 된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
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것을 말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특정수질유해물질(제4조 관련)
제2조(정의)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
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정의)
2. "유독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별표1] 유독물질(제3조 관련)

강제

「자연환경 보전법」

자료: 김태훈 외(2018)의 <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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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농 활동 관련

<부표 3-2> 농업 부문 참여자 영농 활동 관련 준수 사항
내용

기준

강제여부

「종자산업법」
제37조(종자업의 등록 등), 제37조의2(육묘업의 등록 등)
종자업,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업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강제

제47조(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등)
육묘업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 규명이 가능하도록
구입한 종자에 대한 정보와 투입된 자재의 사용 명세, 자재구
입 증명자료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강제

「비료관리법」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비료를 생산하여 유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강제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비료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
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비료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하
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초과한 비료
5.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7. 제11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 원
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강제

제14조의2(제조원료의 장부기재 및 보존)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비료제조
에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구입처·수량 등을 장부(전자화된 장
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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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계속)
내용

기준

강제여부

「비료관리법」
제19조(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비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비료업자에게
그 판매중지·회수·폐기·양도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
2. 공정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되지
아니한 비료
3.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성분량(중량을 포함한다)과 실제 함
유성분량(함유성분량)의 차이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
4.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이 지난 비료
5. 신고한 제조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강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
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
여서는 안된다.

강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의 표시) 농수산물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하는 자는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강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 중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사용할 것

변동직불금
지급 조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
2. 화학비료: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
비량(施肥量) 기준

변동직불금
지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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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내용

기준

강제여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 법 제10조제1항에서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
고 있는 농지분"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분
을 말한다.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2.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
할것
3.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4. 논농업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농지 주변의 용수
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밭, 논)
고정직불금
지급 조건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2항 친환경 인증(무농약, 유기농) 기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별표1] 인증기준의 세부사항
(제6조의2 관련)

인증 조건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
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강제

「식물 방역법」
제43조(포상금) 외국에서 유입된 중요한 병해충의 발생 사실을 농
촌진흥청장, 시·도지사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강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도매시장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
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제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의무자조금이 있는 농수산물의 경우
농수산업자는 납부일자 이내에 거출금을 납부해야 한다.

강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제18조(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요건)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으려
는 농업인은 친환경인증(무농약, 유기농)을 받아야 한다.

직불금
지급조건

제40조의7(밭농업보조금의 지급요건) ① 밭농업보조금을 지급받으
려는 밭농업보조금 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적정하게 관리할 것
2. 밭농업을 수행할 것

직불금
지급조건

제7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요건)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으려는 농
업인은 농업경영을 이양하고, 사용차중인 농지가 없어야 한다.

직불금
지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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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계속)
내용

기준

강제여부

제23조의3(친환경축산보조금의 지급대상 축산물)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으려는 축산업자는 친환경인증(무농약, 유기농)을 받아야
한다.

직불금 지급조건

제31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관리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관리협약
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1.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농지·초지 현황
2. 운영위원회의 임무
3.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4.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5. 마을공동기금의 조성 비율 및 사용 용도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직불금 지급조건

제38조(마을경관보전협약의 체결)
직접지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마을은 경관작물 재배·관리 및 그 밖의 마을 경관
보전 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직불금 지급조건

「사료관리법」
제14조(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①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
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략)

(생략)

강제

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시행규칙 제5조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등록하여야 한다.
사료제조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제조하려는 사료를 성분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활동, 양곡 가공 또는 식품 제조를 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겨난 곡류, 강피류, 박류 등 단미사료를 사용하여 1일 4톤 미만 사료를 제조하
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강제

제11조(사료의 공정 등)
②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는 그 사료공정에 따라 제조·사용 또는 보존하여야
한다.

강제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
제조업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강제

제20조(자가품질검사)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해진
시설을 갖추고 다음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사료공정에 적합한지의 여부
2. 성분등록된 사항과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
3. 유해물질 잔류 등의 여부

강제

자료: 김태훈 외(2018)의 <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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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축 사육 관련

<부표 3-3> 농업 부문 참여자 가축 사육 관련 준수 사항
내용

강제여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농장식별번호의 부여)
농장경영자는 농장식별번호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강제

제5조(출생 등의 신고)
① 농장경영자, 가축시장개설자는 다음의 경우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 종돈이 출생하는 경우
2. 소, 종돈이 폐사한 경우
3.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양도·양수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시킨
경우
4.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수입하는 경우
5.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수출하는 경우
6.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가축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강제

제8조(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1. 돼지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농장식별번호를 1) 도축을 위하여 출하하는 돼지, 2)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돼지에 표시해야 한다.
2. 농장경영자는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강제

제9조(귀표 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
소, 종돈에 부착된 귀표 등 또는 돼지의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제

제15조(수입유통식별표의 위조·변조 및 훼손 등 금지)
누구든지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부착된 수입유통식별표를 위조·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이력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제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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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계속)
내용

기준

강제여부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의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유실, 유기동물, 피학대동물)임을 알면서 알
선·구매하는 행위
제34조(영업의 신고)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강제

「초지법」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제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울타리·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중점방역관리 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역에서 가축 사육, 도축, 집유,
사료제조하고 있는 영업자는 1년 이내에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은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강제

제6조의2(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등)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게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방역기준 및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강제

제7조(가축방역관)
④ 가축방역관이 제3항에 따라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및 예찰을 할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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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내용

기준

강제여부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은 가축, 전염병 의심증상을 보이는 가축의 소유자와 이를
본 수의사 등은 발견시 지체없이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대상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받은 수의사등은 결과를 지체없이 가축소
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전염병 확인 시 지체 없이 시·도 가축방역기관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강제

제13조제3항 역학조사 수행 협조
제13조(역학조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역학조사를 할 때 정당한 사
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진술, 거짓 자료 제출, 고의
적 사실 누락·은폐를 해서는 안 된다.

강제

제15조(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
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을 명할
수 있다.
1.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2. 주사·면역요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주사·면역요법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 주사·면역표시라 한다)
3. 주사·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강제

제16조(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보존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소유자, 식용란 수집판
매업자, 부화장의 소유자나 운영자에게 가축과 알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
보존하게 할 수 있다.

강제

제16조제5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이동 시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이동승인서
지참 또는 예방접종 표시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강제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 등
2.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2의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3. 사료제조업자
4.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또는 부화장의 운영자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6. 가축분뇨처리업자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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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내용

기준

강제여부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2(출입기록의 작성·보존 등)
축산업자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기록의
보존기간은 기록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강제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 여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강제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의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
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
사육업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증명서가 없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은 가축 인공수정용
으로 공급·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시험용이
나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38조(품질평가사의 업무)
③ 누구든지 품질평가사가 제35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는 축산물에
등급판정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① 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 인공수정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5(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가축거래상인은 가축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지켜야 한다.
자료: 김태훈 외(2018)의 <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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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안전 관련

<부표 3-4> 농업 부문 참여자 식품안전 관련 준수 사항
내용

기준

강제여부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
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
에 혼입되거나 그 물질로부터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
정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강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0조(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
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제

제11조(가축의 검사)
② 시·도지사는 검사관에게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생산과정 농산물과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해 실시된 안전성 조사에서 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농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이용금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생략)

강제

제23조(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1. 방제업자와 농약 등의 사용자는 농약 등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방제업자는 농약 등을 취급제한기준에 따
라 취급하여야 한다.
2. 방제업자와 그 밖의 농약 등의 사용자는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아
수입되지 아니한 농약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략)

강제

제23조의2(구매자 정보의 기록 및 보존)
①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는 독성이 높은 농약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
주소·품목명·수량 등을 장부(전자화된 장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하고 이를 3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기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생략)

강제

「농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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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내용

기준

강제여부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
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강제

「식품위생법」

자료: 김태훈 외(2018)의 <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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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4

다원적 기능 확충 유도 주체: 시장과 공공 부문173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어느 주체가 이 역
할을 맡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인가도 중요한 쟁점이다. 시장 기능에 맡겨
자율적으로 변화를 유도할 것인가, 정부를 비롯한 공공 부문에서 개입하여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인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후생경제 학파를 중심으
로 시장실패를 강조하는 입장은 공공 부문에서 개입하여 문제를 완화·교정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제도경제 학파나 공공선택 학파는 정부 등
의 개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1. 공공 부문 개입 옹호 논리

공공 부문 개입을 정당화는 측에서는 시장이 현실에서 효율적으로 작동
하기 어려운 근거를 들어 시장실패를 비판한다(Cooper, Hart and Baldock
2009). 재산권이 명확히 설정되고, 거래 비용이 적으며, 정보가 완전하게
공유되면 시장은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시장 기제만으로
공공성이 높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기는 어렵다. 이른바 무임승차 문제
가 생길 수 있고, 설혹 시장에서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더라도 과용
(over-exploitation)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174 이러한 문제는 소비자가 원
173

174

Cooper, Hart and Baldock(2009), 사공영호(2017), 정회성(2002)을 참고하여 작
성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과 비슷하다. 그러나
공유지와 공공재는 그 특성이 완전히 다르다. 특정인이 공유지를 이용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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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어(the absence of articulated demand) 가
격이 형성될 수 없고, 공공재 가치를 평가할 수 없어 발생한다. 더불어 (특
히 환경재는) 역진성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약자 계층은 환경
오염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응할 방법이나 능력이 부족하여 피해를 감내
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 질을 제
공하려는 시도는 배분적 정의 차원에서도 정당성을 지닌다(정회성 2002).
공공성이 높은 공공재(기후 안정, 공기 질, 생물 다양성 등)는 시장에서
공급할 수 없다. 이 부류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제는 사회적
행동(social action) 뿐이다. 이 기제의 핵심은 사회 전체에서 특정 공공재
를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지를, 집단적으로 정교하게 전달(collective
articulation of demand)하는 것이다.175 사회 전체의 집단적 수요는 종종 정
책에 반영되어, 특정 공공재를 어느 정도 공급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방
식으로 충족된다. 정책적으로 적정 공급 수준을 결정하면, 경제 활동 주체
(농업인 등)가 공공재를 공급하게끔 유인해야 한다.176

175

176

하도록 할 수 없는 것은 기술적이거나 biophysical한 이유 때문이 아니다. 오히
려 명확하게 설정되고 구속력을 지닌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권을 명료하게 설정하면 공유지 비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신제도학파 등에서 주장하듯이 정부 등에서 사회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달하게끔 체계를 구축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설혹 이렇게 할 수 있더라
도 과도한 행정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윤 창출 동기가 없고 거
래에 필요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는 한 시장 경제에 맡겨서 이 문제를 해결하
기는 마찬가지로 불가능에 가깝다.
유인 제공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재정 유인(incentive)을 제공
할 수도 있고, 경매나 배출권 거래 등 보다 시장 거래에 가까운 방식을 쓸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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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기제 옹호 논리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을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정부 실패). 신제도
주의 학파에서는 환경오염 개선 편익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투입되어 비용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한다.177 현실 거래비용 규모를 감안하면 시장실
패가 일어날 때 정부가 필연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대
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제도주의 학파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공공 부문 개입을 비판한다. 첫째, 시장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이기적인’) 개인이 정부에서는 공정하며, 정책 결정자와 관료가 대중과
달리 이기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다(다중논
리 polylogism). 둘째, 시장과 공공 부문을 비교할 때 서로 다른 기준을 적
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완전 정보와 경쟁을 가정한 시장과 실제 시장
을 비교하면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이다. 셋째, 시장에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는 이유는 ‘공급하
지 않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과다한 거래비용도 하나의 원인
이 될 수 있다.).178
공공선택(public choice) 이론은 정책 형성 과정이 지니는 한계를 비판하
면서 시장이 상대적으로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공선택 이론
의 핵심 가정은 정책 입안자도 개인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개인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선택(공공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주장한다.179 결과적으로
177
178

179

주요 원인은 불완전한 정보나 계약 조건, 과다한 거래비용, 제한된 합리성 등이다.
제도경제학 주장 역시 한계를 지닌다. 무엇보다 정부 등 공공 부문에서 개입
하면 재화는 정치재(政治財, Rotberg 2003)가 되어, 거래비용 원리를 적용할
수 없어진다.
정치경제학은 정책 설계자와 관료도 자신의 이익을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중논리 문제를 완화시켰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적 접근도
한계를 지닌다. 정책입안자 및 관료도 이기적이라고 가정했지만, 상황에 따라 무
임승차자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차이를 규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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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비롯한 공공 부문 개입 과정에서 사회 요구(시장실패 교정)보다는
특수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와 정책 요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포획이론 capture theory).180
일각에서는 위와 같은 한계를 제시하면서 시장 거래에 가까운 방식을 써
야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책을
적절하게 설계하면 시장 기능을 대신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성립하기 어
렵다. 첫째, 공공재를 시장에서 거래하려고 해도 공급과 수요 간에 직접 상
호작용이 일어나기 어렵다(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없다.). 둘째, 개별 소비
자와 달리 사회 전체 차원에서는 공급된 공공재에 얼마나 만족했는지 전달
할 방법이 없다.
농업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간접적으로 부
작용을 낳을 수 있다(외부효과).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개별 행위자에게 ‘신호’를 보내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것이다. 외부효과
를 내부화하려면 무엇보다 사용권(user rights)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아무런 규제가 없을 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고, 외부효과를 내부화하여
사회 후생을 늘릴 수 있다면 이를 추진해야 한다. 분배 기제를 잘 설계할
수 있다면, 공공재 공급-수요는 외부효과가 아닌, 경제 활동 과정에 포함되
는 ‘내생적’인 문제로 전환된다.

180

예를 들어 조영득·안병일(2011)은 “쌀직불제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쌀 소비자나
직불제를 위한 재원조달의 대상이 되는 일반 납세자보다는 쌀 생산자의 정치적
인 힘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점도 유추된다.”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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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3.1. 공공 부문 주도 필요 근거
시장 기제와 공공 부문 개입은 각각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부표 4-1>.
<부표 4-1> 다원적 기능 확충 주체: 시장 기제와 공공 부문 개입 비교
구분

장점

단점

시장 기제

- 재산권 설정 명확, 낮은 거래비용, 완전 정보
하에서 효율적으로 작동

- 무임승차 문제(후생경제)
- 사회 후생 극대화 한계
- 사회 후생 역진성 증가

공공 개입

- 시장실패 교정

- 거래비용 과다(제도주의)
- 관료제의 한계(공공선택)

자료: Cooper, Hart and Baldock(2009), 사공영호(2017), 정회성(2002), 조영득·안병일(2011) 등을
참고하여 재구성.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공공 부문 개입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첫째, 농업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다수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동시에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공공재를 널리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
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은 생산 과정에서 자연(특히 토지181)과 다
양하게 상호 작용을 주고받는다. 즉 특정한 영농 방식을 도입하면 (문화)
경관 형성, 토양 및 수자원 질 개선, 생물다양성 증대 등에 기여할 수 있다
(물론 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다.).182 농업 부문에서 다원적 기능(순효과)을
181

182

토지는 다른 재화나 물건과 달리 독자적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토지의 기술적·경제적·종합적 특성(주봉규 1995: 1-5), 위치의 고정성, 부증성
(non-increasing), 영속성, 용도의 다양성, 병합·분할 가능성, 사회적·경제적·행
정적 지위의 가변성(이태교 2001: 23-28), 토지 용도의 다양성, 공급의 고정성,
토지의 영속성, 토지의 공공성, 토지의 비이동성 및 이질성(이정전 2006:
97-131)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제2장에서 개관한 기존 농정은 ‘농업 생물다양성’을 간접적으로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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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적시(適時)에 이루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
다. 특히 한국 농업 부문 공공재는 시장 기능만으로 사회 최적 수준에 맞
게끔 공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초기 단계에는 공공 부문
이 방향을 설정하고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업 생산 활동은 필연적으로 넓은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
다. 공간 범위나 지역에 따라 농업 부문에 기대하는 바와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상이하고 수요-공급 차이가 생기는 이유이다. 따라서 한 지
역 안의 불특정 다수 소비자나 주민이 다수 생산자를 일일이 만나 원하는
기능을 이야기하고 이를 제공하게끔 ‘협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제4장에서 언급한 수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 공공 부문이
개입할 때 과도한 거래비용이 발생하여 효율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있지만,
시장 기제를 이용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비용 역시 현실적으로 감당하
기 어렵다. 거래비용이 마찬가지로 크다면, 한국 농업 부문에는 공공 부문
이 개입하는 방식이 보다 비용효과적(cost-effective)일 수 있다.
셋째,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고자 할 때 최소한 초기 단계에는 일정 정도
구속력과 강제력을 지닌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183 다원적 기
능 확충은 순효과 증대를 뜻하고, 이는 다시 부정적 외부효과 내부화와 긍
정적 외부효과 공급 증대로 이어진다. 부정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려면 생
산자가 일정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오염자 부담 원칙). 이런 점에서
공공 부문에서 농업 부문 활동을 실효성 있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오염자 부담 원칙은 바람직한 환경 질을 달성하고자 할 때 필요한 생산 수
단(농지, 자본 등)이 사유 재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Cooper, Hart

183

소시켰다. 고수확 품종을 보급하여 유전적 다양성을 상실시켰고(윤병선 2012),
특히 소수 품종의 수확량을 늘리고자 노력(단작 속의 단작(monoculture in
monoculture))하였다(마이클 캐롤란 2013: 168). 이 문제는 녹색혁명으로 대표
되는 시기에 촉발·심화되었다.
공공 부문에서 개입하여 적정 수준을 규정할 때, 어떠한 기준을 따를 것인가
를 결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공공재를 얼마나 공급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고,
다음으로 공급자가 이에 맞추어 공급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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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aldock 2009). 따라서 사익과 사회 기여 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공적 판단이 필요하다.
넷째, 긍정적 외부효과를 늘리려면 생산자가 (시장 조건만 고려하는) 기
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원을 다르게 배분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관
을 가꾸려면 초목을 제거하지 말고 관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별 농
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난다.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겼을 때 이러
한 기능이 활성화 될 것인가?184 공공재를 공급하려면 비용이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요컨대, 개인이 소유한 생산
수단을 활용하여 공공재를 공급하게끔 적정한 재정 유인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공공 부문에서 개입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다
원적 기능을 확충하고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부도 4-1>.
<부도 4-1> 공공 부문 개입을 통한 사회 기여 메커니즘

주: 공급자 획득 원칙 개념은 <글상자 3> 참고.
자료: 저자 작성.

184

농촌관광 등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관과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일종의
클럽재(club goods)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가 일반적이라고 보
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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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특히 외부효과와 공공재 성격을 중심으로 다원적 기능을
살핀다. 영농 활동 과정에서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모두 나타난다. 이러한
외부효과가 사회적 최적 수준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이 지닌 공공재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공공재가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을 발생시키지는 않다. 공공재가 사람
들이 원하지 않는 피해를 끼치고, 이 부정적 영향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을 지닐 때 공공 피해(public bads)라고 한다.
공공 피해에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비배제성
은 별도의 노력이나 비용을 투입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은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계획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지역 경관이나 잔류
농약이 허용치를 넘은 농산물이 유통될 때, 별도의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
지 않으면 ‘기분이 상하거나’ ‘식품위해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비경합
성은 특정인이 부정적 외부효과에 노출되더라도, 다른 사람이 받는 부정적
외부효과 크기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축산 분뇨
등의 악취는 일정 반경 내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든 영향을 미친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공공재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 외부
효과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공급되는 반면, 부정적 외부효과는 사
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이 발생한다. 생산자가 공익적 기능을 더 제공하거
나(예를 들어 자발적으로 경관을 가꾸더라도) 줄이더라도(예를 들어 투입
재 사용량을 늘려 환경부하가 커져도) 이에 대한 ‘공식적인’ 대가나 제제
는 상대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자는 자발적으로 공익적 기
능을 수행할 유인(誘因)을 가지기 어렵고, 개인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공공 부문 개입이 보다 적절하다는 주장은 이 연구의 다원적 기능 확충 정
의 중 ‘영농 방식을 바꾸게끔 공공 부문에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과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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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원적 기능 확충 주체 점진적 변화 필요성
앞서 “최소한 초기 단계에는 일정 정도 구속력과 강제력을 지닌 정책 전
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다원적 기능 확충 여건이 어느 정도 형성
되고 주체별 역량이 무르익으면 공공 부문이 아닌 다른 주체가 주도적으로
다원적 기능 확충 흐름을 이끌 수 있다는 뜻이다. 가령 유기농업, 생활협동
조합, 지역먹거리(로컬푸드) 운동을 이끌 민간 주체(윤병선 2012)나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185 등이 앞으로 다원적 기능을 확충·정착시킬 추동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단계로 이행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친환경농업 정책 사례(제4장 제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떠한 대안 성
격의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공공 부문이 직접 개입하여 정책화하는 과정에
서 역효과(揠苗助長, 알묘조장)가 생길 수 있다(황수철 2018: 54). 둘째, 다
원적 기능 자체가 지역 공공재 성격을 지니므로 순기능(긍정적 외부효과)
은 지역적이고 선택적일 수밖에 없다(이명헌 2018: 115). 공공 부문에서 일
률적 기준과 수단을 활용하여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186 따라서 다원적 기능을 발현·확충하는 여건과 과
정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 주된 주체를 민간 부문 등으로 옮기고, 공공 부
문에서 조성·중재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제4, 5장 참고).

185

186

김정섭·김경덕·임지은(2016: 75-78)은 법률과 제도 형식에 따라 농촌 지역 사
회적 경제 조직을 11개로 분류하였다. 이를 다시 영리 추구 목적 수준에 따라
영리형 사업체, 협동조합, 비영리 단체, 영농조합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어떠
한 유형이 다원적 기능 확충에 적합할지는 계속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김정
섭 외(2017: 63-84)가 제시한 국내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민간 부문이 다원적
기능 확충을 이끌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5장에서 논의한 지역 환경 책무도 이러한 문제를 고려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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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5

비용 부담 관련 환경법 기본 원칙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에 따르면 농지를 비롯한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에 제동을 걸고 그에 대한 비용을 일정 부분 토지(농지) 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등 특히,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 국토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법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을 주요 법 원칙으로 적
극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은 자연의
환경용량 내에서 이루어지는 발전 또는 지구의 환경용량 내에서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 발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의 또 다른
표현인 ‘환경용량 보전’의 원칙으로부터도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위한 생
산자의 농지 이용 제한과 비용 부담의 정당성·타당성의 근거, 그 내용과
방향, 기준과 범위에 관한 논거를 제공받을 수 있다.187
한편 농지 소유자의 영농·농업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
는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자기 소유 농지 내에서만 잔류하는 경
우라 할지라도 이상과 같은 세대 간 형평성,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하고 공평

187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는 농업에 필수적인 환경요소들이 존재하며, 이는 거
의 대부분 환경서비스에 관한 것들이다. 이러한 농업 내 환경요소 또는 환경
서비스로는 농업과 산림 경쟁력, 토지 관리와 환경, 삶의 질과 이러한 영역의
활동 다양화, 특정한 토지관리 접근방법에 대한 지원, 산림과 산림의 다기능
적 역할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 환
경서비스에 대한 사회의 욕구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 환경 지불(agri-environmental payments)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 관점
에서 환경과 농업을 연계시키는 일반적 사례로는 유기농업(농산물), 목재수출,
식물보호 제품(살충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한국법제연구원 2016: 121-125).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 관념이 환경친화적 농업 생산활동을 위한 각종 규제와
제한, 비용 부담을 위한 법적·경제적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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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용, 환경과 개발의 통합, 지속가능 생태지수에 따른 환경용량의 보전
등을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으로부터 생산자에 대한 농지 이용의
규제나 제한, 생산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정당성이 도출될 수 있음은 물론이
다. 특히, 세대 간 형평과 환경용량의 보전 관점에서 환경·생태계 자원에 대
한 미래세대의 권리를 고려한다면 주요 환경·생태계 자원의 하나인 농지의
무제한적이고 무분별한 이용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경제적
요소로서 생활 수준과 복지를, 사회적 요소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를 모
두 포괄하면서 생태계의 허용 용량을 수용할 것을 법적 의무로 요구하고 있
는 지속가능한 개별(발전) 관념(한국법제연구원 2016: 161)과도 부합한다.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르면 사전적 예방조치가 갖는 경제성·효율성을 통
해 농지 이용 제한과 농지 소유자에 대한 일정 범위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
도 정당성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른 사전적 예방조
치의 경제성·효율성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환경친화적 관점에서 농지 이
용을 제한하고, 그에 따른 일정 비용을 농지 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보호를 위한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국가계획과 정책, 생태계보전을 위한 규제 또는 지원 등의 조
치에 있어서 사전예방의 원칙에 입각한 농지 이용 제한과 비용 부담의 내
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오염(원인)자 책임(부담)원칙은 농지 소유자의 농지 이용을 일정하게 규
제·제한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을 농지 소유자에게 일정 부분 부담시키는
데 대한 규범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한편, 그 확장·파생원칙 가운데 하나인
수혜자(수익자) 부담원칙은 일정한 부담금·부과금, 행위제한·규제 등의 형
태로 농지 소유자의 농지 이용을 제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농지 이용
제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지원을 하는데 규범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
다. 다만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위한 농지 이용의 제한과 비용 부담은 농
지 소유자에게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반면, 그에 따른 환경이익(이득)은 실
질적으로 지역사회·공동체, 일반 국민 등 불특정 다수가 향유하게 되기 때
문에 생산자 측의 극심한 반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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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6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 수요 변화
이 연구에서는 다원적 기능 중 환경 측면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여건이 바뀌면 다원적
기능 중 어떠한 영역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우선순위)도 달라질 수 있다.
제2장에서 시차적 접근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제시하였듯이 사회
수요에 부응하여 농업 부문 역할을 적시에 정비하려면 변화 흐름을 지속적
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야 한다. 이에 발맞추어 다원적 기능 관련된 논리
를 정치하게 다듬고 관련 정책·법·제도·예산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 절에
서는 다원적 기능 범위와 정의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중점
적으로 논의한다.

1. 과거에서 현재까지 변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뉴스 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Big Korea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 Big KINDS)에서 열쇳말을 검색하였다.
자료를 제공하는 모든 기간에 걸쳐 중앙지·경제지·방송사에 게재된 뉴스 빈
도를 월간 단위로 시각화하였다. 언론에 노출된 열쇳말을 매개로 농업·농촌
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언론기사의
내용별 빈도가 다수의 의견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신문이 사회적 현
실을 반영하는 그릇으로 보는 관점을 따른다면 사회적 인식을 살피는 데 큰
문제는 없다(김정태 2018).
‘식량안보’, ‘식량자급’, ‘식품안전’, ‘친환경농업’, ‘농업 환경’, ‘도시농업’
을 열쇳말로 검색하였다. ‘식량안보’와 ‘식량자급’은 다원적 기능 중 경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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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속하고 오랜 기간 농업 부문의 핵심 역할로 인식되어 왔다. ‘식품안전’
은 사회 측면 기능이고 소비자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선택하였다. ‘친환경농업’과 ‘농업 환경’은 환경 기능이자 이 연구에서 우선
순위를 둔 분야를 대표하는 열쇳말이다. 다만 기존 친환경농업뿐만 아니라
최근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농업 환경을 함께 고려하고자 두 가지 용어를
검색하였다. ‘도시농업’은 비교적 근래에 등장한 개념으로 사회 기능 영역으
로 분류할 수 있다.188 기존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여건이 변하면서 사회
수요가 늘어나는 기능 사례라고 판단하여 포함시켰다.
‘식량안보’와 ‘식량자급’ 단어가 포함된 빈도는 1990~2007년 동안 연평
균 127.3건에서 2008~2012년 502.8건으로 크게 늘었다<부도 6-1>. 이 기
간에 발생했던 국제 곡물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agflation) 현상이 주요 원
인이었다. 2013~2017년 동안 평균 노출 빈도는 278.2건이었고 직불제 관
련 내용이 많았다.
<부도 6-1> 다원적 기능 관련 열쇳말 노출 빈도: 식량안보 및 식량자급

주: ‘식량안보’ 및 ‘식량자급’을 열쇳말로 중앙지·경제지·방송사에서 언급한 빈도임.
자료: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 2018. 10. 11.).

188

상세한 논의는 김태곤·허주녕·김예슬(2012: 8-14)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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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을 포함한 기사 빈도는 1990~1998년 동안 연평균 16.2건에 불
과했다. 1999~2003년에는 연평균 96.2건으로 늘었고, 2004~2017년에는
889.6건까지 증가했다. 특히 식품안전 관련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는 노출
빈도가 매우 늘어났다. 예를 들어 2005년(405건) 김치 기생충 파동, 2008
년(1,149건) 미국산 수입 쇠고기 파동, 농약만두, 멜라민 사태 등, 2013년
(1,382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2017년(1,387건) 살충제 계란 파동 등
이 영향을 미쳤다<부도 6-2>.
<부도 6-2> 다원적 기능 관련 열쇳말 노출 빈도: 식품안전

주: ‘식품안전’을 열쇳말로 중앙지·경제지·방송사에서 언급한 빈도임.
자료: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 2018. 10. 11.).

‘친환경농업’과 ‘농업 환경’ 단어가 포함된 기사 연평균 노출 빈도는
1990~1998년 53.0건에서 1999~2007년 1,040.2건, 2008~2017년 2,352건으
로 늘어났다. 저농약 신규 인증 중단 및 추후 폐지를 결정한 2010년 이후
노출 빈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부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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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6-3> 다원적 기능 관련 열쇳말 노출 빈도: 친환경농업 및 농업 환경

주: ‘친환경농업’ 및 ‘농업 환경’을 열쇳말로 중앙지·경제지·방송사에서 언급한 빈도임.
자료: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 2018. 10. 11.).

‘도시농업’을 포함한 기사 노출 빈도는 1990~2008년 동안 총 319건이었
다. 2009~2017년 동안 연평균 1,056.4건 노출되었고 매년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부도 6-4>. 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정되면
서 도시농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고, 이후 지자체 단위
에서 조례를 활발히 제정한 영향을 받았다(김태곤·허주녕·김예슬 2012:
22-31). 도시농업이 지닌 다원적 기능 중 생물다양성이나 생태보전, 농업을
매개로 한 공동체 활성화 기능, 체험을 통한 교육 및 치유 기능 등에 관심
이 집중되는 현상과도 연관된다(허주녕·박문호·임지은 2016: 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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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6-4> 다원적 기능 관련 열쇳말 노출 빈도: 도시농업

주: ‘도시농업’을 열쇳말로 중앙지·경제지·방송사에서 언급한 빈도임.
자료: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 2018. 10. 11.).

2. 향후 변화 방향 전망

현재 농업 부문이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인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앞으로 기대하는 역할 역시 변화하고 있다<부도 6-5>. 현재 국민
은 농업 부문의 본원적 기능인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전원생활 공간, 관광 및 휴식 장소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일반 대중은 점점 농식품 생산 사슬 내 과정
과 방식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환경과 장기적인 지속가능성(특히 농
지와 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OECD 2010a). 동시에 자연환
경 보전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요컨대 농업의 다원적 기능 세 측면 중 사회 및 환경 측면에 대한 수
요와 기대가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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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6-5> 일반 국민이 중시하는 농업의 현재 및 미래 기능

자료: 김동원·박혜진(2014).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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