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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ossibility for Introduction of Environment 

Preserv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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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a program for environmental conserva-

tion in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For this, we first analyze a performance 

condi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s and zones. And then we 

survey difficulties on implementation and main points for spread of environment- 

friendly agriculture. Finally we forecast an effectiveness and realizability on 

program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plan policies on qualitative as well as quantitative growth 

in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meaningful to 

make policies on spread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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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주요 농업국은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을 그간 집약농업 지원을 통한 생산량 증대에

서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있다. 이는 생산량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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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따른 농업 및 농촌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한다.1) EU는 공동농업정책

(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을 통해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영국

은 농업환경관리지원제도(ES, Environmental Stewardship)를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 경관의 

유지 및 개선 등을 추구하고 있다. 스위스는 농업이 식량생산뿐만 아니라 다원적 기능을 

발휘한다는 철학을 헌법에 명기하고 직불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농업의 다원

적 기능 강화를 위한 일본형 직불제를 도입하여 추진 중에 있다.2)

외국의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장 밀접한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으로 친환

경농업 육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 육성은 주로 생산기반, 유통 및 

소비, 유기자재 및 인증 등에 중점을 둔 양적 확산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생

산과 관련한 생산기반구축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친환경농업 성장을 견인하였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원순

환형 친환경농업단지(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과 지역단위 마을(친환경지구) 조성 

사업으로 구분되며, 친환경농업실천에 필요한 생산시설 및 장비3)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총 48개 단지가 선정되어 약 

3,144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200 ha 이상의 면적에 지역 농 ․축협 및 농업법인이 주체

가 되어 단지 당 약 100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4)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은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총 1,141개 지구가 선정되어 약 3,895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10 ha 이상의 

면적에 10호 이상의 지역 생산자 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구 당 약 1억~30억 원 규모로 지원

한다. 이러한 친환경농업구축사업은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의 양적 확산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친환경생산기반구축사업과 관련한 연구로 Jeong 등(2010)은 충남 아산과 경남 산청의 광

역단지 유기농업 경영체에 대한 분석과 발전방향을 도출하였고, Heo (2013)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생산자 인식실태 및 만족도를 2006년 조성된 3개 단지를 대상으

로 조사 분석하였다. Heo와 Kim (2013)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변화실태 

및 지속가능기반 확충방안을 도출하였으며, Yang과 Kim (2015)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

성사업의 성과 및 생산자 인식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조성된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분

석하였다. Kim과 Yang (2015)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발

전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산기반구축사업의 틀과 

1) 2015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발전 워크숍(2015. 11, 농림축산식품부)

2) 농업환경프로그램 도입방안 연구(2013. 12, 농림축산식품부)

3) 친환경농자재 생산 시설 ․ 장비, 친환경농산물 생산 ․ 유통 ․ 가공 ․판매에 필요한 시설 ․ 장비, 친환경

농업 교육체험 시설 등 지원

4) 사업초기인 2006년에는 1,000ha 이상, 단지 당 100억 원(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지원

에서 2014년 말 현재 200ha 이상, 단지 당 100억 원 한도 지원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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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에서의 연구이며, 주요국의 환경보전프로그램 등의 도입과 같은 농업정책 변화에 

대한 국내 친환경농업에의 적용에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생산기반구축사업의 질적 확산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친환경생산기반구축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둘째 생산자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의 애로사항 및 중점추진분야를 도출

한 후,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에의 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가능성을 타진한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며, 기존의 친환경농업의 양적 확산을 넘어 질적 성장에 기반

을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친환경생산기반 구축사업의 이행 실태

친환경생산기반구축사업의 사후 관리를 위해 매년 말 친환경농업 이행실적을 조사하고 

있다. 2014년 말 현재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사후관리 대상은 48개이며, 친환경지구사업의 

관리 대상은 460개이다.5) 주요 조사 내용은 지구 및 단지 내의 재배면적, 친환경인증 농가 

수 및 면적 등이며, 단지 사업의 경우 화학비료 및 유기질비료 생산량, 녹비작물 재배 면적 

등 농업환경 개선 지표를 포함한다.

1. 인증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내 친환경인증 면적은 2012년 14,939 ha, 2013년 18,049 ha, 2014년 

16,166 ha으로 단지 내의 경지 면적 대비 각각 23.7%, 25.5%, 21.0%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

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친환경인증 면적은 2012년 127,124 ha, 2013년 119,443 

ha, 2014년 83,367 ha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2014년 말 현재 단지 사업을 통한 친환경

인증 면적 비중은 전체 인증 면적의 약 19.4%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2년 11.8%, 2013년 

15.1%에 비해 높은 점유율이다. 이는 전체 친환경인증 면적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업을 통한 친환경면적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단지 사업 선정 당

시 인증면적 대비 해당 년도의 인증면적 증가율은 2012년 45.9%, 2013년 62.2%, 2014년 

32.9%로 단지 사업이 친환경인증 면적 증가에 상당한 기여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2012년 대비 2013년의 인증면적 증가율이 20.8%이나, 2013년 대비 2014년의 인증면적 증가

율은 –10.4%이다. 이는 2014년 친환경인증 관련 방송 보도와 신규 단지 사업의 신청 저조 

5) 사후관리기간은 10년으로 친환경지구사업 관리 대상 지구는 2005년부터 2014년 사이에 선정된 지

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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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기인한다. 

친환경농업지구 내 친환경인증 면적은 2012년 15,555 ha, 2013년 15,842 ha, 2014년 

14,259 ha으로 지구 내의 경지 면적 대비 각각 59.4%, 62.4%, 60.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

고 있다. 2014년 말 현재 지구 사업을 통한 친환경인증 면적 비중은 전체 인증 면적의 약 

17.1%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2년 12.2%, 2013년 13.3%에 비해 높은 점유율이다. 단지 사업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체 친환경인증 면적이 줄어드나 지구 사업을 통한 친환경면적은 안

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지구사업 선정 당시 인증면적 대비 해당 년도의 인증면

적 증가율은 2012년 67.1%, 2013년 54.0%, 2014년 33.4%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12년 대

비 2013년의 인증면적 증가율이 1.8%인데 비해, 2013년 대비 2014년의 인증면적 증가율은 

–10.0%이다.

Table 1. Performance condition of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s

        (area)
(unit : ha, %)

2012 2013 2014

District (N) 42 44 48

Total certified area (A) 127,124 119,443 83,367

Cultivated acreage in district (B) 62,912 70,747 76,889

Certified area when selected (C) 10,242 11,129 12,165

Certification rate when selected (C/B) 16.3 15.7 15.8

Certified area

Organic 4,404 4,696 4,210

No-pestcide 10.535 13,352 11,956

Total (D) 14,939 18,049 16,166

Current certification rate (D/B) 23.7 25.5 21.0

Increasing rate of certification area over last year - 20.8 -10.4

Increasing rate over when selected ((D-C)/C) 45.9 62.2 32.9

Area share on certification (D/A) 11.8 15.1 19.4

note : Increasing rate of certification area over last year =


  





  
×

data :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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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rformance condi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zone (area)

(unit : ha, %)

2012 2013 2014

Zone (N) 463 464 460

Total certified area (A) 127,124 119,443 83,467

Cultivated acreage in zone (B) 26,201 25,391 23,577

Certified area when selected (C) 9,307 10,285 10,689

Certification rate when selected (C/B) 35.5 40.5 45.3

Certified area

Organic 4,897 4,554 4,097

No-pestcide 10,658 11,288 10,162

Total (D) 15,555 15,842 14,259

Current certification rate (D/B) 59.4 62.4 60.5

Increasing rate of certification area over last year 　- 1.8 -10.0

Increasing rate over when selected ((D-C)/C) 67.1 54.0 33.4

Area share on certification (D/A) 12.2 13.3 17.1

note1 : ‘2012’ means a performance a condition 2003 to 2012, 2013 means 2004 to 2013, and 2014 means 2005 

       to 2014.

note2 : Increasing rate of certification area over last year =


  





  
×

data :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 인증농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내 친환경인증 농가는 2012년 14,323호, 2013년 16,913호, 2014년 

14,567호로, 단지 내의 농가 대비 각각 25.1%, 26.7%, 21.6%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

지하고 있다. 한편 국내 친환경인증 농가는 2012년 107,058호, 2013년 103,949호, 2014년 

68,389호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2014년 말 현재 단지 사업을 통한 친환경인증 농가 비중

은 전체 인증 농가 대비 약 21.3%로 2012년 13.4%, 2013년 16.3%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지

구 선정 당시 인증농가 대비 해당 년도의 인증농가 증가율은 2012년 42.5%, 2013년 49.4%, 

2014년 14.2%이다. 2012년 대비 2013년의 인증농가 증가율이 18.1%인데 비해, 2013년 대비 

2014년의 인증면적 증가율은 –13.9%이다.

친환경농업지구 내 인증농가는 2012년 13,514호, 2013년 12,608호, 2014년 11,256호로 감

소하는 추세이다. 2014년 말 현재 지구 사업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비중은 전체 

인증 농가 대비 약 16.5%로 2012년 12.6%, 2013년 12.1%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지구사업 

선정 당시 인증농가 대비 해당 년도의 인증농가 증가율은 2012년 17.8%, 2013년 5.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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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9.9%로 감소하고 있다. 2012년 대비 2013년의 인증농가 증가율이 –6.7%, 2013년 대비 

2014년의 인증면적 증가율은 –10.7%이다. 

Table 3. Performance condition of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s 

        (farm)
(unit : N, %)

2012 2013 2014

District (N) 42 44 48

Total certified farm (A) 107,058 103,949 68,389

Farm in district (B) 57,017 63,280 67,387

Certified farm when selected (C) 10,053 11,319 12,755

Certification rate when selected (C/B) 17.6 17.9 18.9

Certified area

Organic 3,113 3,467 2,892

No-pestcide 11,210 13,446 11,675

Total (D) 14,323 16,913 14,567

Current certification rate (D/B) 25.1 26.7 21.6

Increasing rate of certification area over last year - 18.1 -13.9

Increasing rate over when selected ((D-C)/C) 42.5 49.4 14.2

Farm share on certification (D/A) 13.4 16.3 21.3

note : Increasing rate of certification farm over last year =


  





  
×

data :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able 4. Performance condi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zone (farm)

(unit : N, %)

2012 2013 2014

District (N) 463 464 460

Total certified farm (A) 107,058 103,949 68,389

Certified farm when selected (B) 11,476 11,901 12,498

Certified farm (C) 13,514 12,608 11,256

Increasing rate of certification area over last year - -6.7 -10.7

Increasing rate over when selected ((C-B)/B) 17.8 5.9 -9.9

Farm share on certification (C/A) 12.6 12.1 16.5

note : Increasing rate of certification farm over last year =


  





  
×

data :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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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환경개선 지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48개의 화학비료 사용량은 사업 선정 당시 평균 1,323톤에서 2014년 

평균 1,142톤으로 약 13.6%가 감소하였으며, 2017년에는 평균 993톤 사용으로 약 24.9% 감

소할 것으로 예상된다.6) 유기질비료 생산량은 사업 선정 당시 평균 4.776톤에서 2014년 평

균 7,635톤으로 약 59.8%가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평균 9,473톤 사용으로 약 98.3%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녹비작물 재배 면적은 사업 선정 당시 평균 331 ha에서 2014년 평균 

227 ha로 약 31.3%가 감소하였으나, 2017년에는 평균 403 ha로 약 21.8%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Table 5. Change of inputs in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s

Usage when 

selected (A)
2014 (B) 2017 (C) 

Changes

(B-A)/A (C-A)/A

Chemical fertilizer

(ton)

1,323(1,421)1)

[790]2)

(10∼6,322)3)

1,142(1,286)1)

[704]2)

(6∼6,322)3)

993(1,102)1)

[600]2)

(5∼5,689)3)
-13.6 -24.9

Organic fertilizer

(ton)

4,776(5,091)1)

[2,037]2)

(117∼21,574)3)

7,635(10,793)1)

[3,720]2)

(50∼67,000)3)

9,473(11,991)1)

[5,500]2)

(400∼72,000)3)
59.8 98.3

Cultivated area of 

green manure crop 

(ha)

331(379)1)

[207]2)

(3∼2,190)3)

227(233)1)

[140]2)

(15∼1,071)3)

403(382)1)

[300]2)

(35∼1,800)3)
-31.3 21.8

1) mean(standard deviation)
2) median
3) range

Ⅲ. 연구방법

친환경농업에 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광역친환경농업단지와 친

환경지구 내에 있는 생산자 98명을 대상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전화 조사

하였다. 

6) 2014년말 기준 친환경농업 이행실적 보고에는 당해연도 실적과 2017년 예측치를 보도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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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첫째 친환경농업 실시 여부, 친환경농업 애로사항,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한 중점 분야 등과, 둘째 향후 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시 효과성 및 실현 가능성

이다. 관행농가의 환경보전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친환경농업으로의 유입 가능성을 분석하

기 위해 조사대상 전체 농가와 관행농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조성사업 전 ․ 후의 친환경농업 소득과 면적 변화를 제외한 모든 조사 항목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PSS 21.0을 사용하여 평균비교검정을 실시하였

다.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PSS 21.0을 사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친환경농업 실시 여부  애로사항

친환경생산기반구축사업 단지 및 지구 내에 있는 응답자 98명 중 조사 시점 현재 친환경

농업을 적용하고 있는 생산자는 71명(72.5%)이며 적용하고 있지 않는 생산자는 20명(20.4 

%)으로 나타났다.

Table 6.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N %

Yes 71  72.5

No 20  20.4

No answer  7   7.1

Total 98 100.0

친환경농업을 적용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의 판로확보가 어려워서’

가 51명(20.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생산비용이 관행농에 비해 많이 들어

서’ 35명(14.3%), ‘친환경직불제 등 정부의 소득지원이 적어서’ 34명(13.9%), ‘인증을 유지하

기 힘들어서’ 22명(9.0%), ‘친환경인증을 받기 어려워서’ 21명(8.6%), ‘친환경농산물 생산기

반이 부족해서’ 20명(8.2%), ‘친환경농업 관련 기술교육이 부족해서’ 20명(8.2%), ‘인증품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19명(7.8%)의 순이다. 기타 의견으로는 ‘엄격한 제초제 사용 기준’, ‘야

생동물 피해에 대한 대책 미비’, ‘저농약농산물 인증의 폐지’, ‘비싼 인건비’, ‘복잡한 서류 

절차’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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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fficulties on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N %

Distribu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51 20.9

Higher production cost 35 14.3

Lowe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subsidy 34 13.9

Others 22  9.0

Maintain of certification 22  9.0

Obtain a certification 21  8.6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 base 20  8.2

Technical educa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20  8.2

Low reliability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19  7.8

2. 친환경농업 확산을 한  분야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는 ‘유통 및 소비 활성화’가 56명

(22.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친환경직불제 개편’ 46명(18.6%), ‘농업환경보

전’ 32명(13.0%), ‘친환경생산기반구축’ 30명(12.1%), ‘유기자재 및 종자 보급’ 30명(12.1%), 

‘인증관리’ 27명(10.9%), ‘기타’ 14명(5.7%), ‘R&D 체계화 및 통계 구축’ 12명(4.9%)의 순이

다. 기타 의견으로는 ‘맞춤화된 지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교육’, ‘직거래 개편’ 

등이 있다.

Table 8. Main points for spread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N % Rank

Activating a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56 22.7 1

Reforming th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subsidy 46 18.6 2

Conservation of agricultural environment 32 13.0 3

Building th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 base 30 12.1 4

Supply an organic materials and seeds 30 12.1 4

Manage an inspection 27 10.9 6

Others 14  5.7 7

Systematization of R&D and statistics 12  4.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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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환경보 로그램 도입 시 효과성  실 가능성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 ․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

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 ․ 수 ․축 ․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

을 유지 ․ 보전하면서 안전한 농 ․ 수 ․축 ․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한다.7) 친환경농업

의 목표인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 보전’과 ‘안전한 농 ․ 수 ․축 ․임산물을 생산’에 대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각각 46명(46.9%)과 55명(56.1%)으로 나타났다. 조

사 대상 중 관행농업인의 경우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 보전’과 ‘안전한 농 ․ 수 ․축 ․임산물

을 생산’에 대해 동일하게 각각 9명(45.0%)으로 나타났다.

Table 9. Objectives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Total farm (N) Conventional farm (N)

Conservation of ecosystem 21( 21.4%)  6( 30.0%)

Safe agricultural products 30( 30.6%)  6( 30.0%)

All 25( 25.5%)  3( 15.0%)

No answer 22( 22.4%)  5( 25.0%)

Total 98(100.0%) 20(100.0%)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농업을 통한 ‘생태계와 환경을 유

지 및 보전’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

였다.8) 환경보전프로그램의 예측되는 효과성은 5점 만점 대비 4.63점으로 응답자 대부분이 

농업을 통한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및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행농

업인의 경우도 5점 만점 대비 4.63점으로 높은 효과성이 예상된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참여의사와 이행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자와 관행농업인의 환경보전프로그램 참여의사는 5점 만점 대

비 각각 4.47점과 4.65점으로 나타났다. 환경보전프로그램 이행기준 준수여부는 각각 4.51

점과 4.35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시 관행농업인을 포함한 

전체 농업인들의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8) 1점 : 매우 그렇지 않다, 2점 : 그렇지 않다, 3점 : 잘 모르겠다, 4점 : 그렇다, 5점 :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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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Effectiveness and realizability on program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Variables Total farm (N) Conventional farm (N)

Effectiveness 4.63(0.68) 4.63(0.63)

Realizability
participation 4.47(1.01) 4.65(1.04)

Implementation 4.37(1.05) 4.35(1.08)

1) mean (standard deviation)

Ⅴ. 요약  결론 

본 연구는 친환경생산기반구축사업에서의 환경보전프로그램의 도입 및 실현가능성을 연

구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친환경생산기반구축사업 지역 내에 있는 생산자 98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첫째 친환경생산기반구축사업을 통한 친환경농업의 양적 확산은 일정 수준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을 통한 친환경인증 

면적은 16,166 ha로 전체 인증면적의 약 19.4%를 차지하며, 사업 선정 당시 대비 약 32.9%

의 면적 증가를 나타내었다. 친환경지구 사업의 경우 친환경인증 면적은 14,259 ha로 전체 

인증면적의 약 17.1%를 차지하며, 사업 선정 당시 대비 약 33.4% 면적 증가를 나타내었다. 

둘째, 친환경생산기반구축사업 중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경우 사업 선정 당시 대비 화학

비료 사용량은 약 13.6%가 감소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사용량은 약 59.8%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녹비작물 재배면적은 약 31.5% 감소하였다. 유기질비료 사용량의 증가는 친환경농산

물 생산량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할 수 있으나, 해당 지역 내의 농업환경에는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유기질비료의 적정 시비량 등 친환경농법에 대한 과학적인 연

구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셋째, 친환경농업의 애로사항으로 판로확보의 어려움, 관행농법에 비해 높은 경영비, 친

환경직불금 개선 필요, 인증유지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유통 및 소비 활성화, 친환경직불제 개편, 농업환경보전개선 등이 있다. 

넷째, 친환경농업의 주요 목표인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및 보전을 위한 환경보전프로그

램 도입에 대한 효과성 및 실행 가능성은 관행농업인을 포함한 조사대상 전체에서 매우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친환경농산물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친환경

농업을 통한 생태계 및 환경 유지, 보전에 대한 잠재적인 관심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간의 친환경생산기반구축사업의 성과관리지표는 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농가 

수, 인증면적) 또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실적 등의 양적 성장 지표를 위주로 삼고 있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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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친환경농업 취지에 부합하는 환경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을 위한 환경개

선효과 등의 질적 성장 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OECD에서 적용하고 있는 

농업환경지표(핵심지표, 지역지표, 정황지표)를 응용한 토양화학성 개선 지표(토양유기탄

소, 토양생물다양성 등), 수질 개선(물의 질산염, 인산염, 살충제, 염류, 병원균 등), 생물다

양성(작물종(축종)의 유전자 다양성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업활동을 통한 

토양 및 수질 등의 환경부하를 절감하면서 적정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농업환경프로

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친환경농업에의 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나, 구체적

인 사업대상, 운영방식, 성과지표, 사후관리 등에 대해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인을 포함

한 전체 생산자와 지자체 및 정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 및 실행

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Submitted, March. 16, 2016 ; Revised, April. 8, 2016 ; Accepted, April.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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