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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입니다.
우선 오늘 귀한 발걸음 내어주신 모든 내외빈과 참석자 여러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토론회 두 번째

박완주

주제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파
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늘 토론회 준비에 수고해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최덕천 한
국유기농업학회 회장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유병덕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소장님께 감사드립
니다. 더불어 토론을 맡아주신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박종서 사무총장님, 당너머 농장 이현
복 대표님, 한살림연합회 조완형 전무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유통연구팀 최지현 연구원
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이상혁 과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살충제계란 파동으로 양계농가를 비롯한 친환경 농축산업의 신뢰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
다. 무항생제 인증 달걀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국민들
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자연에 방사한 닭과 달걀에서도 DDT가 검출되면서 유기농의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 또한 높아졌습니다. 올바른 생산과정을 통해 생산해도 유해
한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모든 잘못을 생산자에게만 돌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기농의 정의에 대한 고민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의 방법론을 재검토하고 인정기구의
전문성 강화 등 소비자가 적절한 정보를 얻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먹거리 전반에 걸친 안
전관리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안 토론회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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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살충제 계란파동을 계기로 축산물 뿐 아니라 우리 먹거리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진단과 개선방안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행
친환경 인증 등 먹거리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정책대안
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많은 의견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아
주신 지혜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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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 토론
회」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농민과 소비자를 직접 모시
고 실제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님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미애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경제정의실천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연합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
울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고견을 들려주시고자 참석해주신 발제자, 사회자, 토론
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먹거리 문제가 잊을 만하면 터져서 국민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시켜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의 친환경인증을 받은 달걀에서도 비펜트린, 피프
로닐 등이 검출되어서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먹거리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
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 진단을 통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선 먹거리 인증제도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기존의 관료화된 인증제도
처럼 결과중심주의로 진행하다 보면, 이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농업선
진국과 같이 과정중심주의, 리스크접근법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관리에 대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위
반행위를 징벌만 하게 되면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조직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
를 통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인증기관 스스로 전문성을 키워나
가야 합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안 토론회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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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을
모아 우리 먹거리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문가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문재인 정부
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개혁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전하
며, 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7. 11. 16.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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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먹거리 안전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 요소로 철저
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최근에 벌어진 먹거리
안전문제로 인해 국민들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먹
거리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
한 자리로 대단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렇게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박완주 의원님과 경제정
의실천시민연합,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
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좌장을 맡아주신 상지대학교 최덕천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유병덕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
인연합회 사무총장님, 이현복 당너머 농장 대표님, 조완형 한살림연합회 전무님, 최지현
한국농촌경제원 연구원님, 이상혁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여름 전 국민에 충격을 주었던 살충제 계란 파동을 시작으로 햄버거병, 대장균 족발
등,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먹거리 안전 문제들로 인해 식탁 위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으면서
친환경 인증 계란에서도 비펜트린, 피프로닐과 같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고 DDT까지
검출되는 등, 먹거리 안전관리 시스템의 해이한 운영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우리나라 먹거리 관리체
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간접적인 환경요인으로 인해 농약이 검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잔류 농약 검사결과에 대한 관련 당국의 유의미한 데이터 분석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합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안 토론회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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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유기농의 정의와 목적 재설정,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구의 전문성 강화 등
소비자가 적절한 정보를 얻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먹거리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안전관
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
안들이 마련되길 기대하며, 저 또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먹거
리 안전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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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설훈입니다.

먼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농해수위 간
사 박완주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 관계자분들과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설
최근 몇 년간 음식과 관련한 요리 프로그램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맛집

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위원장

탐방으로 이목을 끌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습니다. 실제로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241개 중·고교생 재학생의 63%는 음식을 고를 때 ‘맛’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위
생이나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는 답변은 불과 8.3%에 그쳤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의
관심이 음식의 맛보다는 질로 옮겨지는 시점에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리체계의 중요성
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살충제 계란파동을 계기로 축산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거리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체
계에 대한 문제진단과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처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살충제 계란사태가 특정 농가나 생산자의 잘못만이 아닌 축산·양계농가 전체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정부와 관계부처가 적극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가 식품안전 관리체계 개선방안과 현행되고 있는 친환경 인증 등
안전한 먹거리를 둘러싸고 전문가와 농민, 소비자들이 함께 실용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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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신 박완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와중에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정책 방영에 도움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
리를 생생히 들려주신 농민과 소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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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더불
어민주당 박완주 의원님과 소중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
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록

친환경농업은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건
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부는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1997년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였고, 인증제도 관리, 생산�
유통�
소비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 그 동안 먹거리 안전지대로 인식되던 친환경인증제품(무항생제 계
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었습니
다.

살충제 계란 파동은 국민의 믿음을 얻지 못하면 농식품 산업이 지속할 수 없다는 것
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손상된 신뢰를 단번에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엄격한 관리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먹거리 안전
관리에 대한 믿음을 높여 가겠습니다.

정부는 살충제 계란 사건을 먹거리 산업이 국민적 신뢰를 얻고 한 단계 도약하는 쇄
신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농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TF를 꾸려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점검, 개선하는 방안
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안 토론회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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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친환경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
겠습니다.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
교육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친환경농산물 전용 물류센터 운영, 그리고 친환경농업
후계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자리는 다양한 분야의 국내 전문가 분들이 함께 하신 만큼,

먹거리 관

리체계 개선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정부 정책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며, 참석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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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유기농에 농약검사 폐지하자

유병덕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소장

발제
유병덕 /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소장1)

유기농에 농약검사 폐지하자
두 개의 사건
2017년 8월 유기농업 역사에서 중대한 두가지 사건이 발생하였다. 한국의 무항생제 인증 달
걀에서 비펜트린, 피프로닐 따위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사건이 첫번째 사건이다.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달걀에서도 살충제가 검출되었지만, 무항생제 인증 달걀에서 검출되었다는
보도는 소비자들을 경악하게 했다. 당국은 한국에 있는 달걀 생산 농가의 전부를 조사했다.
조사라는 것이 농가를 방문하여 달걀을 여러개 가져와 실험실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는
지 검사하는 일이었다.

두번째 사건은 이때 일어났다. 달걀에서 DDT가 검출된 것이다.
달걀에서 비펜트린 따위가 검출된 농가들은 그럴만 했다. 살충제가 생산자의 손으로 뿌려졌
기 때문에 그 성분이 검출되는 것은 인과관계가 성립된다. 뒤늦게 농약 회사의 무차별적 영
업행위와 생산자의 무지에 따른 결과라고 해명하려 했지만 때는 늦었다. 무너진 신뢰의 탑
은 다시 쌓기 힘들다.

필자가 주목한 사건은 두번째 사건이다. 달걀에서 DDT가 검출된 사건은 내용이 좀 다르다.
DDT가 검출될 개연성이 없는데 전국에서 딱 두 농가의 달걀에서 검출된 것이다. 공교롭게
도 두 농가 모두 닭들을 자연 방사하는 귀한 농장이었다.

산란계는 일반적으로 쇠창살(케이지)안에 가둬 사지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면서 일생을
알만 낳게 된다. 그래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소비자들은 달걀을 값싸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다. 반면 자연 방사 방식으로 키우는 산란계는 매우 드물다. 그리고, 생산성이 높지 않기 때
문에 달걀 가격이 비싸다. 자연에 방사시킨 닭들은 흙을 밟고 농장을 누비고 다닌다. 횃대에
앉고, 친구들과 뒹굴고 싸움도하고, 날개짓도 힘차게 한다. 이놈들이 낳은 달걀은 부화가 가
1)

IOIA 국제유기심사원협회 아시아태평양위원장, GLOBALG.A.P. 아시아 담당 트레이너, 2008~2013 유럽/미국유기농 심
사원/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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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즉 자연스런 암수 교미를 통해 잉태된 유정란이다. 쇠창살에 갖혀 무정란을 낳는 공
장식 밀집 사육 농장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자연 방사한 닭이 낳은 달걀에서 DDT가 검출되었다는 보도에 소비자들은 더욱 놀
랐다. 비싸게 파는 달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어, 그동안 속았다고 불만이 더욱 높아졌다.

원인이 다른 사건임에도, 한국 사회는 이 두개의 사건을 동일시했다. DDT가 검출된 농가는
폐업하고 그 건강한 닭들은 살처분되었다. 이 일은 우리 사회의 여러가지 인식을 비쳐준다.
소비자는 무엇을 속았다는 것이며, 생산자는 무엇을 속인 것인가?

언론은 그 생산자를 위반자 취급했고, DDT가 검출될 줄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해당 생협은
연일 사과하기에 바빴다. 일반 달걀의 DDT 검출 기준치 0.1ppm2) 보다 낮게(0.028ppm,
0.047ppm) 검출되어 정상적인 상품이었던 그 달걀은 폐기물이 되었고, 그 건강한 닭들은
모두 살처분 되었다.

농약을 뿌리지 않으면 검출되지 않는다는 거짓의 명제
자연에 방사한 닭과 달걀에서 DDT가 검출된 사건은 동물복지와 유기농으로 향했던 새로운
가치 지향에 발목을 잡았다. 올바른 생산과정을 통해 생산해도 유해한 성분이 검출된다면
소용이 없다며 언론과 소비자들은 흙과 농부를 부적격한 존재로 몰고 갔다. 농약이 검출되
는 땅은 사회가 포기하고 버리는 것, DDT가 검출된 닭은 사람의 손으로 죽이는 것이 마땅
한 듯이 결론지어 졌다.

그런데, 자기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농약성분이 검출되는 사건은 생각보다 자주 등장
한다. 최근에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겪은 일을 살펴보자. 연천의 농가
는 인근 과수원에서 비산된 농약으로 인증이 취소되고 학교급식으로 출하하지 못하게 되었
다. 김포의 농가는 읍사무소가 항공방제를 하는 바람에 방제 지역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인증이 취소되었다. 시흥의 농가는 계분퇴비에 들어있던 농약성분으로 학교급식에 출하를
정지당했다. 수원의 농가는 종자에 들어있던 농약성분으로 인해 학교급식 출하를 정지당했
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2017.6.30.) 제11. 부표 및 별표 / [별표5]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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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에서는 시당국이 가로수에 농약을 뿌리자 인근의 친환경농가가 인증을 취소당했다. 청
주의 농가는 수년 전에 생산이 중단된 농약 성분이 토양에서 검출되어 인증이 취소되었다.3)
어떤 지역에서는 보건 당국이 연무형 모기 방제약을 뿌렸는데4), 그 성분이 검출되어 인증이
취소되었다.

이 글에서 예를 든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으로 이밖에도 수많은 농약검출 사건이 있지만, 정
리된 데이터가 없어 통계적으로 기술하기 어렵다. 데이터 정리와 분석이 시급하고 관계 당
국의 협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친환경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었을 때에 그 원인 중에는
생산자가 직접 살포한 경우도 있겠지만, 필자는 직접 살포한 경우보다 간접적인 환경요인이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지금으로서는 잔류농약 검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
기 때문에, 관련 당국의 협조를 통해 유의미한 데이터 분석이 반드시 시행되기를 희망할 뿐
이다.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원인이 직접적 살포보다는 간접적 환경요인일 것이라는 추정은 필자의
경험에 의한다. 자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경험론 바탕으로 기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유
감이지만, 되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노력하겠다.

우선 화학적 방제를 실시하는 시기는 병해충 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 7~8월에 집중된다. 이
계절에 인증기관의 현장 방문 빈도도 높아진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를 위해 한번, 사후관리
를 위해 한번, 이렇게 1년에 두 번 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게 되어 있다.5) 그렇게 방
문하지 않으면 인정기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감사에서 지적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
므로6), 적어도 한 번은 7~8월 중에 모든 생산지를 방문하게 된다. 심사원은 농장과 관리시
설(창고 따위) 곳곳을 검사하는데, 생산자가 농약을 직접 사용하였다면 잔류농약 검사 없이
도 심사원의 물리적 관찰만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 인
증제에서는 잔류농약 검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생산자 스스로 농약을 사용하는 일은 어리석은 생산자이거나 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생산자이다. 두 경우 모두 없지는 않지만 확률은 낮다. 대부분은 자신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증심사나 사후관리에 순순히 응하고 시료채취를 거부하
지 않는다.7) 이 글을 읽는 이가 심사를 해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농약을 사용한 농장에
는 대부분 흔적이 남고, 이는 물리적인 관찰만으로 적발이 가능하다.
3)

가장 빈번히 검출되는 농약은 엔도설판(Endosulfan) 성분으로, 15년 이상 유기농을 해도 검출되기도 한다.

어렸을 적 동네 골목마다 뿌리던 약이고, 그 뒤를 쫓아다니던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5)

농관원 고시 제2017-32호 별표 5

6)

인증기관 업무정지 3개월 이상

7)

심사나 사후관리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인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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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 환경 요인에 의해 농약이 검출되어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는 대부분의
생산자는 농약을 직접 뿌리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은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잔류농약이 검출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어쩔 수 없었거나, 농약성분의 물질 간 이동을 막는 노력이 역부족이
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정직하고 열심인 친환경농업에게도 농약이 검출되는 사고가
언젠가는 예정되어 있다.

이런 추정으로 “친환경농산물은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다”라는 명제는 거짓의 명제가 된다.
참의 명제는 “친환경농산물은 관행농산물보다 농약이 적게 검출된다”이다. 수학적으로 표현
하자면 “친환경농산물의 농약검출 확률이 관행농산물의 농약검출 확률보다 낮다”라고 하면
될 것이다.

이 명제를 확실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미 언급한 대로 현실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지금으
로서는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구하기가 어려우므로 미국의 사례로 대신하고자 한다. 2002년
5월 뉴욕타임스의 보도8)이다. 이 보도의 근거는 유기농 인증제를 운영하는 미국 농무부
(USDA)9)의 발표였다.

미국 농무부의 실험과 소비자연맹(Consumers Union)의 실험을 통합한 데이터에 따르면
94,000개의 표본으로 작물을 분석한 결과 일반 농산물의 73 %에서 농약이 검출되었고, 유
기농산물의 23 %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 이 결과에서도 유기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된 원
인이 생산자의 직접 살포에 의한 것인지 환경 요인인지 밝혀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미국 시장의 유기농산물에서 농약 검출 확률이 관행농산물의 약1/3이었다는 것이다.
즉 검출 여부에 대해서만 보아도 “친환경농산물의 농약검출 확률(23%)이 관행농산물의 농
약검출 확률(73%)보다 낮다”라는 명제는 증명이 된다.

미국의 언론 반응은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 태도와는 사뭇 달랐다. 농약검출 확률이 더 낮기
때문에 유기농산물이 더 좋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다. 보도의 마지막에 관련 전문가의 인터
뷰를 인용하였는데, 환경운동단체 Environmental Working Group의 대표 Ken Cook은 “당
신이 농약에 덜 노출되기를 원한다면, 유기농을 먹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유기농을 권
장한다. 농약에 노출될 확률이 0(영)이 아니라 관행농산물보다 확률이 1/3 수준으로 낮다는
사실만으로도 유기농을 환영하는 태도를 보였다. 합리적 소비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언론의 소임을 다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연맹(Consumers Union)에서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 소식을 전하며 유기농에서 농약이 검출될 확률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10)
8)

웹사이트 인용
http://www.nytimes.com/2002/05/08/us/study-finds-far-less-pesticide-residue-on-organic-produce.html

9)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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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보도와 반응을 가리켜 리스크 소통(Risk Communication)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정부
에는 아직 리스크 소통 매뉴얼이 없는 듯하다. 국가 과제로 추진하여 식품안전 리스크를 국
민과 침착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언론과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미국과 비슷한 분석결과를 접한다면 어떤
태도를 보일까? 아마도 23%의 유기농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결과에 실망과 충격을 받지
않을까? 미국인과 한국인의 논리적 사고는 차이가 있을까? 필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
고, 언론과 소비자의 태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증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미국에서 보여준 언론의 태도에 대해 아쉬운 점은 농약이 검출된 경우 그 농도를 자세히 언
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기농에서 검출된 농약의 농도가 관행농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하였지만 그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필자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으로 미국유
기농의 규정11)을 적용하였다. 미국의 유기농은 인증할 때에는 잔류농약 검사를 하지 않지만,
인증된 농가의 사후관리를 위해 인증건수의 5%를 임의 선정하여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때 농약이 검출된다면 그 농도가 환경보호청(EPA)12)이 정한 기준의 5%보다 높을
때 ‘유기농’으로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농약이 검출되었을 때 농도가 관행농산물 기
준치의 5%를 초과한다면 관행농산물로만 판매할 수 있다. 이 규정을 토대로 유기농에서 농
약이 검출되었을 때 농도는 관행농의 5%, 즉 1/20 이하가 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두 사건 각각의 확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유기농에
서 농약이 검출될 확률은 관행농의 1/3이고, 농약이 검출된 유기농의 농도는 관행농의 1/20
이라고 한다면, 유기농에서 농약에 노출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확률은 관행농에서 그렇
게 될 확률의 1/60(약 1.7%)이 된다.

이는 합리적 추정일 뿐 실제의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 새롭게 정리할 필요는 있겠으나, 이렇
게 간단히 추정해도 친환경농산물의 잔류농약 영향이 매우 낮다고 짐작하는데 부족하지 않
다. 확실한 결론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친환경농산물은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다”라는 명제
는 참이 아니라는 점이다. 친환경농산물에도 농약이 검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농업인과 소비
자가 함께 인정해야 한다. 대신, 친환경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더라도 그 확률과 농도는 관
행농산물보다 낮고, 인체에 미칠 영향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적다. 그러
므로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도록 권장하는 일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합리적인 방향이다.
10)

웹사이트 인용
http://consumersunion.org/news/cu-research-team-shows-organic-foods-really-do-have-less-pesticides/

11)

프로그램 핸드북. 문서번호 NOP 2613 “InstructionResponding to Results from Pesticide Residue Testing”

12)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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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소비자가 얻는 편익
많은 학자들이 친환경농업을 하는 목적으로 자연환경 보전을 들고 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
함으로써 수질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출 수 있다는 사회적 편익이 있으므로 맞
는 말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거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유기농업이 가져오는 환경보전 효
과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점이지만, 그 자체가 유기농업의 본래 목적은 아니다. 유기농업
의 목적은 미시적 접근에서 시작되었다. 유기농업의 고전을 기록한 루돌프 슈타이너, 알버트
하워드, 로버트 로데일13)은 모두 흙의 지력과 육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거시적 지구 환
경이나 국가 차원의 수자원을 살리는 데에 유기농이 기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것을 목적으
로 한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 유기농은 미시적 환경, 즉 생산자에
게 가까운 농업생태계를 가꾸는 일이 주요 목적이다.

유기농의 국제 규범인 코덱스가이드라인 CAC GL 32에서도 유기농을 이렇게 정의하였다.
“유기농이란 생물다양성, 생물학적 순환, 토양의 생물학적 활성화를 통해 농업생태계의 건강
을 증진, 강화시키는 총체적 관리 체계이다.” 이는 작물과 동물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생태계
를 건강하게 가꾸는 일(과정)이 유기농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렇게 미시적 농업생태계를 가꾸는 활동을 농업인들이 실천하게 되면, 거시적으로는 국가
의 수자원이나 지구온난화 문제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유기농의 사회적
편익이다.

또한 농업인들이 농업생태계를 가꾸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게 되면 소비자에게도 편익
이 제공된다. 소비자에게 거시적 환경보전을 위해 유기농을 소비하자고 하면 그것은 지나친
요구이다.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편익은 그들에게 개인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다. 유기농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적 편익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유기농을 먹는 소비자에게 농약 등 합성물질의 노출 확률을 낮추어 준다는
점이고, 둘째는 유기농이 가지고 있는 음식의 건강성이라 할 수 있다. 이 둘은 같아 보이지
만 서로 다른 편익이다.

첫번째 유기농의 편익으로 농약에 대한 신체의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자.
DDT는 1979년부터 전 세계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농약이다. 그런데, 전국 대학병원에서 출
산한 산모 82명 중 81명(98.8%)의 모유에서 DDT가 검출되었다.14) 살충제 달걀 사건이 연
13)

Rudolf Steiner의 강연집 ‘자연과 사람을 되살리는 길’, Albert Howard의 ‘흙과 건강’, Robert Rodale의 ‘Pay Dirt’

14)

매일경제 2017.8.21.보도 재인용.
“21일 매일경제가 2015년 환경분야 국제학술지인 '환경 과학과 기술'에 실린 논문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산모의 몸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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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대서특필되던 시기에 나온 이 보도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약 1300개의 산란계 농장 중
50개(4%) 미만의 농장의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일에는 경악하면서, 약 99%의 사
람에게서 DDT가 검출된 일에는 관심이 적었다. 더구나 산란계 농장 중 DDT가 검출된 곳
은 2곳(0.1%) 뿐이었다. 내몸에 들어 있는 현재의 화학물질에 의해 질병과 같은 나쁜 일이
발생할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화학물질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이 될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현재의 자기 몸이 아닌 미래에 섭취가 가능한 달걀에 더
민감한 것은 아닐까?

이처럼 유해물질이 사람의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개인의 체내에 축적된 인
위적 합성물질의 총량을 바디버든(Body Burden)이라고 한다. 아마도 자신과 가족의 몸속에
바디버든을 0(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 농산물을 구입하게 되
는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자연에 방사한 무항생제 달걀에서 DDT가 검출되었다고 하니, 바
디버든을 줄이려는 노력이 헛된 일이었다고 실망할 만하다.

그렇다면 DDT 외 다른 합성물질이나 중금속들은 어떨까? 게다가 달걀 외 우유, 돼지고기,
파, 고구마, 배추, 부추, 호박 따위의 농축산물과 명태, 참치, 오징어, 미역 따위의 수산물은
어떨까? 우리가 먹는 음식 모두에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따위는 잔류농도가 0일까 0보
다 클까? 모든 음식에서 유해물질 잔류농도가 0으로 만들면 좋겠지만, 그걸 ‘장담할’ 수 있
는 전문인은 없을 것이라고 감히 ‘장담할’ 수 있다. 우리는 바디버든이 0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0일 수는 없다.

사람의 몸에서 바디버든이 0인 상태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낭만주의이다. 바디버든을 0에
좀더 가깝도록 하기 위해 친환경적 상품을 선택하는 일은 합리적 소비라고 할 수 있다. 이
것은 저농약 사과15)를 선택하던 소비자의 합리주의와 같다. 유기농이나 무농약으로 사과 농
사를 짓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16) 유기농이나 무농약 사과가 시장에 없기 때문에 차선책
으로 저농약 사과를 구입하는 것은 일반 사과를 구입하는 것보다 잔류농약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을 낮추는 소비행위였고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것이다. 이런 소비 행위는 바꾸어 말하면,
소비자들은 농약 잔류 농도가 최소화되기를 희망한 것이지 농도가 0(영)인 것을 보장받으려
했던 것은 아니다. 농약 농도가 0을 초과하는 농산물을 먹지 않겠다면, 저농약 사과를 구입
하지 않았을 것이다.
서 만들어지는 모유에는 거의 예외 없이 DDT 성분이 검출되고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팀은 이 논문에서
2012년 4~8월 서울 등 전국 4개 도시 5개 대학병원에서 분만한지 1개월 된 산모 82명 중 81명의 모유에서 소량의
DDT가 검출됐다고 보고했다.”
15)

저농약농산물 인증제는 2015년을 기해 완전히 폐지되어 지금은 시장에서 선택할 수 없다.

16)

물론 극소수 유기농이나 무농약 사과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있었지만 통계적, 거시경제적 의미는 없는 숫자이다. 전국에
1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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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건강을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은 농약이 덜 들어간 것을 선택하는 것이지
농약이 조금이라도 들어 있으면 선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는 앞서 소개한 바, 미국의
유기농에서 농약이 검출될 확률을 근거로 유기농 소비를 권장하던 것과 같은 말이다. 유기
농인데 농약이 검출되는 것을 부적격한 상품으로 여겨 폐기한다면, 소비자에게 바디버든을
줄이기 위해 농약이 적게 들어간 음식을 선택할 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된다.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유기농을 실천하던 농민들을 마치 소비자나 유통업자를 기만한 것으로 여겨 퇴출
시킨다면, 많은 농민들이 유기농을 실천할 기회를 빼앗기고, 그 결과 유기농 가격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농민은 농약을 뿌리는 농사로 되돌아갈 것이다. 환경의 악화는 심화되고,
DDT 같은 환경재앙에 소비자는 더욱 노출된다. 악순환이다.

유기농에 잔류농약이 0은 아니지만, 음식에 들어 있는 유해물질에 의한 피해 리스크17)를 현
저히(미국의 농약검출 데이터로부터 추정한 확률은 관행농산물의 1.7%) 낮추어 주므로 소비
자에게 ‘농약 리스크‘ 저감이라는 편익을 가져다준다. 이것이 유기농의 첫 번째 편익이다.

우리는 가정에서 조리를 할 때에 재료의 100%를 유기농으로 하지 않는 때가 많다. 김치 재
료 중에 배추는 유기농이지만 양념은 관행농을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유기농을 구입하면 리
스크가 낮아지는 것이지, 리스크가 0(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유기가공식품의 인증기준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유기가공식품을 제조할 때에 투입하는 원료의 총 중량에서 95% 이상을
유기농으로 하여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전 세계가 같은 기준이다. 거꾸로 말하면 5%
이하의 관행농 원료를 사용하여도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아주
작은 양이지만 관행농에 포함된 농약이 유기가공식품에 잔류하는 일은 상당히 개연적이다.
그러므로, 친환경농산물을 먹는 소비자가 얻게 되는 편익은 농약 리스크가 0(영)이 되는 것
이 아니라 농약 리스크가 현저히 낮아졌다고 하는 것이 옳다. 보다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친
환경농산물은 (인위적으로 투입하는) 화학적 위협인자18)의 리스크를 크게 낮춘 식품이다.

두 번째 유기농의 편익은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안전한’ 음식을 섭취하
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을 섭취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안전과 건강의 개념을 분리해야
하는데, DDT가 검출된 99%의 사람이 건강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17)

리스크는 문제가 발생할 확률과 피해 강도의 곱으로 나타내고, 그것을 리스크 지수로 설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식품안전
관리의 일반론이다. HACCP 절차에서 리스크 평가를 할 때에 이용되는 방법이다.

18)식품안전을

관리하는 과학적 방법은 식품안전의 위협인자(Hazard)를 알아내서(identification) 현실 문제로 발생할 확률
을 낮추는 억제활동(Critical Control Point)을 하는 것이다. 이때 위협인자는 그 성격을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인 것
으로 분류한다. 이들이 억제되지 않고 문제로 발생하여 피해를 입힐 가능성을 식품안전 리스크라고 할 수 있다. 위협인
자는 ‘위해요소’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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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되는 음식의 안전성은 이미 식품위생법을 통해 확보되어 있다. 유통되는 음식의 100%
가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식품위생법이 없는 것보다 있는 편이 음식이 안전할 확률이
현저히 높을 것이다. 음식의 안전성은 적어도 유통되는 과정에서 관리되고 있고, 이는 유기
농과 일반 음식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된다. 다소 잔류농약이나 식품첨가물 따위의 합성물질
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기준치19) 이하라면 안전하므로 먹어도 된다는 것이 관련법의 취지이
다. 물론 이점은 논쟁의 소지가 있지만,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유
해물질은 공식적으로 안전한 것이다.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이 방법론은 전 세계가 공통으로
취하고 있다. 피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있다면, 그것의 한계 기준을 정해 관리한다는 개념이
다.

음식의 안전성은 주로 유해물질(Hazard)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해를 입을
확률이 높은 물질의 허용 농도를 기준치로 정해 관리한다면,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고 건강
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쁜 물질로 인하여 나쁜 일(식중독, 악성 알레르기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접근 방법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나쁜 일들은 주로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생명을 위협할 만큼의 강도가 있을 때에 ‘안전‘에 대한 대책으로
논하게 된다. 보건분야에서는 ‘급성’과 ‘만성’으로 안전에 대한 위협(독성)을 구분하고 있는
데, 만성 독성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기 보다는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필자의 큰 아이는 슈퍼마켓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어김없이 아토피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아이스크림은 계속 판매된다. 아토피 피부가 심화되어 생명을 잃을 정도라면 모를까,
가려움이 아무리 심해도 죽지는 않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는 일은 개인적 선택이 된
다. 죽거나 입원하지 않을 만큼 안전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 행복의 기초는 안전이
아니라 건강이다. 행복추구권과 건강추구권은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이 어떻
게 만들어 졌는지 그 과정을 알고 선택할 권리는 헌법과 국가가 보장해 줘야 하는 일이다.
안전이 선택의 문제나 추구 대상이 아니라 존재를 위한 필수재라면, 건강은 기준이 주관적
이고 개인이 선택하는 문제이다. 유기농은 존재를 위한 필수재는 아니지만 건강을 추구할
때 선택하는 행복을 위한 필수재이다.20) 자연과 조화를 이룬 유기농은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편익을 주기 때문이다.

음식의 건강성은 접근 방법이 다르다. 좋은 물질로 인하여 좋은 일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안전이 부정적 언어가 중심이 된다면, 건강은 긍정적 언어가 중심이 된다. 사람이 건강하기
19)농약의
20)

경우 MRL(Maximum Residue Level), 식품첨가물 따위는 ADI(Allowable Daily Intake)

로버트 스키델스키는 좋은 삶(행복)의 일곱 가지 필수재를 제시하였는데, 건강, 안전, 존경, 개성, 자연과의 조화, 우정,
여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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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나쁜 것을 피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나쁜 것을 피하는 일은 안전에 관한 일
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건강이 단지 나쁜 것(질병이나 질환)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지
않았다.21) 다시 말하자면 건강은 좋은 것을 찾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 나쁜 것이 있어도
좋은 것이 균형잡혀 있다면 건강할 수 있는 것이다.22) 앞서 모유의 예를 들었듯 98.8%의
사람의 체내에 DDT가 잔류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98.8%의 사람이 건강하
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 단지 1.2%의 사람만 건강한 것인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많
은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한 가지 문제는 안전을 위협하는 나쁜 것은 진단이나 시험분석을 통해 알아 낼 수 있지만,
건강을 보호하는 좋은 것은 진단이나 시험분석으로 알아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건강은 개체
가 살아가는 환경과 생활의 과정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시험분석을 통해 알아내기
가 어렵다. 그런데 이점을 거꾸로 말하면 건강은 시험분석을 해 보지 않아도 개체의 환경과
생활 과정을 보면 알아낼 수 있다는 방법론의 전환이 발생한다. 쇠창살에 갇혀 움직이지 못
하는 닭에는 DDT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그 개체들의 환경과 생활의 과정을 관찰하는 것만
으로도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DT가 검출되었지만, 그 개체들이 자유롭게 운
동하고 횃대에 않고 날개짓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한 닭에게 DDT가 잔류하고 안 하고를 따지는 것도 의미가 없다. 소비자는 자신이 구입
하고자 하는 닭이 어떻게 생활했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건강한지를
알아낼 수 있다. 생산 과정을 확인하는 것은 농축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
니라 건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하면 덤으로 안전성이 저절로 확인된다. 힘없이
웅크리고 살아가는 닭을 보고 건강하다고 진단할 사람이 있겠는가? 활력있게 돌아다니며 유
정란을 생산하는 닭을 보고 건강하지 않다고 진단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것은 고도의 기술
이나 자본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상식의 문제이다.

소비자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것을 안전성이라는 개념으로 대치할 수 없
다. 다시 강조하지만 건강성은 분석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관찰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다.
분석보다는 생산과정에 대한 통합적 검토 방법은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유기농 인증에서
사용하는 규범화된 심사방법론이다.
21)

웹사이트 인용
www.who.int/suggestions/faq/en/ “Health is a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and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or infirmity.

22)물론

요즘 쏟아지는 수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은 저마다 좋은 성분을 홍보하고 있다. 그것들을 섭취하면 신체의 어떤 기능
을 강화시킨다거나 어떤 질환을 호전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사람의 종합적 건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개인적 사치가 미
덕이되어 가고 있는 현대의 소비 풍조는 건강의 개념마저 바꾸고 있는데, 장수에 대한 집착과 나이를 초월한 스테미너,
주름살 없음, 몸매 따위가 건강인 양 선전하는 과잉 소비재가 건강의 본래 의미를 충족시킬 수 없다. 이 자료에서 말하
는 건강은 상업화된 건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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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은 어떤 생산과정을 보여주길래 건강하다는 것인가? 아래에 열거한 예시들이 말해 준다.

종자가 튼실하고, 2세를 재생산할 능력이 있다.
작물 을 땅에 심을 때 간격을 더 넓혀 스트레스를 줄인다.
흙 속에 지렁이 따위의 작은 생물종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흙 속에 유해균도 있지만 좋은 균들이 다양하게 분포하여 병원균이 자연스레 억제된다.
흙은 산소와 유기물을 충분히 담고 있고 입단화를 이루고 있다.
흙에는 부엽토와 같은 정도의 좋은 퇴비만을 투입한다.
흙에 얽힌 크고 작은 생물들이 있어 큰 비가 와도 입자가 쓸려가지 않는다.
지상에는 해충도 있지만 거미와 무당벌레들이 해충을 억제한다.
논에는 우렁이와 새우를 비롯한 다양한 수생 생물들이 공존한다.
여러 가지 풀과 곤충의 서식처가 보호되어 조화로운 생태계를 이룬다.
작물 자체가 튼튼하다.
동물 자체가 튼튼하다.
동물이 흙을 누비고 다니고 제 몸에 필요한 성분을 스스로 보충하도록 방목한다.
암수가 적절히 섞여 있고 자연적으로 교미한다.
건강한 작물로 만든 사료를 동물에게 먹인다.

그래서, 작물에게 화학비료를 줄 필요가 없다.
작물에게 합성농약을 뿌릴 필요가 없다.
동물에게 항생제를 먹일 필요가 없다.
동물에게 살충제를 뿌릴 필요가 없다.

유기농의 국제규범인 코덱스 가이드라인의 유기농 재배기준(CAC GL 32)에는 건강한 농업
생태계를 가꾸는 일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국제규범서 어디
에도 농약을 치지 말라거나, 화학비료를 뿌리지 말라는 기준이 없다. 유기농이 그저 농약,
비료 안 쓰는 농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기농이 그저 농약 검출 안 되는 농산물을 말하
는 것은 더욱 아니다. 유기농은 농약, 비료 따위를 ‘쓴다/안쓴다’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
니라, 유기적 관계를 맺고 균형잡힌 농업생태계를 갖춘 환경에서 작물과 동물이 성장하도록
중단없는 과정을 취할 때 그 의미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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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농사법이 아니다. 농약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농사법이다.
유기농은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사육방법이 아니다. 항생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육방
법이다.

재배 과정과 사육 과정이 건강하였으므로, 그 결과물은 건강할 확률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보다 자연을 벗삼아 여유롭게 지내는 사람
이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적을 것이라는 추정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식물과 동물도 마찬가
지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고, 환경친화적 재배 과정을 겪은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건강한 음식이 제공된다는 편익은 유기농에 관계된 경제학에서 중요한 논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건강한 농산물과 축산물을 선택할 권리는 소비자에게 주어져 있다. 작물과 동물이
건강한지는 생산 환경과 생산 과정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유기농 채소와 과일이 관행농보
다 더 늦게 짓무르고 썩는다는 것은 건강함의 징표라 할 수 있다. 이 또한 여러 TV 프로그
램과 책에서 소개되었을 뿐, 필자에게는 실험결과 따위의 근거가 없다. 하지만, 그렇게 기대
하고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에 근거를 요구할 수는 없지 않은가? 주류의 영양학자들은 유정
란과 무정란의 영양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비자는 유정란이 더 건강하다는
실험결과가 없더라도 값을 더 지불하고 구매할 의향(WTP)23)이 있는 것이다. 건강에 대한
과학적 근거 보다, 수요의 경제학에서 주체가 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소비자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같은 맥락에서 건강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는 헌법이 바뀐다면 언급되어야 할 중요한 개념이다.

GMO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고, 이미 주류 과학자들의 이론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GMO 콩과 옥수수가 안전할 수는 있겠지만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
가? GMO 콩으로 만든 두부를 먹었다고 당장 식중독이 걸리지는 않을 테니 안전하다고 주
장하겠지만 분명 건강한 콩은 아니지 않는가? 소비자가 유기농이나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
부를 찾는 이유는 안전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선택으로 보아야 한다.

소비자가 유기농을 먹을 때 얻게 되는 편익은 바로 건강을 추구하는 소비 의향에 부합한다
는 것이다. 그리하여 안전하기만 한 일반 음식에서는 얻을 수 없는 행복과 건강을 얻게 된
다는 것이다.

이것이 안전과 건강의 차이이다. 안전은 나쁜 것이 존재하거나 그로 인한 악영향의 확률이
높아질 때 그것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건강은 여러 측면의 좋은 것을 종합적으로 갖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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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단지 영양의 종합적 보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신체, 정신,
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지나친 관심이 필요 없을 만큼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존재하는 상태가
건강이다.24) 이는 진단과 분석으로 나타낼 수 없다. 또한 건강은 장수에 대한 집착과 같이
신체 기능에 대한 지나친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건강은 행복을 추구하는 데
필수재로서 신체와 정신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충분히 달성된다.

이렇게 소비자가 유기농을 먹을 때 얻는 이익(편익)을 통해 더욱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 편익인 농약 노출 리스크의 현격한 감소, 두번째 편익인 건강한 농축수산물
의 섭취를 통하여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 두 편익으로 아이의 아토피
가 호전될 수 있고, 천식이 완화될 수 있고, 주의력과 집중력이 개선될 수 있다. 유기농을
왜 먹어야 하는지를 인식할 때에 더이상 “농약이 안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농
약이 훨씬 덜 들어 있고, 건강한 생명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과학의 역설
코덱스 가이드라인에서 유기농의 정의를 말할 때, ‘농업생태계의 건강’이란 탄저병균이나 진
딧물이 없는 토양이나 작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유기농의 건강성은 생물다양성, 생물학
적 순환, 토양의 생물학적 활성화를 통해서 얻어진다고 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농부가 농사
를 지으면서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단하거나 시험분석
을 함으로써 건강함을 확인하지 않는다. 유기농 인증심사원은 농장을 방문하여 농부가 이
세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평가한다.

이는 사람에게 질병이 없음을 진단하는 기술이 발전하였지만, 건강하다고 진단하는 기술이
없는 것과 같다. 즉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판단하는 방법은 그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과
정’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주로 어떤 음식을 먹는지, 현
재 직업을 좋아하는지, 건전한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지,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는
지. 사람이 신체, 정신, 관계에 압박이 없이 자연스럽고 규형잡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건강
한 것이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작물과 동물의 건강은 어떤 물질을 분석적으로 판별하는 것
이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24)

로버트 스키델스키, 에드워드 스키델스키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건강은 마치 그 임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도구처럼 사람들이 자기 신체를 의식하지 않다도 되는 행복한 상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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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유럽연합 감사보고서의 취지문에는 아래와 같은 글이 나온다.

“유기 제품의 인증 시스템은 유럽연합의 규정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생산과정을 보증(Guarantee) 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제품 자체의 유기적 특징을 보증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제품
이 유기적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감사보고서

2012>25)

유럽연합은 유기농산물을 감별할 수 있는 과학은 없다고 밝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근
대적 유기농업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유럽은 국가 인증제도를 시행한 것도 가장 오래 되었
다. 유럽연합 인증제도는 1992년 시행되어 한국(2001), 일본(2001), 미국(2002)보다 10년
정도 앞서 있다. 물론 유럽과 미국에서 인증이 제도화 되기 전부터 민간의 인증은 더 오래
되었지만 국가 인증제도의 역사는 이러하다.

대한민국의 과학이 유럽의 과학보다 더 발달하여 농산물이 유기적인지 결정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개발했다면 이는 위대한 발명이다. 그렇다면 우리만 그 방법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유럽, 미국을 포함한 외국의 전역에 수출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과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동
등성 관계를 맺고 있는 유럽연합과 미국에는 반드시 이 방법을 사용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
여야 한다. 한국의 유기인증 방법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들과의 동등성 관계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기농의 정의, 목적, 인증방법론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면, 세부 기준 정도를
검토하여 서로 인증이 동등하다고 하는 것은 동등한 협정이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 유기농
생산자들에게 잔류농약검사를 요구하는 만큼 동등성을 맺은 외국의 유기농 생산자들에게도
같은 수준으로 요구해야 합당하지 않은가?

필자가 예상컨대,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이 기형적으로 실험실에 집착하는 심사방법론을 받
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인증제도가 그렇게 변질된 것은 과학만능주의이고 토건
중심의 산업화가 빚어온 물질중심적(하드웨어적) 사고의 연장이다. 또한 소비자가 음식에서
잔류농약 0(제로)를 희망하는 것은 수학적, 논리적 사고가 결여된 낭만주의이다. 유기농의
본질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한국적 유기농업 개념을 유럽의
국가들과 미국이 받아들일 리가 없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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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COURT OF AUDITORS (2012). AUDIT OF THE CONTROL SYSTEM GOVERNING THE
PRODUCTION, PROCESSING, DISTRIBUTION AND IMPORTS OF ORGANIC PRODUCTS
“The control system for organic products as set out in the EU regulations aims at guaranteeing the
production processes but not the organic character of the products themselves. This is because there is
no scientific way to determine whether a product is organic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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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에 관한 국제적인 비정부기구인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26)도 유기농 인증이
어떤 종류인지를 밝히고 있다.

“IAR(IFOAM Accreditation Requirements)은 인증기관이 유기농 인증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확인
해야 하는 생산자의 관리방식과 실천 기준을 제시한다. IAR은 유기농 인증이 프로세스 인증임을
중시한다.”
<IFOAM Accreditation Requirements. page 86.>27)

여기서 ‘프로세스 인증’이 무엇인지 개념을 잡아야 한다. 표1을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제품등의 인증 중에서 프로세스 인증에 해당된다. 인증방법론의 국제규범인 ISO/IEC 17065
를 보면 농업 생산이 프로세스 인증임이 나타나 있는데, “제품(Product)은 프로세스(Process)
의 결과”로 정의되었고, “프로세스는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시키는 상호 관련이나 상호 작용
하는 활동의 집합”으로 정의되었다. 프로세스의 예시 중에는 식품 생산 프로세스와 식물 생
장 프로세스가 포함되어 있다.28)

표 1. 제품 등의 인증과 시스템 인증 비교 (자료: 이시도르연구소(2016))
제품 등의 인증
제품인증
사례

프로세스인증

KS마크,
Q마크,

시스템 인증
서비스인증

유기농,

시설관리,

ISO9001, ISO22000,

친환경농산물

휴양시설

해외의 HACCP, 해외의 GAP

전통식품
인증표시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만 표시

제품에 인증표시 하지 않음.
회사의 홍보에만 이용

기준

최종제품의 기준 설정, 또는 제조과정 및 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준 설정

회사의 모든 시스템에 대하여 전사
적 적용. 품질 또는 안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구성

목적

제품 표시 (라벨링) 규제

회사에서 공급하는 모든 제품과 서
비스에 대한 품질 또는 안전을 보장

소비자 (B to C)

사업자 (B to B)

가능

불가

이용자
병행생산

26)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

27)

“Generally speaking, the IAR establishes requirements for the conduct of organic certification by the
certification body, including procedures and practices of the operator that the certification body must
verify. The IAR consider organic certification to be a process certification.”

28)

ISO/IEC 17065 3.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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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인증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유럽 국가들이 채택한 방법은 농축산업 생산 과정(프로
세스)을 평가함으로써 최종 제품의 유기적 순수성(Organic Integrity)을 보장(Garantee, 또는
Assure)하는 것이다. 국제유기심사원협회(IOIA)29)의 심사매뉴얼은 IFOAM이 공식적으로 채
택한 유기농 심사방법론이다. 이 매뉴얼은 심사원이 유기농장과 가공시설에서 어떤 방법으
로 심사하여야 하는지를 지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현장(On-Site)에서 평가하는 방
법이 기술되어 있다. 시험분석을 실시하는 방법론은 자료전체 260쪽 중에서 3쪽에 불과하
고, 그 내용도 잔류농약, GMO 분석을 소개하는 수준이다. 대부분은 현장을 관찰하고 정보
를 추적하는 기술을 보이고 있다.

표 2. 한국과 다른나라 유기농 인증방법론 비교
한국

한국 외

결과중심주의

과정중심주의

(실험실주의)

(현장주의)

위반행위접근법

리스크접근법

(사후징벌적)

(사전예방적)

부적합사항 = 부적격

부적합사항 = 개선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30)의 유기농 인증방법론은 크게 표2와 같이 비교할 수 있다. 우리나라
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은 결과중심주의, 기만행위접근법, 부적합사항의 부적격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결과중심주의는 생산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달걀에서 DDT가 검출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
는 사고이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생산과정이 아무리 나빠도 살충제가 검출되지 않으면 용
서가 된다는 말이다. 쇠창살에 갇힌 닭을 보고도 그집 달걀을 검사하여 살충제가 검출되지
않으면 ‘적합’으로 판정하였다.

위반행위접근법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의도적 기만행위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유기농 생
산자는 관행농 생산자보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위반하려는 의도가 항상 잠재되어 있는 것
으로 보고 특별히 모니터링한다. 유기농 생산자는 예비범죄인이 된다. 지난 8월 DDT가 검
출된 두 농가는 모두 동물복지를 실현하는 모범적인 대안의 축산업자였다. 그들이 위반행위
를 한 적이 없지만, 소비자가 기만당한 것으로 보았고 그들은 위반자가 되었다. 그래서 농축
29) International Organic Inspectors Association
30) 유기농에 대해 국가인증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들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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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에서 (일시적이겠지만) 퇴출되었다.
부적합사항은 적격하지 않은 생산자를 뜻한다. 적격하지 않기 때문에 퇴출되어야 하고, 유기
농을 실천할 자격이 없어진다. 그렇게 떠나간 농부들은 다시 농약과, 항생제를 사용하는 농
사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

반면 다른 나라의 유기농 인증방법론은 과정중심주의, 리스크접근법, 부적합사항의 개선이라
는 관점을 가진다.

외국의 유기농 인증제는 철저히 과정중심이다. 쇠창살에 갇힌 닭은 살충제를 사용할 가능성
이 높아지므로, 결과가 아닌 사육 과정에서 동물복지를 실천하여 살충제 사용의 가능성을
낮춘다. 과정이 결과를 지배한다는 개념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래서, 유럽 등 대부분의 국
가에서는 유기농 인증할 때와 인증 후 사후관리 때에 잔류농약 검사를 하지 않는다. 미국만
좀 다른데, 미국은 사후관리 때에 인증 건의 5%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31), 농약
이 검출되더라도 생산과정이 타당하였다면 인증을 취소하지 않는다.

리스크접근법은 유기성(Organic Integrity)을 훼손할 수 있는 위협요인을 예방적으로 관리한
다는 뜻이다. 유기성을 훼손할 수 있는 농약잔류의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는 예방적으로
농약 사용이 필요가 없도록 생산 방식을 디자인해야 한다. 살충제 노출의 리스크가 있다면,
생산자는 그 리스크를 인식하고 확률을 낮추는 계획을 세워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유기농
하는 농장에 가 보면 인근 관행농장에서 농약이 날아들는 것을 막기위해 완충공간을 설정하
거나 방풍림을 조성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노력이 있다면 농약 리스크가 0(영)이 되지는
않겠지만 0(영)에 더욱 가까워진다. 그 정도로 인증 요건은 충분하다.

부적합사항을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 여기서 부적합사항이란 생산자가 가진 미흡
한 조건을 말한다. 이는 생산자가 의도적으로 원칙을 위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의
도적인 기만행위는 인증제도에서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영역에서 취급될 사안이다.
우리나라 농관원 담당자에게 사법적 권한까지 부여한 것과는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외국은 부적합사항이 나타났을 때 생산자가 개선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본다. 개선 의지
가 없거나 개선을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한다. 외국의 인증이었다면 토양에서
DDT 검사를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다가 검사를 하게 되어 DDT가 검출되더라도
토양 환경을 개선할 기회를 주고 생산자는 계속 좋은 달걀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미시
적 환경개선 노력이 거시적으로 볼 때에는 국민의 DDT 리스크를 점차 개선해 나간다고 보
는 것이다.
31) 검사비용은 인증기관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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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강의에서 비슷한 질문을 받곤 한다. 실험실에서 분
석하지 않고 대체 어떻게 유기농인지 알아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반문은 어떠
한가? 실험실에서 어떻게 유기농을 실천했는지 알아낼 수 있느냐고?

실험결과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는 알아낼 수 있겠지만 생산자가 어떤 과정으로 생산하였
는지를 알아낼 수 없다. 이것이 과학의 한계이다. 실험실 결과와 농부의 생산과정을 동일시할
수 없다. 농약을 사용하였어도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물질은 순환하고 이동한다. 농부가 사용하지
않은 DDT가 농산물에서 검출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리스크는 임팩트를 무시해도 좋을 만큼
미미하다. 99%의 사람에게 이미 DDT가 잔류하지만 그들 중에 일부러 DDT를 섭취한 적이
없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과학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과학을 악용하거나 오용하는 사례이다.
어떤 농약 성분은 분석해도 감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경
제적인 이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약의 성분은 검출빈도가
높으니 실험장비를 그러한 성분들 중심으로 설정한다. 장비의 운용에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
문에 가장 경제적인 수준으로 검출 대상 성분을 설정하는 것은 경영적 측면에서는 설득력이
있다. 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약 성분들 중 우리나라에서 시험분석하고 있는 성분의
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친환경 농가들 중에는 이점을 이용하여 검출되지 않
는 농약을 살포해 오다가 적발된 경우가 있었다. 비양심적 농가들에게 시험분석은 면죄부가
되었던 것이다.

잔류농약 검사가 유기농의 건강성이나 생산과정을 알아낼 수도 없고, 오히려 비양심적 생산
자나 유기농의 건강성에 관심이 없는 생산자에게 면죄부로 활용된다면 이는 과학의 역설이
아니겠는가? 쇠창살에 갇힌 닭들은 살충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달걀을 검사해서 합격품과 불합격품을 나누는 일은 논리의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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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방향

1. “유기농”의 정의와 목적을 재설정

국제기준인 코덱스 가이드라인(CAC GL 32)에서는 유기농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유기농업이란 생물다양성, 생물학적 순환, 토양의 생물학적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생태계의 건강을
증진·강화시키는 총체적 관리 체계이다.”

친환경농어업법32) 제2조의 용어 정의에서 친환경농업과 유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친환경농어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이하 "농어업"이라 한다)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유기"[Organic]란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
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이 정의를 살펴보면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이 투입하는 물질을 중심으로 정의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농업이라는 것이다. 또, 친환경농업
은 생태계와 환경을 보전하는 농업이고, 안전한 농산물로 정의되어 있다.

이는 유기적 생산과정, 즉 다소 미시적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생물학적 순환, 토양의 생물학
적 활성화를 통해 만들어진 건강한 농업생태계에서 생산되는 것이라는 국제적 규범에 합치
되는 정의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농업에 투입되는 자재를 중심에 놓고 친환경농업의 의미
를 해석하게 되면 화학 자재를 사용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로 인해 잔류농약 따위
가 검출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유기농업은 건강한 농업생태계를 만드는 총체적
생산관리 과정으로 다시 정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3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부르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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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친환경농업이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일면 타당성이 있으나 이
는 친환경농업을 통해 얻게 되는 사회적 편익은 될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
다. 거시적 차원의 생태계 보전보다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인
‘농업생태계’로 시각을 좁힐 필요가 있다. 그래야 농업인의 실천 방향과 소비자의 개인적 편
익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쉬워진다. 거시적 환경보전은 사회 정의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방향
이지만 이 자체를 친환경농업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개인들에게는 막연하고 높은 이상으로
여겨질 것이다. 거시적 사회적 혜택에 대해서는 직접지불제도를 통해 보상함으로써 농업인
들에 대한 사회적 지불을 하는 것으로 거래관계는 충분하다. 지불금을 더욱 높여 친환경농
업의 환경보전 효과를 충분히 보상해 주고, 친환경 농업인들이 계속 안정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유익한 방법이다.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농업인
은 자신이 관리하는 농장 안팎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꾸는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생산방법
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친환경농업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한 부분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안
전한 농산물을 생산·유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또한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식품은 안전성과 건강성을 나눠서 가
치를 평가해야 하고, 유기농 또는 친환경농산물은 안전한 식품보다는 건강한 식품에 더 가
깝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되기 보다는 건강한 농
업생태계에서 생산된 건강한 식품 산업으로 인식되는 것이 합당하다.

2.인증방법론을 과정 중심으로 전환

지금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방법론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결과중
심주의, 위반행위접근법, 부적합사항에 대한 수용 태도가 가져온 폐해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
두에게 불만족한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고 유기농의 본래 가치의 하락을 가져온다. 그
폐해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실험실의 결과를 중시하는 인증은 유기농의 생산 과정을 부실하고 왜곡되게 만든다.
유기농은 생물다양성과 건강한 토양의 바탕 위에서 생산될 수 있다. 하지만 잔류농약이 검
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결과에 빠진 나머지, 토양의 개선에 무관심한 수많은 생산자를 양산
하게 되었다. 토양의 입단화와 균형잡힌 토양생태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농약 대체재에 의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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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기농 풍토는 유기농을 위한 농업생태계와 생산기
반을 약화시킨다. 사용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토양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유박(주로
수입되는 재료임)과 농약의 대체재에 의존하는 농업이 되었다. 외국의 유기농에서 농업용수
기준은 ‘농업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수자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인데, 우리의 기준
은 수질을 개선하는 활동이 아니라 더 좋은 수질을 찾기 위하여 지하수 개발이 만연하고 있
고, 결국 지하수에서 농약이 검출되기에 이르렀다. 유전자 다양성이 없어지다 보니 식물의
수정에 관여하는 벌과 유익한 곤충이 없어지고 있고, 이제는 수정벌과 꽃가루를 수입하고
있다. 자원순환의 중심적 기능을 했던 농가 퇴비장이 농촌에서 사라지고 대형 자재공장에
자원을 의존하는 유기농업으로 변모했다.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결과중심주의는 건강한 생산과정과 농업 환경을 개선하
기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들이 점점 줄어들게 만들었다. 이는 소비자에게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할 기회를 축소하게 된다.

둘째, 인증기관의 관료화를 가져온다. 유기농을 제대로 판별하기 위해서는 생산 현장에서 다
양한 관찰과 유기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원들은 시험분석 성적서, 형식
적으로 작성한 신청서류, 농업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기록물에 의존한다. 시험분석
은 작물의 잔류농약, 토양의 잔류농약, 토양의 양분, 토양중금속, 수질, 항생제 따위를 검사
하게 되는데 농업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수십년 동
안 토양에 잔류하는 농약성분이나 퇴비를 통해 전이될 것으로 우려되는 항생제 등은 농가의
유기농 실천 의지를 위축시킨다. 토양의 중금속이나, 수질 등은 유기농이 아닌 일반 농업의
기준과 같아서, 사실상 의미가 없다. 한국 외 대부분의 국가가 운영하는 유기농 인증에서 이
런 시험분석을 통해 인증을 결정하는 경우는 없다. 인증기관들은 유기농업의 본질과 실행
현장보다는 인정기구(농관원)의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서류를 준비하는 데 더 많은 노
력을 투입한다. 농업현장에서는 농약 비산을 막을 완충지 정도를 확인할 뿐이다.

셋째, 농민이 소외된다. 20년이 넘도록 유기농업을 실천해 온 농부라면 이제 농업생태계와
토양환경이 충분히 자리잡고 안정된 유기농 생산을 할 때가 되었다. 그런 농부들조차 자신
의 토양이나 작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을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유기농업을 실천하
는 일이 마치 잠재적 범법행위로 간주되어 감시의 눈길이 끊이지 않는다. 인증기관과 농관
원은 생산자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1년에 몇번씩 시료를 수거해 가서 분석을 실시한다. 생
산자 자신이 통제하기 어려운 농약 성분의 이동현상에 대해 두려움과 죄책감을 갖게 된다.
농업인들의 인권은 무시된다. 그들이 소외되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해도 고집스레 인증 부적
격자로 낙인찍거나, 예비 부적격자로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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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의 왜곡, 인증의 관료화, 농민의 소외 문제는 결과중심주의 인증제에서 비롯되었다.
선진국과 같이 과정중심, 리스크접근법, 부적합사항에 대한 개선노력으로 관점을 바꾸지 않
는다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잔류농약 검사를 더 자주하고, 검출 시 징벌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생산자의 억울함이 높아질 뿐이
다.

유기농에 대해 실험실에서 분석하도록 요구하는 모든 기준은 철폐되어야 한다. 실험실 분석
은 유기농에 대해 특별히 더 높은 강도로 실시할 일이 아니다.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
해서는 관행농업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기준으로 해야 한다. 거시적 차원의 농약 리스크 관
리를 위해 시장에서만 시료를 수거하도록 하고, 통계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즉, 잔류농약 검
사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활용하면, 수입농산물이나 관행농산물
은 물론이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 관리 전략(국가의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용
한 정보가 될 것이다. 잔류농약검사 등은 거시적 정책 수립의 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하고,
유기농 인증서를 발행하는 데에 이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국제적 규범이다.

3.인정기구33)의 전문성 강화

인증제도의 발전-지금은 발전이 아니라 혁신이 필요하다-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일은 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인증제의 변화를 위해 친환경농업, 유기농업의 개념 전
환과 인증방법론의 패러다임 전환은 인정기구가 변화의 방향에 맞게 운영될 때 완성될 수
있다. 인정기구가 이해하고 설정하는 패러다임과 방법론이 인증기관들에게 하향 복제되어
같은 방식으로 업무 패턴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나라 인증이 외국과 다른 점을 표2로 정리한 대로 인정기구에도 같은 문제들이 나
타난다. 결과중심주의는 인증기관이 행정 관련 문서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관료주의적 모습으로 나타난다.

인증기관이 의도적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수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일이 시장에 유통되는 친환경농산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
더라도 징벌적 조치를 내린다. 징벌도 매우 강력하다. 3개월 또는 6개월의 업무정지는 인증
기관 운영에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인증기관들 중에는 농가의 농장 면적을 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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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적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라는 가혹한 징계를 받는 일이 빈번하다.

인증기관에게 미흡한 점이 있을 때에 –사실 다른 산업계에서도 크고작은 미흡함은 매우 빈
번하게 발생한다-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징벌할 뿐, 시정조치를 통해 인증기관이 개선되어
노하우를 쌓아갈 기회를 주지 않는다. 원래 감사란 수사와 같은 사법행위가 아니다.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조직이 성장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인데,
감사를 받는 인증기관은 잠재적 범법자가 되고 불안에 떨기만 할 뿐 조직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
정기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유기농업 관리가 농약검사 중심으로 오게된 이유는 인정기구가 그 방
향으로 이끌어 왔기 때문이다. 인정기구로서 국제적 규범과 인정 및 감사 업무의 전문성을
축적하지 못했지만, 잔류농약 검사와 생산자 징벌, 인증기관 징벌 절차는 계속 강화되어 왔
다.

인정기구의 전문성은 무엇으로 알아낼 수 있는가? 필자는 미국의 USDA NOP, 일본의
FAMIC, 네덜란드의 RvA, 이탈리아의 ACCREDIA를 직접 방문하여 사례를 검토한 바 있
다(2017년). 이들은 모두 유기농 인증기관을 승인하고 관리하는 인정기구들이다. 우리나라의
농관원과 같은 기능을 하는 기구들이다. 이들의 운영 체계를 분석해 보았더니 몇가지 공통
점이 있었다.

첫째, 다른 나라 인정기구들의 공통점은 인정기구의 국제적 규범인 ISO/IEC 17011의 요구
사항들(기준)을 직접 또는 간접 적용하고 있다. 이들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수행기구이거나
국가 기관에 종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독립성이 보장되고, 인정 업무의 절차와 감사의 방법
론이 전문적으로 설계된다. 농관원은 인증 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하면서 인증 실무를 해볼
기회가 없어졌고 담당자가 인사교체 되면 인증의 전문성을 쌓기가 힘들다. 그래서 농관원이
인증기관을 감사할 때 분석성적서와 행정실무(인증면적, 토지대장 정리 등)에 관한 자료에
집중하는 반면, 인증기관이 농업인의 유기적 생산과정을 충실히 심사하였는지 평가하는 방
법론과 전문성은 개발될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인증기관에게 개선이 가능한 비의도적 부적
합 사항에도 개선의 기회 없이 가혹한 징벌을 가한다. 인증기관은 개선의 기회가 없기 때문
에 개선되지 않는다. 인증기관의 경쟁력은 인정기구의 경쟁력을 넘어서 성장할 수 없다. 인
정기구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전문적 기구로 자리잡아야, 인증기관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둘째, 외국 인정기구들은 유기농에 관한 다양한 전문인을 확보하고 인증기관 감사관(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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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활용하여 감사 업무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간다. 이들은 국제적으로도 협력하
며, 유기농업 분야의 전문지식을 넓혀 나가고 감사관

트레이닝에 꾸준히 참여한다. 농관원

의 경우 잦은 인사교체로 전문성을 쌓을 여유가 없고, 감사에 임할 때에 유기농업의 목적과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여 감사의 초점이 행정실무 기록과 시험성적서 중심으로 치우치게 된
다. 농관원은 감사관의 자격기준조차 없다.

셋째, 외국 인정기구들에는 인증기관의 리스크를 파악하고 부적합사항들을 관리하는 절차가
자세히 마련되어 있다. 행정적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고 인증기관을 징계 중심으로 관리하는
우리의 인정기구와는 접근 방법이 다르다. 외국의 인증기관들은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경쟁
력이 높아진다. 해외 유수의 인증기관들은 이렇게 성장해 왔던 것이다. 이는 인정기구의 전
문성과 소통능력에 좌우된다.

현재의 인정기구 감사 방법은 인증기관이 농가를 심사하는 방법과 매우 닮아 있고, 이런 관
점과 패러다임의 근본 원인은 인정기구이다. 인증기관은 인정기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농약검사 등 시험분석에 치중하는 인증방법론을 관
련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에 포함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기관이 바로 우리의 인정이다.
따라서 인증제도의 개선과 혁신은 농관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문제를 발생시킨 시스템을
혁신하지 않고 현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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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

박종서 /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

친환경농업의 현실과 앞으로의 방향
-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

1. 최근 발생한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본 친환경농업의 현실
“분석과 결과 중심의 친환경 인증제도가 부른 70대 유기농민의 悔恨”

지난 8월 경북 모지역에서 지난 20여년간 유기농업을 실천하였던 70대 농민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인증을 갱신하려고 검사용으로 3,000여평의 유기농지중 하우스 한
켠 5~6평에 얼가리를 심어 농관원 직원이 시료로 채취해갔는데,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
어, 인증이 취소될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이었다. 시료검사를 위해 심은 얼갈이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느끼게 한 것은
지난 수 십 여 년 동안 유기농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마을 전체가 친환
경농업을 하도록 이끌어 왔을 정도로 신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농관원에서는
본인을 죄인 취조하듯이 범법자 취급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억울해서 농관원에게 다시
검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직접 시료를 재검사하여 불검출로 나온 성적서와 영농일지
를 비롯한 각종 서류, 농자재구입 증명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청문회를 하였지만,
최초 검출된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 이상이여서 결국 인증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최근 나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 “내가 지난 수 십 년 동안 우리 농업을 지키고, 소비자에
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한다는 사명감으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죄인 취
급 받는 상황이 되니, 내가 왜 친환경농업을 해 왔는지 후회 된다.”고 말끝을 흐리며 전
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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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친환경) 계란에서 살충제가 무더기 검출되었다..... 친환경 농민은 모두 잠
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19일 정부는 1,239 산란계 농장에 대한 대대적인 살충제 조사를 실시하여 49농
가를 부적합 농가로 발표했다. 놀랍게도 적발된 농가 중 37농가가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장으로 밝혀졌으며, 언론과 국민들은 정부의 관리부실과 농피아 문제, 친환경
농가의 부도덕성 등으로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살충제 계란 사태의 근본 원인은 지
금까지 생산성만을 우선하는 성장주의 농정과 농축산물 구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중성,
무항생제 인증 제도의 허점, 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정부의 관리 부재, 일부 농가의
인증제 이해 부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대기업의 부도덕한 영업행위(금번 무항생제 농
장에서 유독 살충제 성분이 많이 검출된 것은 LG 팜한농 제품인 와구프리-블루을 정부
와 지자체에서 친환경살충제로 보급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지만 대다수의 언론은 이에
대해 침묵하였다!)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여 발생한, 먹거리에 대한 현주소를 단적
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후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
기 위한 진지한 성찰과 대책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즉각적인 개선 대책으로
케이지 사육 제한, 동물복지 도입, 무항생제 인증 폐지, 친환경인증제 사후 관리 강화 등
대대적인 관리강화 방침을 발표하였다. 친환경농가는 인증사고가 터질 때마다 예비 범죄
자 취급받는 상황이 과거 정부에서도 그랬듯 이번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2. 친환경농업의 현실
�

2015년 저농약 인증 폐지, 부실인증, 소득보장 결여 등으로 인해 실천농가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전년은 소폭 증가했음.

- (09년) 7.3만호 → (12년)10.7만호 → (13년)10.3만호 → (14년)6.8만호(34%감소) → (15년)약
6.0만호(12%감소) → (16년)약 6.2만호(3.4%증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부의 편증 심화, 비정규직 및 청년실업 증가, 중산층 몰락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 구매력 감소
- 지속적인 성장을 해 오던 생협 및 전문점의 성장율 정체 및 적자운영
-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소는 값싼 외국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 귀결
� 박근혜 정부는 GAP(2025년 재배면적 50%)를 농정의 핵심과제로 선정하면서, 친환경농
업 보다는 GAP를 집중적으로 육성
- 저농약 인증을 무농약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보다는 GAP로 유도
- 저농약 폐지되면 학교급식은 GAP로 공급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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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이 과학이다! GAP가 친환경보다 우수하다!
* 문재인정부에서도 GAP 육성에 대한 정책 기조는 그래도 유지되고 있다!
�

2014년 KBS 파노라마의‘친환경유기농업의 실태’방영 이후 정부의 인증제도강화 등 후
속조치로 인해 유지장벽 높아짐(포기사례 속출)

- 인증 강화 : 잔류 농약 검사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

* 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이후 정부의 친환경 인증제도 강화 움직임은 친환경농업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3. 친환경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주요 개선 방향
(1) 결과와 분석 중심의 인증시스템에서 과정(Process) 중심의 인증시스템으로 전환
▣ 현황
� 국내 친환경인증제도는 외국의 인증체계와 달리 “분석과 결과 중심”의 인증 시스템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민들의 영농과정에 대한 평가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도 친환경농업의 토양 및 수질 개선 등 생태 환경보전의 공익적
기능이 제대로 알려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 유기,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의 많은 부분이 생산과정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생물의 다양성 유지라던가 생태계 보존에 관한 기준 등 생
산과정에 대한 기준은 가볍게 취급되고, 잔류농약분석결과에 인증여부가 거의 결정
이 나는 상황임.
� 잔류농약 검사 등 최종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중심의 인증-검증 시스템은 사회적 비
용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농산물 가격을 높일 뿐 아니라 생산-소비가 신뢰구축
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개선과제
� 친환경농산물 농약 검사에 의존한 인증이나 관리방식에서 과정을 중시하는 인증 시스템(농
가 운영방식과 생산자의 자질, 생물다양성, 토양비옥도 개선 등)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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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은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는 토양, 수질 등을 개선 및 회복시키자는 것이
므로 유기농을 시작할 때의 토양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유기농업 진행 후 그 상태의
오염도를 유지하거나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기본으로 관리하는 방안 검토
- 최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토양오염도가 10%, 20%이상 높아질 경우에는 그에 따른
단계적 행정조치를 하고, 오염도 상승이 2년 이상 지속될 경우는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 검토

�

참여형 인증제(PGS, Participatory Gurantee System)의 지원체계 마련
- 인증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여 관리하고
점검하는 인증 시스템의 도입 및 지원시스템 마련
�

(2) 비의도적 인증 위반 농가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
▣ 현황
� 최근 비산, 농자재에 의한 오염 등 비의도적 인증 위반에 대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으며, 기준치 이상일 경우 인증 취소 처분이 내려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분석이라는 것이 채취방법 및 채취 장소, 분석기기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석 결
과 수치로 인증 위반 유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음.
▣ 개선 방향
� 인증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가가 이의신청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재에도 이의신청 제도가 존재하나 농가 입장에서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농
가가 강하게 요구해야 그나마 청문회를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청
문회를 통해 인증취소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친환경농가가 분석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즉시 보관된 시료로 2차 검사를 실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문 등 관련 절차에 해당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비의도적 인증 위반의 경우 친환경농업을 지속 실천할 수 있도록 경감기준등 구제방
안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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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농일지, 생산계획서 등 서류 간소화
▣ 현황
� 고령화와 서류의 복잡성으로 인해 농가들의 영농일지, 생산계획서 등 서류 작성의 어
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임.
� 현재의 친환경 영농일지는 인증의 적정성을 판단할 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
친환경 재배지에 농약을 사용했다고 해도 그걸 영농일지에 기록하는 농가는 없기 때
문에 인증의 판단자료로 농가가 기록한 영농일지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
농일지 기록만 강조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농가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 아니라 인
증의 형식화를 부채질할 수 있음.
� 영농일지를 본인의 친환경 농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작성하도록 하
는 것은 권고할 일이지만 인증을 위한 자료로 강제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임.
▣ 개선방향
� 인증신청자의 친환경 농업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대체할만한 충분한 친환경농자재를 구매했는지(또는 만들었는지) 여부 등을
구매내역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면 됨.
� 생산계획서도 최대한 간략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대신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농가의
자재구매내역서, 출하내역서 등의 증빙자료와 퇴비생산 여부, 친환경필지의 잡초 생
육 여부, 천적 출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일률적으로 적합, 부적합으로 관리하는 것
이 아니라 현장심사 결과 상중하로 농가의 부적합 행위 위험성을 파악한 뒤에 양호
한 곳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과감히 생략하고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연중 2차례
이상 불고지 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등 선택과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서 농가의 기망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사례] 독일 농가들의 경우 유기농업 이력이 오래된 농가들은 영농일지를 생략하기도
하고, 별도의 기록관리 담당자를 둘 수 있는 대규모 재배농가가 아닌 경우에는 달력 등
에 간략하게 기록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음.
�

영농일지의 경우도 친환경 재배지만 있는 농가의 경우 생략 또는 간략하게 작성하도
록 하고, 관행재배지를 갖고 있어서 농약 구매내역이 있는 농가의 경우 본인이 구입
한 농약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농가를
위험도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농가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기망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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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환경농산물 생산관리자 제도 보완을 통한 사전 위험 요소 관리체계 구축
▣ 현황
� 친환경농산물의 사전 안전성 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생산
관리자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대부분 고령화되어 있는 농촌현실에서 과중한 업무(예
비심사업무)로 인해 현장 농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

생산관리자가 단체 구성원에 대한 교육과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관련 규정에 제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농가의 교육과 예비심사 및 내부감사의 역할은 전무한 상태
이며, 예비심사보고서 등 비효율적인 서류업무만 가중되는 상태임.

▣ 개선방향
� 분석과 결과 위주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시스템을 사전 위험 요소 관리 체계로 전환하
기 위한 생산관리자의 역할을 증대되어야 하나, 현재의 단체 구성원(또는 외부 지정
가능)중에 무보수로 선임토록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정책임.
� 농고 및 농대 출신, 청년 귀농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교육 후 생산관리자로 지정하
고, 중앙과 지자체에서 인건비 지원하여 이들로 하여금 사전 위험요소 관리를 전담
케 하고 농업인들의 애로점을 지원케 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임. 이는 문재인
정부의 신규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사업이기도 함.
� 중앙정부 추가 소요예산 : 37.2억원(중앙 50%, 시도 50%)
* 산출근거
- 생산관리자 1인이 인증농가 200명을 전담할 경우(2016년 기준 61,946명)
- 310명*200만원*12개월 = 7,440백만원

(5) 인정기구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관리 능력 향상 및 감독 시스템 전면 개선
▣ 현황
� 농관원의 인증 업무 민간 이양으로 인해 인증심사경험이 전무한 농관원 직원들이 농
가의 현실과 인증제도에 대한 경험과 이해 부족 상태에서 인증기관을 감독함으로서
전문성 있는 관리감독이 어려워지고, 결과 위주의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로 인해 인증기관은 농가들에 대해서 더욱 경직된 자세로 임해 친환경농업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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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농가들이 스스로 증명)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 개선방향
� 농관원에서 지속해서 친환경 인증기관을 관리 감독해야 된다면 별도의 전문성을 확보한
관리감독부서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전문성 있는 감사를 통해서 인증기관의 잘못된 점이 고의인지,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
면 치명적인 시스템상의 결함인지를 판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재와 같이 적발 즉시 처벌이 아니라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기간 개선할 수 있
도록 기회를 줘서 차츰 나아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됨.
�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과 행정적인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 감사원에 의한
감사를 통해서 인증기관 심사원들이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해야 인증사업자
의 기망행위를 막을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지도 할 수 있어야 됨.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분석성적서 위주의 심사만 거듭될 수밖에 없음.
[사례] IFOAM의 인증기관 감사의 경우, 감사원이 2일 동안 인증기관에 대한 서류심
사, 현장 입회심사를 진행 한 뒤에 10여 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각 항목 별로
잘된 점, 잘못된 점을 지적한 뒤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또는
범칙금 부여를 하고 중한 잘못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를 명함. 이러
한 전문적인 감사를 한번 받고 주의를 기울여서 개선하게 되면 감사를 받은 인증기관은
인증의 전문성에 있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농가를 덜 괴롭히면
서도 기망행위를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게 됨.

(6)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보완 및 지속 필요
▣ 현황
� 무항생제 제도가 도입될 시기 본 제도가 필요했던 이유는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문
제 뿐 만 아니라 친환경농업의 퇴비 공급원으로서 무항생제 축분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음.
� 즉, 가축의 사육에 필요한 사료를 친환경농산물의 부산물로 공급하고 그 사육과정에
서 발생하는 축분을 적절한 방법으로 다시 친환경농업에 투입하자는 자원순환적인
개념에서 시작되어진 것으로 이러한 축분 사용이 수입 원료인 유박보다는 훨씬 더
친환경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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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최근 무항생제 계란에서 발생한 살충제 문제로 인해 무항생제 인증을 폐지한
다는 것은 앞서 제시한 도입 이유를 망각한 것일 뿐 만 아니라 친환경농업(정확히는
유기농업)의 자원순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임.

▣ 개선 방향
� 무항생제 인증에서 허용하고 있는 산란계의 케이지 사육을 삭제하고, 동물복지 개념
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무항생제 축산 인증을 보완․지속하여야 함.
� 친환경농업의 자원순환 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경축순환을 실천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를 적극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단위 경축순환 사업(과거 광역단위 자원순환 친
환경농업 단지 조성사업 등)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사업을 마련하여야
함.
(7) 기타 개선사항
농민들이 자가제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재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
하여 자원 순환 및 저비용 구조로 전환토록 해야 함.
� 용수기준을 친환경농업의 수질개선 취지에 맞게 기준 재설정 필요
� 단체인증의 경우 구성원의 20%가 위반되었을 경우 단체 전체에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은 과도한 제재로 완화 필요
� 취급자 인증에 대한 입출고 이력추적제도 보완을 통한 투명성 제고 필요
� 인증 수수료 국가 지원
- 현재 지자체별로 차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증비를 국가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예산 편성
� 인증 신청 시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첨부, 인증기관은 인증서 발급시 친환경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후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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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 방향
1. 문재인대통령 후보시절 친환경농업 진영과의 정책 협약 주요내용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Food Plan) 수립 시행
� 친환경 생태농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
� 친환경실천농가에 대한 친환경직불금 지원 확대
� GMO 표시제 및 식품표지제도 강화
�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지원 및 공공급식 전면 확대
� 소비자생협 활성화 및 친환경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 친환경 유기축산 활성화 및 동물복지 강화
� 도농교류, 귀농·귀촌 및 도시농업 활성화 확대
�

2.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농정과제
(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 (삶의 질) 농산어촌의 기초적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
�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업 활동 기반 6차산업 고도화 및 사회적경제 모델 정립
� (산림 일자리 복지 확대) 산림분야 공공ㆍ민간 일자리 창출, 임산물
재해보험 운영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2) 농어업인의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 (농산물 수급안정) 쌀은 시장격리, 사료용벼 전환 등 선제적 수확기 수급안정 방
안 시행(17년), 18년~19년 생산조정제(15만ha) 한시 도입
� (공익형 직불제 개편)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18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
램 도입 등 생태ㆍ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확대
� (재해대응) 농어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재해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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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 (영농창업 활성화) 18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귀농ㆍ귀촌 임대주택단
지 조성 등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ㆍ정착지원 강화
� (환경친화형 농축산업) 22년까지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 조성 등
친환경ㆍ동물복지 농축산업 확산
� (스마트 농업) 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원예 7천ha, 축산 5천호 보급 및 관련
R&D 투자 확대
� (품질좋은 먹거리 공급) 18년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유기ㆍ이력제 수산물 학교급식 확대, GAP
및 HACCP 인증농가 확대 등
� (참여와 협력의 농수산 행정) 대통령 직속 농어업ㆍ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및 농어업회의소 법적 근거 마련, 지방분권형 농정 추진

[참고자료2]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 4대 핵심과제
1. 한반도전역을 친환경유기농업화 하기 위한 정책 수립
(1) 현황
� 친환경농업 재배 면적, 농가수, 생산량 감소세
- 유기·무농약 면적 `09년 84,382ha → `16년 79,479ha
- 유기·무농약 생산농가 `09년 73,056호 → `16년 61,946호
- 유기·무농약 생산량 `09년 988,740톤 → `15년 460,177톤
� 친환경농업 예산 감소 `15년 125,249백만원→`16년 109,363→`17년 93,567
� 친환경농업 면적 확대 정부 목표 2020년까지 8%(`15년 현재 4.5%)
(2) 정책과제
� 친환경·유기농업을 우리 농정의 기본 토대로 삼아 농업정책을 친환경·유기농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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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중심으로 재편하고 국가 예산율 만큼 농업예산을 증대하고 친환경·유기농업을
중심으로 조정하고 확대해야함
� 농림부, 농진청, 농협 등 각종 기관의 관행농업위주의 체계를 친환경·유기농업 육
성지원체계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전역을 친환경·유기농업 지대화를 이
루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 마련
-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국 설치
· 유기농 생산(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 유통 일원화 등
- 농진청 유기농업연구센터 설립
· 유기농업은 생산, 축산, 가공, 경영, 유통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해
서 발전하므로 농진청 내의 독립된 유기농업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기술 개발 및 보급
- 농협중앙회 친환경유통사업단 설치
2. 직불제 확대 개편을 통한 농민기본소득 보장
(1) 현황
� 17년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 : 14조4,887억원(`16년 14조 3681억원에서 0.8% 증액)
- 총 예산 400조 7천억원(전년 대비 3.7% 증가)
� 2017년 총예산 대비 농림예산 비중 : 3.6%
� 한국의 농업 직불금
- 전체 농림예산에서의 비중 10.5% (유럽 70%대, 일본 30%대)
- 2015년 직불금 지급액 : 10개 직불금 1,473,849백만원
- 농업인구(257만명) 기준 1인당 직불금 57만원(농가소득 대비 1.5%, 농업소득 대비 5.1% 수준)
- 지방정부까지 포함, 정부가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농업·농촌 관련 보조사업 1,100개
- 친환경직불금의 경우 농가소득의 1.6%(`13년, 542천원) 수준
(2) 정책과제
� 농정대개혁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성에 기초한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으로 농정 전환
� 농업에 투입되는 자재, 시설, 기계 등 각종 보조사업을 통폐합, 중단하고 관련예
산을 농업인에게 직불금 형태로 지급하므로써 기본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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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업에 대한 영구 직불금 지급 및 지급액 확대

3. 학교급식법 개정과 공공급식 확대
(1) 현황
� 친환경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으나, 현행 학교급식법에 국가와
지자체의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책임을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
장의 의지에 따른 편차,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정책과제
�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친환경무상급식 안정화
- 기초 및 광역 급식지원센터 설치 명문화
-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조달계약이 가능하도록 지방계약법 예외인정
- 보육에서 초 중 고까지 전 교육과정으로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 국가의 재정부담(50%) 의무화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비를 보장하면서, 안전하고 품질 높은 친환경농산물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최저입찰제 폐지
� 군대 급식을 친환경농산물로 전환 추진 등 공공부문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
� 친환경농산물 사용 의무화 대량급식소 지정
- 병원 등 안전먹거리가 필요한 대량급식소, 공공기관 구내식당
� 저소득층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제도 도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 친환경농식품 꾸러미를 직접 배송하여 직거래를 활성
화시키고 쿠폰식이나 전자식이 아닌 농산물 제공
4. GM작물 상용화 추진 중단 및 GMO 식품 완전표시제 도입
(1) 현황
� 유전자조작생물(GMO)은 유전자변형 생명체가 미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검증이
여전히 부족하여 생태계는 물론 인간의 삶 전반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는 부정적인 의견 또한 매우 높은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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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 식품과 사료의 수입도 꾸준히 늘고 있어 수입된 콩과 옥수수는 190만
톤에 달하는데, 식용으로 수입된 콩은 대부분 식용유에 사용되고, 옥수수는 전분
과 전분당으로 사용되지만, 식품에 표시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의 알고 선택할 권
리를 침해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 산하에 GM작물실용화사업단을 통해 GM벼 등 작물을 개발하고 상용
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식량생산 기반을 위태롭게 하
는 것임.
�

(2) 정책과제
식품에 표시해야 할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기준인 3%를 유럽과 같이 1% 이하로
낮추고, 식품성분 중에서 유전자조작원료가 중량대비 5순위 이하면 표시하지 않
아도 되는 예외조항 삭제
�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의무자(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
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수입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 식당 등에도 유전자조작식품 및 원료사용여부를 밝히는 표시의무대상을 확대
� 국내 소비자들이 GMO를 먹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가 포함되지 않
은 식품의 경우 Non-GMO 또는 GMO Free 표시를 선택제가 아닌 의무제도화
� 제조 및 생산 후에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아 검사가 불가능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
물도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이상의 GMO 원재료 사용 시 표시 의무화
� 생산, 수입, 가공, 유통 과정에서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추적 및 표시 시스템 구축
� GM 벼 등 GM 작물 상용화 중단 및 GM작물실용화사업단 해체
�

▣ 10대 세부과제
1. 벼 재배를 유기농으로 전면 전환
(1) 현황
� 쌀 생산량 증대와 소비량 감소
- 생산량 : 2007년 440.8만 톤 → 2016년 419.7만 톤
- 소비량 : 2007년 76.9kg → 2016년 61.9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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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여량 : 2017년 25만톤(의무수입량 40만톤 별도)
- 밥쌀 수입까지 더해져 잉여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및 갈등 발생
고투입 다수확 생산방식의 문제점
- ha당 기준량 90kg인 질소를 214kg 과다 투입
- 과다 투입에 따라 토양과 수질 등 농업생산 환경 및 농촌 환경 훼손
- 다수확 품종 중심의 생산으로 쌀 맛의 하향 평준화와 품질 저하, 소비저하 악순
환

�

(2) 정책과제
� 전체 논 농사(77만 8,734ha)를 전면 유기농으로 전환
- 수확량이 초기 다소 감소하지만 기술안정화와 함께 회복
- 양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관리하여 고품질의 친환경 쌀 생산을 통해 환경개선
과 소비촉진
- 쌀관련 직불금을 친환경 쌀 생산직불금으로 전환하고 확대하여 유기농 논농사 유
인
친환경쌀 공공비축미 수매제 실시
- 친환경쌀에 대한 공공비축미 수매제를 실시하여 생산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군대,
관공서 등 공공분야에 대한 친환경쌀 공급 확대

�

2. 친환경 동물복지를 축산의 기본전략으로 전환
(1) 현황
�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등 가축전염병의 상존화와 반복적인 재정 부담 발생
- 2010년 11월 ∼ 2011년 4월 소, 돼지 347만여 마리 살처분 보상금, 소독방역비용,
농가 생계안정자금 등 2조 7천383억원 재정부담 발생
- 2011년∼2015년 초까지 소, 돼지, 닭, 오리 등 가축 살처분 보상금 1조8천500억원
지급
- 2016년 11월 발생한 AI로 2017년 1월 초 현재 국내 정체 사육 가금류(1억6천525
만 마리)의 18.3%인 3천33만 마리 살처분. 보상금 소요액만 2천3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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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적인 가축전염병이 연관산업에 미치는 간접적인 기회손실비용과 농촌 일자리
감소, 축제 취소, 관광객 감소, 생산기반 회생비용 까지 따지면 기하학적인 사회
적 손실 발생
� 고밀도 단기 사육, 케이지 사육, 항생제 오남용 등 동물복지를 고려하지 않은 축
산이 낳은 재앙
- 방역 및 소독과 백신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해결 불가능
- 적정 밀도 유지, 가축 질병 저항력 증대 등 동물복지 축산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
법 모색
(2) 정책과제
� 공장형 고밀도 축산 감축과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정책 확대
-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피해 및 살처분 차단을 위해 현행 축산정책 기조 전환
- 향후 5년 내 전체 축산 중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 비중 50% 이상 확대
- 공장형 밀집사육 축산에 따른 국가 재정의 낭비 삭감과 효율 운영
� 친환경 동물복지형 축산직불제 확대
- 현재의 친환경축산직불제(2015 기준 1,903농가, 17,177백만원 규모)를 확대
- 축산물 가격 상승분을 상쇄할 수준의 직불제 도입
� 양분총량제, 사육두수할당제 등 적정축산 유도와 경축순환농업으로의 방향전환
- 수입의존적인 화학비료를 축산 퇴비로 대체, 지역별 양분관리와 함께 적정규모의
축산으로 전환.
- 환경개선 통한 축산 이미지 재고
3. 친환경의무자조금 조기 정착 및 확대
(1) 추진 경과
< 2013년∼2014년 >
- 한농연, 친농연이 중심이 되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도입건의(농식품부)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및 공감대 형성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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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
- 정부, 생산자단체, 농협이 참가하는 자조금 추진 협의회 구성
- 친환경의무자조금 전국순회 설명회(총13회, 6천명)
- 자조금 추진을 위한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설립(농식품부 인가)
< 2016년 >
-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가입 및 자조금 동의서 제출(1월)
- 농식품부 자조금 설치계획서 승인(3월)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전국 대의원총회(6월)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본격실시(7월)
(2) 향후 과제
� 친환경자조금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단체의 적극적 노력
� 가공, 유통, 소비, 자재 등 친환경 관련 산업으로의 자조금 거출 대상 확대
� 친환경자조금 납부자의 경우 타 원예자조금의 이중 납부 제외
4. 친환경농산물 통합 유통조직(친환경농협) 설립
(1) 현황
� 단작화, 특화 품목 중심 생산으로 개별 농업법인은 물론 시군 단위로 조직해도
다양한 친환경 농산물 구성과 물량 확보의 어려움 존재
�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장은 규모화,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나, 그에 대응하
고 교섭력을 가진 생산자조직은 여전히 영세성, 비전문성, 파편화되어 있는 현실
� 생산은 비연속적,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나, 소비는 다품목이 연중 이루어지므로 이
를 생산자간 협동을 통해 시장 교섭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통에 종속
되는 현상 발생
(2) 정책과제
� 광역단위 친환경농산물 생산 · 유통 조직화 추진
- 소규모의 농업법인간의 협동 구축(협동조합 간 협동)
- 광역 또는 전국 친환경농산물 통합 유통조직(광역 또는 전국 친환경농협)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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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주체 간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통합 유통조직(마케팅보드) 건설
� 친환경농업협회,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한 수급조절,
판로확대 강화
�

5. 생협 등 직거래 중심의 유통 지원 확대
(1) 현황
� 국내산 친환경농식품 거래액의 20% 내외를 차지하는 생협 등 대안유통조직에 대
한 물류시설, 지원 사업 부재
� 생협 등 직거래를 통한 유통이 26.5%에 달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한 매출액
이 `12년 62억원에서 `15년 1,659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음에도 관련예산은
축소되고 있는 실정
(2) 정책과제
� 국내산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소비촉진에 앞장서는 생협 등 직거래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육성
- 친환경농업 소비진영의 정책 협의 조직으로서의 생협의 위상 강화
-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지원사업 개편(매장시설자금 보조 전환 등)
- 친환경직거래매취자금 지원 개선(금리인하, 현물담보 시행 등)
�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 등 직거래를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
-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 확대를 위한 시설 및 운영 자금 지원
- 친환경 로컬푸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 확대
6. 국내 친환경농산물 가공산업 추진
(1) 현황
� 국내 친환경·유기가공식품의 생산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수입 유기농산물을 원료
로 하여 가공하거나 완제품 형태로 수입한 유기가공식품이 절대 비중을 차지함
� 국내 유기가공품시장의 규모는 2013년 현재 4,908억원 정도이며 이중 약 85%가
수입산 원료 또는 수입 반가공품을 원료로 제품이 생산되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 가공산업은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핵심 요소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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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함에도 친환경농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이나 지원 부족
� 친환경농산물 가공기술, 자본, 시설이 열악하고 판매처가 협소하여 친환경농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인프라 부족
�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확대로 국내 유기 및 친환경 가공산업이 위축되고 치명적
타격 우려
(2) 정책과제
� 무농약 등 국내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인증(표시)제 도입
� 원료 구입, 가공시설․장비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친환경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
� 국산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가공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농민들이 쉽게 가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를 정비
� 소규모 농가의 친환경 가공품 생산 및 판매를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시 군 단위로
설치
7. 저농약 실천 농가 및 일반농가의 무농약, 유기농으로의 전환 지원
친환경재배 생산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친환경농업 생산기술에 대한 전문 교육 확대
� 국내 농업환경에 적합한 종자(품종) 개발 및 보급
� 친환경과수 재해보험료 지원
� 유기 및 무농약 재배 과수농가에 대한 직불제 차등 확대 지급
� 학교 및 공공급식에서의 유기 및 무농약 과수 우선 사용 예산 지원
�

8. 유기종자 육성지원
(1) 현황
� 유기농업에서는 유기종자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적인 방법으로 유기종
자를 구할 수 없을 때는 일반종자 사용을 허용함. 유기종자란 유기재배로 채종되
고, 화학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비유전자변형종자(non-GMO)를 말함. 국내에는 아
직 유기종자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고 유기종자를 구하기 어려워 일반종자(품종)
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62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 정책토론회2

�

국내에는 유기종자 등록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유기종자가 개발된 경우에도 유기
종자란 이름으로 유통(국내�외)될 수 없음

(2) 정책과제
� 국내 유기종자 채종 확대, 보전 및 보급하는 등 유기종자 육성 계획 수립
� 유기종자 채종 및 보급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9. 인증제도 개선
(1) 결과와 분석 중심의 인증제도에서 농업생산(과정)중심의 인증으로 전환
① 현황
� 국내 친환경인증제도는 외국의 인증체계와 달리 “분석과 결과 중심”의 인증 시스
템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민들의 영농과정에 대한 평가가 올바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도 친환경농업의 생태 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이 올바로 알려지고 있지 못함.
� 잔류농약 검사 등 최종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중심의 인증-검증 시스템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농산물 가격을 높일뿐 아니라 생산-소비가 신뢰
구축을 저해
② 정책과제
� 친환경농산물 농약 검사에 의존한 인증이나 관리방식보다는 시스템(농가 운영방
식과 생산자의 자질, 물리적인 환경 등 농업생산 시스템)중심의 인증이나 관리방
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 참여형 인증제(PGS, Participatory Gurantee System)의 도입.
- 인증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여 자주
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는 인증 시스템의 도입
(2) 인증 제도 개선 및 지원
① 현황
� 인증 유효기간(1년) 대비 인증신청을 위한 토양, 용수, 생산물에 대한 검사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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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서류제출 등으로 인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② 정책과제
� 농민들이 재인증을 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 제출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도
록 개선
- 경영관련자료(영농일지 등) 기록 간소화 및 인증품 생산계획서 개선
- 친환경인증 지속자의 경우 심사 관련 구비서류(인증신청서로 대체), 관련 검사자
료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경제적 부담 해소
� 농민들이 자가제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재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자원 순환 및 저비용 구조로 전환토록 해야 함.
� 친환경농업인의 비의도적 인증위반 행위에 대해 처분을 경감하는 기준마련
� 친환경농업 용수기준을 생활환경기준에서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으로 변경
� 친환경농산물의 사전 안전성 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생산관리자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대부분 고령화되어 있는 농촌현실에서 과중한
업무(예비심사업무)로 인해 현장 농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
음. 외부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생산관리자 제도의 시급한 개선 필요
� 인증 수수료 국가 지원
- 현재 지자체별로 차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증비를 국가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10. 생태를 살리고 환경을 보전하는 친환경·유기농업의 대국민 홍보 강화
친환경농업의 다면적 기능과 공익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 필요
� 도시와 농촌이 함께 하는 각종 활동의 지원 강화하고 도시민들이 농업을 보다 더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등 도시농업 지원 대책 수립 시행
� 초 중 고교생들에게 친환경농업 인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재를 개발
� 식량위기, 기후변화,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에 대한 광범한 대국민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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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2

이현복 / 당너머 농장 대표

1. 생산자 관리와 더불어 소비자 홍보도 중요하다.
2. 현장중심의 인증체계 이어야 한다.
3. 종(생물) 다양성은 지하부와 지상부로 관리해야한다.
4. 생물학적 순환은 처한 곳 주변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5. 토양의 생물학적 활성화는 작물의 양분적 가치가 아닌 미생물의 먹이로서의
가치이어야 한다.
6. 자재나 시설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7. 항생제 농약 비료를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안 써도 되는 방법이어야 한다.
8. 규모화 기계화도 개선해야 한다.
9. 먹거리는 돈으로 보지 말고 생명체로 보아야 한다.
10. 내가 생산 한 것을 누가 먹는지 알고, 내가 먹는 것을 누가 생산 했는지
알아야 한다.
11. 먹거리는 정서와 문화가 바탕이어야 한다.
12. 진정한 농부는 명의 보다 낫고 진정한 농장은 병원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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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먹거리는 모두가 생명체이고 그 생명체가 행복하여야 그것을 먹는
우리도 행복해 질 수 있다.

이제 먹는 다는 것은 만족감이나 맛을 추구 할 뿐 아니라 편안함을 주어야
한다. 먹음으로서 편안함(행복)을 느끼는 것은 정서와 문화가 함께 해야 한다.

이는 생산자의 양심과 소비자의 이해와 배려가 함께 해야 함인데 인증제도
및 먹거리 관리에 전향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섭생의 원리에 처한 우리 는
고비용을 지불 하고도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힘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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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3

조완형 / 한살림연합회 전무

친환경 인증제의 문제 근원을 찾고 근본 대책 세워야
정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근본적인 대책을 찾고 세우기보다는 대
체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
다. 살충제 계란이 발생했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는데, 정작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문제의 근원을 찾고 해결하기보다는 책임 면피를 위한 대증적 처방에 주
력하고 있다. 안전성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잔류농약 검사 횟수를 늘리고 국가기관(농관원)의
교차 검사도 두 배로 늘리겠다고 한다. 또 법적 처벌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한다. 사실 문제의 근
원은 산업적 측면 중시, 인증 및 농자재 중심의 친환경농업 정책(친환경농업의 관행농업화 정책)에
있는데 말이다.
대통령이 지시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난 20여년 간 안전과 품질에 치중한 인증
및 농자재 중심의 친환경농업 실천과 정책에서 벗어나 ‘저투입·내부순환·자연공생’을 열쇠말로 하
는 진정한 친환경농업 실천과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기계적 판단(농자재 허용·
금지 기준) 및 결과(잔류농약 검사) 중심의 제3자 인증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생산자·소비자 참
가 및 생산과정 중심의 자주인증스템45)이 요구된다. 나아가 친환경농산물을 매개로 생산자와 소비
자가 주체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정부 주도의 친환경농업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
1997년 친환경농업육성법(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된 이후 줄곧 인증과 농자재 지원 중심의 친환경농업 정책이 추진돼 왔다.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
책은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줄이거나 아예 배제를 해서 관행화학농업에 버금가는 수량, 품질, 소득
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친환경농업의 정체성이나 대안성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산업적
측면만을 강조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친환경농업은 단순히 ‘농약과 화학비료를 줄
이거나 사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농업, 혹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줄이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성립되
는 농업’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이다.
1997년 이후 정부 차원에서 획일적인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로 인해
자연생태순환과 지역물질순환을 중시하는 친환경농업의 근본가치는 점점 더 퇴색됐다. 또 생산자
45)

이는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서 말하는 지역에 초점을 맞춘 생산자·소비자 공동 참가형 유기농산
물 품질보증 시스템, 즉 PGS(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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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소비자가 함께 도농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관계성 가치도 약화됐다. 결국 인증기준을 지키면서
금지된 농자재를 쓰지 않고, 허용된 농자재만 사용하면 그로써 친환경농산물은 성립이 되는 방식
이었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업도 ‘저투입·내부순환·자연공생’이라는 원리와 가치를 점점 더 멀리하
고, 관행화학농업과 마찬가지로 외부 투입 친환경농자재에 크게 의존하게 됐다. 현재 친환경농업
은 관행화학농업에 사용되는 농약과 화학비료 등의 합성화학자재를 대체하는 친환경농자재만 선
택하면 되는 시스템인 것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
획46)에서도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기대나 민간의 열망과는 달리, 지금의 친환경농업 정책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한 한국농
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는 어려운 듯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혹여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이
실패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된다. 정부가 지난 20년 간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선택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친환경농업의 눈부신 성장
세에 가려진 채 짙은 그림자 또한 드리우고 있다. 여기에는 농정당국이나 농정기관의 친환경농산
물 인증 실적주의도 한몫을 했다. 정부 주도의 친환경농업 현실에 대한 냉혹한 평가, 친환경농업
의 답보 상태를 초래한 인증 및 농자재 중심(농자재 허용·금지 기준에 따른 기계적 판단과 생산
결과에 대한 농약잔류검사 중심)의 정책체계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친환경농업의 관행농업화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친환경농업은 단순히 농약·화학비료를 줄이거나 배제하는 농업이라기보다는 관행화학농업의 결함
과 모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저투입·내부순환·자연공생’의 원리와 가치를 추구하는 농업이라고
할 수 있다. 관행화학농업의 최대 결함과 모순은 자연친화성과 지역순환성을 무시한 채 생산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데 있다. 이런 결함과 모순은 단순히 농약과 화학비료 등의 합성화학자재 대
신 친환경농자재로 대체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주로 사용하는 농자재를 허용 또는 금지만을 따지는 지금의 인증 기준을 따라 친환경농산물을 기
계적으로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농약과 화학비료를 줄이거나 안 쓰는 특수
한 농업으로 한정지어서도 안 된다. 친환경농업은 자연에서 벗어나 외부 농자재 투입을 축으로 인
공적인 생산력을 추구하는 관행화학농업과는 원리와 가치가 다르다. 근본적으로 친환경농업은 관
행화학농업과는 다른 차원의 원리와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없다.
친환경농업은 농업 내부의 순환성을 강화하는 것, 재배포장 내 생태계를 풍부하게 하는 것, 외부
투입 농자재의 사용를 회피하는 것, 지역자원을 순환·이용하는 것을 중시하는 농업으로 인식돼야
한다. 친환경농업은 아래 그림과 같이 관행화학농업과는 기술체계, 즉 농법 자체가 다른 것이다.
친환경농업은 그야말로 ‘저투입·내부순환·자연공생’을 열쇠말로 하는 농법체계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민들이 계속 늘어나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친환경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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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은 이전의 1~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과 비교할 때 비
전의 표현만 약간 다를 뿐(제1차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친환경농업 구현, 제2차 국민의 건강한 삶
과 생명 환경농업의 실현, 제3차 국민과 자연이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산업 구현, 제4차 국민적 신뢰에 기
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그 기조나 내용에 별다른 변화를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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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도 이런 의미·가치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시스템이 구축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농자재의 대체 또는 선택만을 가지고 친환경농업 여부를 판정해서도 곤란하다. 농약과 화학비료
등 합성화학자재를 안전한 농자재로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농업현장에
서 생명을 살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농민들의 감성과 경험, 실천과 행동을 중시해야 한다. ‘저투입·
내부순환·자연공생’을 우선시하고 자연친화성과 지역순환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외부 농자재 투입을 중시하고, 인증기준 적용과 과학적인 그리고 매뉴얼화된 기술을 추구하는 식
의 친환경농업의 관행농업화를 경계해야 한다. 이런 경향을 넘어서야 친환경농업의 정체성을 제대
로 세우고 대안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친환경농업으로 나가는 길이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또한 이를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저투입·내부순환·자연공생 추구 친환경농업의 기술적 가능성〉

자료 : 나카지마 기이치 ‘유기농업의 기술은 무엇인가’ p30 일부 수정 인용

친환경농업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새로운 실천이 필요하다
이 땅의 친환경농업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정부 주도의 정책이나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시작된
게 아니다. 그보다는 햇빛, 별빛, 달빛, 구름, 비, 바람, 물, 풀, 흙, 지렁이, 두더지 등과 협동하여
농(農)의 원리와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농민들의 자유의지에 의해 시작됐다. 이는 산업화와 제도
화를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정부 주도형 친환경농업과는 거리가 멀다. 민간영역이 나서서 스스로
‘저투입·내부순환·자연공생’을 중심 가치로 삼아 제대로 된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때 친환경농업의
완전성과 신뢰성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최근 친환경농업의 떨어진 활력이나 느린 성장 또한 돌
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지난 20여 년에 걸친 친환경농업의 관행농업화 정책에만 기댄다면 한
계는 명백해 보인다.
친환경농업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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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참여하고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활동영역(Territoriality)을 넓히고,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Voluntary System)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통적인 생산자와
소비자의 의식과 존재47)에 머물러서는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전망을 세우기가 어렵다. 생산자와 소
비자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인, 즉 ‘생산하는 소비자’와 ‘소비하는 생산자’로
거듭나야 한다. ‘생산하는 소비자’와 ‘소비하는 생산자’가 일상적이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관계하고 연대할 때 친환경농업을 회복하고 친환경농업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
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일반유통체계를 넘어 대안유통체계에 직접 참여해 서로에 대
한 이해와 생각의 폭을 넓혀야 한다.
현재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민간영역의 진지한 반성과 성찰도 요구된다. 그동안 민간영역에서 친환
경농업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거나 대안적인 가치를 중시하기보다는 친환경농업이 가진 산업적 가
치에 편승한 면이 없지 않다. 이제부터라도 관행화학농업의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진정
한 친환경농업의 개념과 가치를 이해하고 과감히 실천에 옮겨야 한다.

생산자·소비자 참가형 자주인증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민간에서 진행하는 친환경농산물 자주인증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주인증시
스템을 또 하나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은 2000년대 이전까지 유기생산기준의 국제표준화와 국제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이 세계 공통의 유기농업기준48)을 제정해 적용함으로써 세계
적으로 유기농업의 획일화 및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그 결과 오히려 유기농업의 원칙과 이념
이 퇴조하고 순환성·다양성·지역성을 강조하는 생산과정보다는 주로 허용 농자재의 사용 여부만을
따지는 제3자 유기인증 시스템이 확산됐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은 2005년 이후 소규모 유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규모 가족농을 유기농업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유기인증 시스템을 적극 장려
한다. 새로운 유기인증 시스템은 별도의 인증기관이 인증을 해주는 제3자 유기인증 시스템이 아니
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여 유기농산물의 품질을 확인하고 보증하는 이른바 자주인증시
스템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주인증시스템은 지역에 초점을 맞춘 참가형 친환경농산물 품질보증 시스템을 의
미한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관계와 네트워크 기반 위에서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가활동을 통해
생산자와 생산과정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주인증시스템의 철학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이념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생태계 친화형 농업시스템의 구축 및 확대를 추구한다. 또 경제
적 지속성과 사회적 공정성을 중시하고 생산자와 노동자를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지역성과 직접거
래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환경 보호, 지역경제 공헌에 힘쓴다.
47)

권익 신장과 투쟁에 집중하는 생산자의 의식과 존재, 소비자 주권 신장과 권리 행사에 집중하는 소비자의
의식과 존재를 말한다.

48)

국제적으로는 무농약이나 저농약 농식품에 대한 국제기준(Global Standard)은 제정되어 있지 않고 유기농
식품에 대한 국제기준만 존재한다. 그래서 유기생산기준, 유기농업기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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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인증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찾는 소비자에게 높은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는 제3자 인증시스템이 추구하는 바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두 방식은 접근방식에 있어 큰 차
이가 있다. 자주인증시스템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인증과정에 직접 참가하는 것을 권장하고, 또 요
청한다. 제3자 인증시스템이 인증기준을 지키고 인증절차에 따르고 있음을 생산자가 증명해야 한
다는 관점에서 시작되었다면, 자주인증시스템은 생산자에 대한 강한 신뢰를 전제로 한다. 이 신뢰
는 철저한 투명성과 공개성이 뒤따라야 가능하다. 이는 위계적인 질서나 행정기관의 간섭을 최소
화할 때 오히려 잘 관철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제3자 인증을 필수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 밖의 표시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 어길 경우에는 벌칙규정도 있다.49) 몇몇 생협들은 자체적으로 국가인
증이 폐지된 저농약농산물을 중심으로 자주인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제3자 인증시스템은 공적
기준을 적용하지만, 자주인증시스템은 독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자주인증시스템을 현재
제3자 인증시스템과 함께 공식 인증제도로 도입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생산자들이 정부의 지원 정책이나 제3자 인증시스템에만 의존해 편하게 친환경농업에 참여
했다가 지나친 규제와 벌칙규정 때문에 결국 떨어져 나오는 비율이 적지 않았다. 또한 새로 친환
경농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비율도 과거와 같지 않다.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이념에 충실한 생산자
를 폭넓게 육성하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제3자 인증시스템과 함께 자주인증시스템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산·소비의 선순환을 위한 친횐경농업을 전개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은 생산과 소비, 도시와 농촌,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농업과 먹거리, 지역
순환과 연대의 관계를 단절시킨 현행 먹거리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운동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년 간 친환경농업의 정부 정책이나 민간 실천은 이런 친환경농업의 지역성·순환성·
관계성 가치와 지향을 반영했다기보다는 친환경농업의 겉모양 갖추기에 치중해왔다고 할 수 있다.
자칫 ‘진품’ 친환경농업을 멀리한 채 ‘짝퉁’ 친환경농업만 양산했다는 평가를 받을 우려도 없지 않
다.
친환경농업은 현행 먹거리시스템이 만들어낸 생산현장과 밥상 간의 물리적 거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심리적 거리를 최대한 줄이는 ‘Local Organic Food’ 운동으로 전개돼야 한다. 특히 지
역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산물을 매개로 한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면 지역농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 현행 먹거리시스템이 초래한 생태적 불균형을 회복하고 농촌사회
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49)

우리나라 정부는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등)이라는 용어와 인증마크의 사용 및 표시를 모두 통제제·관
리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이라는 용어나 인증마크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일은 허용하지 않는다.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민들이 용어와 인증마크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법률이 정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야 한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 용어와 인증마크는 어디까지나 인증기관이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는 표시로
인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적(제3자)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친환경농업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
하는 농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용어와 인증마크 사
용 기준은 법적 인증기준에 맞추면 되는 친환경농업의 관행농업화를 더욱 부추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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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은 지역성·순환성·관계성을 떨어뜨려 놓은 채 생산결과(전류농약검사) 중심의 법적 인
증기준에만 의존해 획일적으로 분류할 대상이 아니다. 진정한 친환경농업은 현행 먹거리시스템이
불러온 생태파괴형, 관계파괴형, 순환파괴형, 지역파괴형, 가족농퇴출형 농업을 극복하는 먹거리
운동이고 정책이어야 한다. 현행 먹거리시스템의 문제와 한계를 깊이 성찰하고, 진지한 고민과 노
력을 기울일 때 친환경농업은 비로소 대안적 먹거리시스템으로 성립될 수 있다. 이런 방향에서 관
행농업화로 변질된 친환경농업의 현실을 냉혹하게 평가하고 새로운 인식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새
로운 정책적 실천적 비전과 전략을 바로 세워야 한다.
마무리하며
그동안 추구해온 친환경농업의 산업적 측면만을 중시해온 친환경농업의 관행농업화 실천과 정책
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본래의 정체성과 대안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인증 및 농자재 중심의 친환경농업 실천과 정책에서 벗어나 ‘저투입·내부순환·자연공생’을 열쇠말
로 하는 진정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추진해야 한다. 진정한 친환경농업은 무엇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참여·연대하여 활동영역(Territoriality)과 환경조건(Voluntary System)을 구축
하고 확장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향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도 재정렬되고
재정립되어야 한다.
그간 정부가 주도해온 친환경농업의 관행농업화 정책을 계속 집착하는 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의 미래는 밝아 보이지 않는다. 안전만을 내세우며 친환경농식품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식품유
통회사들, 친환경농자재만 쓰면 친환경농업이라며 생산농민을 오도하고 있는 친환경농자재상들과
그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친환경농자재 지원정책, 돈(보조금) 보고 달려든 뜨내기 친환경농업인들,
여전히 친환경농업을 비과학적이라며 발목을 잡는 농학자들,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이념을 이해하
지 못하거나 무시해버리는 행정관료 등이 기승을 부리는 한 우리 친환경농업의 미래는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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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4

최지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유통팀

○ 오늘 발표는 유병덕 소장님께서 유기농 인증제도 개편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최근 친환경계란에서의 살충제 검출논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발표였다고
판단됨.

○ 유기제품 인증에 대해 국제적 규범은 생산과정을 보증하는 프로세스 인증을
중시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즉 유럽국가에서는 농축산업의
생산과정(프로세스)를 평가함으로써 유기적 순수성을 보장한다는 논리임.

○ 반면 우리나라는 실험실에서 농약검사를 하고 그결과를 기초로 부적합을
판단하는 그런 형태임. 따라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사후징벌적인
인증시스템임.

○ 다른 나라들은 유기농 인증에 있어서 생산과정을 중시하고, 위해요인을
시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함.

○ 해법으로서 무엇보다도 코덱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형태로 유기농에 대한
정의와 목표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국제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유기농관련 법규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그렇게 된다면 인증밥법도 실헙실 결과중심, 사후적 위반행위 적발 등의 과거
틀에서 벗어나 생산과정을 중시하고 사전예방적인 접근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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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선의 방향이 농약검사를 생략하자는 논리는 아님. 미국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인증농가에 대해서 포본검사를 통한 잔류농약에 대한
모니터링사업은 여전히 실시되어야 함. 이러한 인증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비자단체 등의 이해와 합의 도출이 필요함.

○ 두 번째 친환경인증업무가 민간으로 이관된 상황에서 인정기관으로서의
농관원의 역할이 중요함. 지적하신대로 관료주의 성격으로서는 인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임.

○ 농관원의 공무원조직으로서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공무원조직이 아닌 반관반민형태의 독립적인 인정기관의 설립이 필요함.
- 예: HACCP인증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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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친환경농업 육성 및 소비자에게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제공을 위해 친환경

·

·

·

인증제(유기 전환기 유기 무농약 저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도입(’01)

ㆍ

� 소비자 생산자 수요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추가(‘07), 유기가공식품, 비
식용유기가공품 추가(’13), 저농약농산물 제외(‘15)

* ‘97년 환경농업육성법 제정 시에는 환경농산물 표시제로 운영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현황

인증건수
(건)

농산물
인증
농가수(호)

인증면적
(ha)

인증건수
(건)

축산물
인증
농가수(호)

68

15,564

93,926

110,050

3,446

6,264

86,348

‘15

69

20,542

60,018

75,139

6,170

7,799

145,342

‘16

66

22,954

61,946

79,479

6,713

8,223

166,176

구분

인증
기관수
(개소)

‘10

사육두수
(천두)

� 그간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및 인증기준 정비
-

-

인증기관 삼진아웃제(‘13), 인증업무의 민간 완전 이양에 따른 인증기관 평
가 등급제 도입(‘17) 등 인증기관 관리 강화

·

→

·

인증 취소자 재인증 신청 제한기간(1년 2) 및 인증기관 심사원 자격 재취
득 제한기간 강화(2년 3) 등 요건 강화(‘16)

→

유럽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산란계 농장에 대한 일제점검 중 일부
친환경 인증농장에서도 농약이 검출되어 사회적 이슈화(‘17.8월)
� 닭의 공장식 밀집사육 환경에 대한 축산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
적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였고, 친환경 인증(무항생제 축산물) 계
란에서도 부적합품이 발생하여 국민적 불신 초래

* 살충제 부적합 판정 농가 52개소 중 무항생제 인증 농가가 31개소
�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친환경 부실인증 사건으로 불신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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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의 도덕적 해이, 감독체계 미흡, 농가의 책임의식 부족 등 인증
제도 및 관리의 허점을 파고든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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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인증기준)

CODEX

․EU 기준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국제기준 및 미국

등에 부합 되지만, 국내 여건에 따라 결과물 중심 인증
*

* 미국('14.7), EU('15.2)와 유기가공식품 동등성인정 협정 체결

․

� 인증 의 주된 목적이 환경보전 임에도 불구하고, 외국과 달리 농가 소비자
모두 농약 미 투입에 따른 식품안전 측면으로 접근
*

**

* 국내 인증기준도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제한, 윤작, 지역 내 자원순환 등 생태계
보전 및 환경보호를 위한 기준이 대부분
** 친환경 농식품을 선택하는 이유 : 국내 소비자는 안전성·영양을 중시하나, EU의 경
우 환경보호와 GMO 기피를 위해 선택

-

환경 보전형 영농과정에 대한 평가보다는 농약 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과도한 검사로 농가 소비자 모두의 부담으로 작용

․

* 인증사업자 준수노력, 인증기관의 관리능력 부족 및 소비자 요구 등으로 EU, 미국
등 유기농업 선진국과는 다르게 결과물 위주 인증
* 농가는 인증 수수료 25∼35만원(지자체 일부 지원) 외에, 검사횟수에 따라 검사․시험비용
발생(평균 잔류물질검사 : 220천원, 토양중금속 : 114, 수질검사 : 112)

◇ 중장기적으로 농약분석

생산결과 중심의 관리시스템에서 유기농업
취지에 입각한 성실한 이행과정을 심사하는 인증관리체계로 전환
,

-

농가 의식 제고, 소비자 인식 전환 등 유기농 바로 알리기 캠페인,
교육 홍보 등 확대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

소비자

신뢰제고 관련 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분은 강화

-

․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하여 고의 상습적 행위에 대한 처분은
강화하되, 비의도적* 일시적 행위에 대한 처분은 경감

․

* <예시> 비의도적 혼입 등에 따른 농약 검출 시 처분기준 완화 검토
(현행) 의도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인증취소 → (개선) 의도적 : 인증취소,
비의도적 : 시정명령, 인증사업자 신분은 유지하되 생산물은 일반 농산물로 출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안 토론회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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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관리) 친환경 인증은 육안조사 만으로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신뢰재 성격을 가지고 있어, 철저한 인증관리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가 친환경 농식품산업 발전의 핵심요소

․

� 정부 지자체 주도의 인증면적 확대 중심 정책으로 신뢰저하 초래

․

인증면적 확대정책 및 일부 민간인증기관 농가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부실인증으로 소비자 신뢰도 저하(‘12: 67.8%
’14: 61.6)

-

→

․

� 그동안 부실인증 방지를 위하여 농업인 및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 중점 추진하여 인증 부적합률은 ‘14년 이후 감소 추세이나 여

→
→
* 인증취소 : (‘12) 5,068건 → (‘13) 5,728 → (‘14) 6,741 → (‘15) 3,223 → (‘16) 2,806
* ‘16년 인증취소 원인의 85%(2,389건)가 농약사용 기준 위반[잔류분석 499건(21%), 제
초제 살포 1,890건(79%)]
전히 높은 수준(’14.

7.5%

’15. 4.6

’16.

4.4)

� 민간 인증기관의 전문성 부족, 영세성 등으로 인한 인증관리 부실
철저한 인증관리를 위해서는 민간인증기관 역량강화가 중요하나, 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자발적 역량강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

-

* ‘16년 기준 60개 인증기관 중 매출액 4억 미만 인증기관이 36개(60%)
* 독일․스위스 주요 인증기관은 국가인증제도보다 높은 수준의 자체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소비자는 인증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

◇ 인증농가

․

민간인증기관 인증심사원 등의 인증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기준 지속 강화
,

·

농가 등 인증사업자의 위반 빈도 정도에 따른 처분기준 마련

-

부실인증 방지 등을 위한 인증기관 관리기준 강화

-

인증심사원 및 심의관 자격관리 강화 등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

인증기준 위반 시 회수

◇

-

․폐기 및 처벌 등 세부규정 마련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속농가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육성

◇ 생산자와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증관련 정보공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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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살충제 계란 사건으로 인한 인증제도 강화(안)
◈ 친환경 인증제도 전면 개편을 통한 철저한 인증 관리

□ (인증기준) 안전성이 우려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인증기준·심사 강화
ㅇ 인증심사 과정에서 생산물 등의 안전성 검사 의무화 및 친환경축산
·

방사형 사육장의 토양(잔류농약 중금속) 검사 강화

ㅇ 인증기준에 환경오염 방지

,

·

위생 안전 관리 기준 도입

* 농장 주변 오염 방지, 수확작업 전후 개인위생 및 작업장 등 위생관리 인증기준 마련

□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 확대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강화
ㅇ 생산·유통과정에서 인증농가 및 인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대
* (생산단계) 12천건 → 24, (유통단계) 1,700건 → 3,000

ㅇ 안전성 기준 위반 시 즉시 인증을 취소하고 고의성·위반수준 등을 고
려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삼진 아웃제 도입
,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농약·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ㅇ 안전성 기준 상습 위반자는 과징금 부과 및 재정사업 참여 제한
* 3년간 2회 이상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 부과

ㅇ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농가의 인증제도 등 집합교육 의무화
□ (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부실인증 예방
ㅇ 인증기관의 인력 기준을 강화 하고 평가 결과 회 연속 미흡
*

,

3

“

”

인증

기관은 지정취소 등 부실 기관의 조기 퇴출 유도

* 인증심사원 1인당 관리농가수 축소(400명→200), 인증심의관 교육 강화 등

ㅇ 농관원이 인증기관의 인증심사 방법·절차의 적정성을 입회하여 점검하
→

는 입회심사 확대(연 1회 연 2회)

ㅇ 평가·등급제를 통한 평가 우수
(

,

양호 보통, 미흡

단계) 결과 보통 이하 평가

4

를 받은 인증기관은 동일 농가 3회 연속 인증 제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안 토론회 (2017.11.16.)

79

메모

80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 정책토론회2

메모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안 토론회 (2017.11.16.)

81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 정책토론회

2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안 토론회

>

<

발행일 2017. 11. 16.
발행처 국회의원 박완주, 경실련
문 의 국회의원 박완주 02-784-7560 lasco21@hanmail.net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economic@ccej.or..krom
Copyright ⓒ 국회의원 박완주, 경실련

※본 자료는 국회의원 박완주

경실련

‘ http://blog.naver.com/withwanju ’ ‘

http://www.ccej.or.kr ’

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