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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유기농업이란, 농약, 비료 등의 화학자재 대신 유기물과 미생물 등 천연자원을

사용하여 농산물은 물론 생태계의 건강까지도 고려하는 친환경 농업의 일종이다.

기존 농업의 화학자재가 환경을 해친다는 반성 하에 시작한 유기농업은 이제 농업

기술로서, 그리고 건강․생태․공정․배려라는 원칙을 추구하는 운동으로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현재 유기농업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그 성장

속도는 불황을 모르고 빨라지고 있으며, 특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소비가 시장규모

확대를 견인하는 상황이어서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유기농업 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대기업의 활발한 시장진출과 함께 정부 역시 유기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유기농업은 단순히 먹을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 전 지구가

함께 어울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Life Style)으로 자리 잡고 있다. Life ① 자연과 함께

건강해지는 삶 : 유기농업은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철학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삶의 형태로, 몸과 생태계, 지구 모두의 건강함을 추구한다. Life ② 사람과

자연을 잇는 순환의 고리 : 유기농업은 생태계 구성원인 녹비식물, 동식물 유래 천연물

비료, 천적 등을 적극 활용하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한다. Life ③ 공정(公正)한

공존(共存) : 본디 사람을 모여 살게 하고 자연과 나누는 문화를 형성하게 했던 농업의

기능을 되살려 공정한 먹을거리의 기회, 자원의 기회를 제공한다. Life ④ 자연과

미래를 위한 배려 : 유기농업을 통해 건강하게 유지된 생태계는 자연과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를 실천할 수 있다. Style ① 맛있는 생활 : 유기농산물은 건강한 식생활과

식문화로, 유기농 레스토랑부터 유기농 과자까지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Style ② 즐기는 생활 : 유기농업은 그 자체로 생산을 위한 수단이 아닌, 자연과 함께

어울리는 쉼과 오락을 제공하며, 유기농 정원과 유기농 호텔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Style ③ 나누는 생활 : 유기농업은 그린케어 사업과 공정무역 등으로 발전하며 전

지구적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로도 발전해 나가는 중이다.

기술이자 철학으로, 생활이자 운동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공하는 유기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1) 유기농업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2트랙 전략을 제시한다.

청정․안전으로 차별화된 프리미엄 농산물의 위치에서, 착한 소비를 주제로 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철학적 배경 확산을 통한 꾸준한 소비 증대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2) 유기농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 인증체계를 명확히하고 소규모

개별농가에 맞는 단지화 등의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3) 유기농산물

보급 확대를 위한 R&D를 강화하여, 세분화되고 구체적 농업 기술과 소비자 신뢰 확보

기술 등을 통해 확대되고 있는 시장의 기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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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기농 이야기

유기농업이란?

□ 유기농업이란, 유기물, 미생물 등 천연자원을 사용하여 농산물은

물론 생태계의 건강까지 고려하는 농업체계를 의미

○ 생산량 증대를 위해 화학비료, 농약, 항생제 등을 사용하던 기존

농업과는 달리 합성자재를 쓰지 않는 것이 기본

- 화학 자재 대신 윤작, 녹비작물, 유기질비료, 유기농사료 등을

사용하고, 특히 축산과 윤작에 의한 자연순환농업을 통해 생태계의

건전성을 유지

○ 유기농업은 깨끗한 농산물뿐 아니라, 건강한 토양과 물 등 생태

보존을 통한 다양한 철학적 목표를 추구

- 국제유기농운동연맹(IFOAM)에서 규정한 유기농업의 4대 원칙은

유기농업을 통해 전 지구가 얻고자 하는 4가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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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변화, 유기농업의 태동

□ 유기농업은 현대 농업의 물질적 풍요 이후, 생태․환경의 중요성과

식품 안전성 등에 대한 회의와 반성이 시작되며 태동

○ 산업화 이후 녹색혁명이 시작되며 세계 농업생산량은 250%정도

증가(1950~80년)하고 풍요의 시대가 도래

○ 그러나 녹색혁명은 화학비료, 농약, 전기, 기계 등 에너지를

고투입하는 고비용 농업으로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

- 생산성 확대를 위해 더 많은 비료, 더 많은 농약을 살포하면서

지력 저하, 생태계 파괴, 농산물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

*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은 환경오염유발 5대 산업 중 하나로 농업을 지목

□ 환경의 중요성 재인식과 포스트모더니즘 가치관 속에서, 환경을

보전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변화가 시작

○ 인간중심의 개발은 자연 생태계의 수용 한계를 위협하기 시작하였고,

농업의 지속가능성 역시 인류의 당면 숙제로 등장

○ 동서양의 유구한 종교와 천문학, 전통 농법에 기반 한 루돌프

슈타이너의 생명역동 농업이 현대적 유기농업의 시초

- 생명역동농업은 미국,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와 1976년 정농회가

탄생하며 한반도의 현대적 유기농업을 탄생시킴

4천년을 유지해 온 유기농업의 원조, 동아시아

▷ 프랭클린 히람 킹 박사는 동아시아를 여행하며 동아시아의

순환농업을 분석하고 유기농의 원류로 지칭

- 4천년 동안 그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고 땅을 비옥하게 유지

해온 우리 선조의 유기적인 자원 순환의 전통 농사법을 극찬

- 배움을 기록한 답사 보고서를 책으로 발간, 현대 유기농업

정체성 확립에 많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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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퍼져나가는 유기농의 물결

□ 20세기 중반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유기농업 운동이 시작되었고,

환경, 에너지 등의 문제가 대두되며 확산이 가속화

○ 1940년 영국의 하워드 경이 농업성전에서 세계최초로 유기농

업의 필요성과 과학적 이론체계를 정립

○ 환경 보전과 생태계 건강증진을 목표로 시작된 유럽의 유기농업

운동은 국제유기농운동연맹을 창설시키며 확대

- 1972년 창설된 국제유기농운동연맹(IFOAM)은, 현재는 전 세계

116개국 850단체가 가입된 세계적인 단체로 발전

지구를 지키는 유기농업을 전파한다!

▷ 국제유기농운동연맹 IFOAM은 창립 이후, 유기농업의

확산과 과학적․철학적 토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

- 유기농업인, 가공 및 유통업자, 연구자의 연합 단체로,

유기농업 확산, 기준 설정, 기술 보급, 정보 교류가 목적

- 현재 FAO, UN, CODEX 최고 자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 3년 마다 세계대회를 개최 중

□ 우리나라에는 1970년대 중반 민간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우리

전통 순환 농업의 역사를 토대로 활발히 발전하기 시작

○ 1976년 탄생한 최초의 유기농업 단체 정농회를 시작으로, 유기

농업협회(‘78), 한살림(’86), 흙살림(‘95) 등의 민간단체가 탄생

○ 벼(논)를 중심으로 한 경종과 축산이 연계 순환되던 전통농업을

기반으로 활발한 유기농 운동이 진행 중

- ‘11년 9월 남양주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국제유기농대회를 개최,

116개국의 1,100명이 참여하고 관람객만 20만 명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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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기농업 시장 : 생산 < 소비

□ 유기농업의 생산은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하고는 있지만

세계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

○ 현재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국가는 160개국이지만, 그 면적은

3,723만 ha로 세계 총 농경지의 0.8%에 불과한 규모

○ 최근 OECD 국가들은 유기농업을 크게 확대하고 있으며, 유기

농업 실천 면적 비중은 유럽 국가들이 높은 편

- 농경지의 10%이상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7개국은 모두 유럽국가

* 포클랜드 35.7, 리히텐슈타인 26.9, 오스트리아 18.5, 스웨덴 12.6, 프렌치

구이아나 11.7, 스위스 10.8, 에스토니아 10.5% 등

주요 OECD 국가의 유기농산물 재배면적

구 분
호

주

네
덜
란
드

이
탈
리
아

미

국

영

국

독

일

스

페

인

프

랑

스

오
스
트
리
아

일

본

중

국

한

국

전

체

재배면적
(천ha)

12,023 50 1,002 1,949 737 908 1,130 581 492 9 1,853 13 35,243

총재배면적
대비비율(%)

2.8 2.6 7.9 0.6 4.6 5.4 4.5 2.1 17.4 0.2 0.3 0.8 0.8

□ 세계의 유기농 시장은 소비 증가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과 동아시아 시장 확대가 두드러짐

○ 최근 식품산업 트렌드가 환경 친화, 지역, 자연, 신선, 안전으로

변화1)하면서 유기농 수요가 급증하여 시장이 확대

-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농산물 안전성 문제와 ‘11년 일본 대지진

등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유기농산물 수요가 증가

○ 현재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규모는 약 550억 달러(‘09)이며, 그

성장률은 매년 20% 내외, 동아시아는 30% 내외를 기록

1) WebMD(건강정보 전문사이트,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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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유기농 시장은 유럽, 미국, 아시아를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모두 수요 증가로 인해 시장이 확대되는 중

○ (유럽) 약 250억 달러로 세계 유기농 시장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불황 속에서도 매년 10% 이상 성장을 기록

- 특히, 후발 주자인 프랑스를 비롯한 스웨덴, 벨기에는 지난 ‘09년

15%의 성장세를 기록

* 불황에도 유기농 시장은 매우 안정적으로 성장, 유기농 산업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스위스 국제유기농업연구소 소장 어스 니글리)

- 유럽내에서는독일(50억달러) 〉영국(32) 〉프랑스(26) 〉이탈리아(25)

순으로 시장을 점유

○ (미국) 마찬가지로 수요가 국내 공급량을 초과하는 상황으로

‘97년 36억 달러이던 시장이 ’08년 196억 달러로 5배 이상 성장

- 유기농제품 수입의 지속적 증가와 유기농산물 공급확대를 위한

정부지출이 대폭 확대되고, 관련 기업 간 인수합병도 활발

* 유기농업분야 정부지출 : (’02) 2천만 달러 → (’08) 1억5백만 (약 5배 증가)

* 미국 유기농 식품 제조업체인 하인 셀레셜은, 노르웨이 식품회사 GG유니크피버와

프랑스 유기농 제조업체인 다니벌을 인수

○ (중국) 녹색식품 육성전략(‘96)에 힘입어 유기농식품 수출 국가로

급부상 하며 수출 규모가 매년 37%가량 증가

- 중국 유기농 생산량은 7,200만 톤으로, 우리나라(1,128천 톤)의

약 64배 정도

○ (일본) 유기농식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량 확보를 위해 해외

유기농 인증을 크게 확대

- ‘07년 일본의 유기농산물 국내인증은 53천 톤이나, 해외인증은

1,902천 톤으로 전체 유기농 인증 물량의 97.3%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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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유기농업 현황

□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10년 약 4조원으로, 매년 26%의

성장세를 지속하여 ’13년에 5조원 시장으로 확대될 전망

○ 특히 최근 10년 간 유기농산물 생산은 약 60배 증가하였으며,

시장규모는 약 25배 이상 증가

- 유기농업뿐 아니라 무농약, 저농약 농업을 포함한 전체 친환경

농업의 경우 그 면적은 ‘00년 대비 ’09년 100배 가량 증가

국내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증가

2.0 4.6 11.2 
22.2 28.2 

49.8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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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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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80

120

160

200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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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ha 합계 유기 무농약 저농약

○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대상, 풀무원 등 대기업의

유기농 식품 시장 진출도 활발

- 유기농 기업 초록마을은 자체 매장만 280개 이상을 보유하고

매년 30%가 넘는 성장으로 ‘11년 매출액 1,000억 원 돌파

- 풀무원의 유기농 매장인 올가(ORGA)는 총 44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매출액이 ‘03년 125억 원에서 ’07년 373억 원으로 급증

* 매장 내에서는 유기농 밀가루로 만드는 제과 제빵류 등을 판매하는 베이커리와

친환경 농산물로 만든 즉석요리 등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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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업 공급과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는 등 유기농업 육성정책을 추진

○ 친환경 농산물을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3단계로 구분하고,

2001년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를 실시

- OECD국가 중 단위면적당 농약과 비료 사용량 1위 나라로서,

국가적으로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한 목적

* 국내 친환경 인증 농산물은 전체의 11.6%로, 저농약이 6.7, 무농약 4.1,

유기농은 0.8%를 차지

국내 친환경 농산물 인증 로고

◦ 화학비료·농약 1/2량
* 잔류농약 검출 1/2이하

◦ 농약 사용 금지

◦ 화학비료 권장량 1/3

◦ 화학비료·농약 사용금지
* 윤작 등 생산규칙 준수

○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은 ‘10년 약 194천ha로 친환경 면적 대비

11.3% 이며, 최근 5년 간 약 60%의 지속적 증가세를 유지

* 가장 증가세가 높은 저농약 인증제는 12년 신규 인증이 중지되고, 15년

완전 폐지될 예정

구 분 ’01 ’03 ’05 ’07 ’08 ’09 전체 대비

유기농산물(천ha)
450

(9.9)

3,327

(14.9)

6,095

(12.2)

9,729

(7.9)

12,033

(6.9)

13,343

(6.6)
0.8(%)

무농약(천ha)
1,293

(28.4)

6,756

(30.4)

13,803

(27.7)

27,288

(22.2)

42,938

(24.7)

71,039

(35.2)
4.1(%)

저농약(천ha)
2,811

(61.7)

12,154

(54.7)

29,909

(60.0)

85,865

(69.9)

119,136

(68.4)

117,306

(58.2)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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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에 대한 논쟁

유기농 식품이 더 안전한가?

□ 미국 유기농 시금치의 대장균 오염사건 (2006)과 유럽 장출혈성

대장균(2011) 사건 등으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

○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생산

이력추적과 안전성 검정 기술 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 중

* 건강에 이로운 유용미생물이 많아 유해 미생물 발생이 적은 편(영국 하퍼 아담스

대학)2) 이라는 의견과 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대치 (Magkos 등, 2006)

유기농 식품이 더 건강에 좋은가?

□ 유기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은 영양성분에 많은 차이가 있어 1.2∼2배의

가격 차이가 존재

○ 영양가치가 높다, 차이는 거의 없다는 논란도 있으나 실제 소비자는

농약, 유전자조작 등 안전성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

유기농은 환경보호에 기여하는가?

□ 일반 경작지에 비하여 유기 농경지에서 유용한 생물종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생물다양성이 질적․양적으로 향상

○ 18개 유럽 국가의 유기농 환경영향 평가에서, 생태계시스템, 토양,

농약잔류, 수질오염 등 16개 영역에서 우수한 것으로 조사

유기농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 영국 유기농연구센터(ORC) 하디 보그트만 소장은 “많은

정치가들이 유기농업을 단순히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농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인식의 전환을 촉구

- 유기농은 건강한 식품뿐 아니라 자연보존, 휴양, 레저, 치유,

교육, 문화 등 우리의 일상생활 속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2) Edward S.G. 2009. Food Additives & Contaminants: Part A, 26:1063-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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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기농, 새로운 삶의 방식

Organic Life Style!

□ 유기농업은 이제 사람, 자연, 지구가 함께 어울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

○ 생산량을 높이고 유통의 편의를 위해 화학 비료와 농약 등을

투입하던 기존 농업은 생산을 위한 공정이자 수단이라면,

○ 유기농업은 건강․생태․공정․배려라는 원칙 아래, 과정 하나

하나가 인간과 자연이 어울려 즐기는 생활이자 목적

- 유기농업을 통해 건강한 몸, 튼튼한 지구, 공정한 사회, 배려하는

세상을 추구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 나아가 새로운 삶의 스타일로서, 맛있는 생활, 즐기는 생활, 나누는

생활의 실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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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1. 자연과 함께 건강해지는 삶

□ 유기농업은 단순한 농업기술이 아닌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철학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삶의 형태

○ ‘건강’이란 사람뿐 아니라 토양, 식물, 동물 등 모든 생태구성원,

즉, 지구가 함께 건강한 것을 의미

- 논, 밭 등을 이용한 농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농촌의 경관과

생태를 보존하고 건전하게 활용하는 활동이 포함

○ 농촌의 고유의 가치(Amenity)를 보존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05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전통테마마을(’07 농진청) 등으로 사업화

- 자연 속을 걸으며 나를 찾는다는 걷기 운동 열풍으로 제주의

올레길 등 농촌과 자연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

* 농촌공간이 지역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과 호흡하고 함께 하는 녹색

공간이라는 의식을 국민에게 전파하는데 크게 기여(’11 제주발전연)

□ 최근 트렌드인 도시농업, 로컬푸드, 귀농 등의 이면에는 건강하고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이 존재

○ 이를 지원하기 위해 생명에 대한 이해와 과학적 지식의 깊이가

반영된 농업기술들도 속속 등장

-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기농 종자생산, 난황유 등 유기농자재의

개발, 안전유통기술 등 선진 농업기술의 개발이 촉진

양양의 전통테마마을 제주의 올레길 난황유의 주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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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2. 사람과 자연을 잇는 순환의 고리

□ 농업은 원래 살아있는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하여 생명의

고리와 고리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

○ 화학비료나 농약보다는 생태계 구성원인 녹비식물, 동․식물 유래

천연물 비료, 천적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특징

- 기존 비료대신 녹비(綠肥)작물과 퇴비를 쓰면 토양유실도 방지

하고 지력도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발생

* 아직까지는 수확량이 줄거나 관리가 어려우며 경험이 많이 필요하여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있으나 점차 이를 위한 품종개발, 기술보급이 증가 중

○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등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도 순환 고리를 연결하는 중요한 기술로 부각

* 축산분뇨, 음식물쓰레기를 에너지원과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일부는 보급 중(’08 대우, 효성 등)

□ 자연을 모방하고 유지시키는 기술은 ‘생체모방’, ‘오가닉디자인

(Organic Design)’ 등의 공학, 미학 등과 융복합된 산업분야를 탄생

○ 벌집모양을 활용한 건축물, 비행기 날개, 파리를 모방한 군사용

로봇 등 다양한 생체모방기술이 개발

○ 기능성을 중요시하는 디자인와 자연․생물의 특징, 진화 등을

조화시킨 新 디자인트렌드로 유기농적 삶을 잘 표현

녹비작물자원 황화초 바이오가스시설(독일쾰른) 오가닉 디자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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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3. 공정(公正)한 공존(共存)

□ 본디 농업은 사람을 모여 살게 하고, 자연과 나누는 문화를 형성하게

하며 삶의 터전을 이루게 했던 일등 공신

○ 유기농업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상호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삶과 발전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자는 생활운동

- 농업과 그 산물은 인간과 자연이 교감하던 통로로서 식품으로의

가치를 뛰어넘는 정서적, 교육적, 사회적 기능이 내재

○ 농업생태계는 인간에게 은퇴세대, 장애우, 빈곤계층 등 사회소외

계층을 위한 생활기반, 생산 활동의 터전을 제공(미국, 유럽 등)

- 한편, 자연은 인간으로부터 물 등 자원을 공급받기도 하고, 가뭄이나

홍수 등의 상처를 치료받는 공존의 관계를 형성

□ 유기농업은 과학기술과 만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술과

도시와 농촌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

○ 아토피 걱정이 없는 종자와 건강한 종묘생산, RFID․QR코드

등을 이용한 생산단계별 안전 확보 기술이 개발(‘09 농진청 등)

○ 생활협동조합 또는 생산자 단체를 통한 농산물의 직거래 등 도농

교류가 잦아지고 자연과 어울려 사는 생활공동체도 증가

*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근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거래함으로써 신선함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농산물 공급이 가능

미국사회적기업그로잉파워 RFID를 이용한 물류검사 늘어나는 생활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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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4. 자연과 미래를 위한 배려

□ 수십 억 년에 걸쳐 이루어진 자연환경은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물이자 다음 세대로 남겨주어야 하는 유산

○ ‘나’가 아닌 ‘우리’, ‘현재’가 아닌 ‘미래’, ‘사람’ 뿐 아닌 ‘생태계’가

모두 유기농업에서 추구하는 건강과 참살이의 대상

* 사라져간 역사와 문화유적, 멸종되는 생물종, 잊혀져가는 전통지식 등은 모두

인간의 ‘나 하나’의 전유물이라는 이기심에서 시작

○ 패션에서의 복고, 디자인에서의 엔틱(Antique), 음악에서의 클래식

(Claasic), 박물관, 수목원 등은 인류의 지혜를 다음세대로 전하는 방식

- 유기농업도 선인들의 지혜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되살려 ‘내’가

수고스럽더라도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식운동

□ 최근에는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훼손되어진 자연과 사람의

정서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도 재평가

○ 여름철 지역의 기온을 낮추고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 등에도 물을

저장하며 토양유실을 방지하고 온실가스를 흡착

- 이를 활용하여 도심의 공원, 옥상 등을 단순한 관상용이 아닌

생태계의 한 축으로 만드는 도시농업기술도 개발되어 보급 중

* 논이 인공습지로서 조류의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의 순환고리를 만드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 세계 람사르 총회에서 인정(‘09 창원선언문)

발견 27년만에 멸종된
스텔라바다소

전통지식의 보고,
국립중앙박물관 홍수조절기능이 있는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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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1. 맛있는 생활

□ 유기농업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건강한

식생활과 식문화로서 자리매김

○ 고유의 철학과 건강․안전․지역 등의 철저한 원칙하에 운영되는

다양한 유기농 레스토랑이 등장하여 인기

- ‘원래의 맛’을 추구하는 웰빙 브랜드 마켓오(Market O)는 유기농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화학조미료 없는 과자 제품 출시로 인기몰이 중

* 기존 대부분의 과자 제품에 들어가는 합성팽창제, 산도조절제, 향미증진제, 정제

가공유지 등을 사용하지 않은 순수한 맛을 강조

- 유기농 음식점이나 베이커리에서는 핸드메이드 유기농 케첩이나

요거트 등 가공식품도 판매

유기농 레스토랑 마켓오 유기농 파스타 판매 중인 유기농 가공품

○ 유기농산물을 사용할 뿐 아니라, 조리과정에서 화학조미료 등을

넣지 않은 건강한 요리를 추구하는 운동들도 활발

진짜 빵을 먹자, Real Bread Campaign!

▷ 빵을 주식으로 먹는 영국에서 건강한 빵으로 나, 사회, 지구를 건강하게

하자는 유기농 생활 운동

- 농부, 제과점 운영자, 시민 등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유통 과정부터 조리

과정에서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지켜내기 위한 운동을 전개

- 특히 밀가루, 물, 소금, 효모 외의 다른 화학 첨가물을 넣지 않은 빵을 진짜

빵으로 규정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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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2. 즐기는 생활

□ 유기농업은 생산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어울리는 쉼과

오락을 제공하며 함께 어울려 즐기는 생활로도 발전 중

○ 유기농이 말하는 건강은 단순히 병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정신․사회․생태적인 참살이로, 면역, 회복, 재생이 핵심

- 건강한 생태계의 유지를 통해 인간뿐 아니라 다양한 생물과 지구까지도

자연으로 돌아가는 휴식을 경험

○ 건강한 휴식을 위한 유기농 정원 조성이 인기를 끌고, 터키, 독일,

일본 등에는 편안한 쉼을 위한 유기농 호텔도 등장

호텔도 유기농이다, 유기농 인증 호텔

▷ 유기농 라이프 스타일 마니아들을 위한 유기농

호텔이 전 세계에 등장

- 유기농 레스토랑과 유기농 정원이 함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영국에서는 최근 22개의 유기농 숙박

시설이 새로 등장하는 등 선풍적 인기

□ 유기농산물 제품의 시장 발전에 따라, 유기농 맥주나 와인 축제,

패션쇼 등 유기농 레저산업이 각광받는 블루오션으로 등장

○ 미국 디카투르(Decatur) 와인 페스티벌은 대표적인 유기농 와인

축제로 세계 각국 350 여 종의 유기농 와인 제품이 출품

○ 유기농 섬유로 만든 옷의 패션쇼가 등장하고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골프 클럽이 증가하는 추세

- 영국 뉴 말톤 골프클럽은 농약을 쓰지 않는 것은 물론, 골프장 주변을

딱따구리 서식지로 조성하고 심지어 지하수도 개발

* 물과 칵테일 거품으로 잡초를 죽이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유기농 골프장

빈야드 골프클럽은 오바마 대통령이 즐겨 찾는 것으로도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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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3. 나누는 생활

□ 유기농업은 그린케어(Green care) 사업으로도 발전되고 있으며,

유기농 철학이 추구하는 공정무역은 전 지구적 나눔을 시행

○ 심리적 안정성, 운동성이 높아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에 유리하고

식물은 긴장과 통증을 완화시키는 원예치료 효과가 존재

- EU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유기농업을 통한 그린케어 사업으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

* EU 과학기술연구협력기구(COST Action 866)에서는 그린케어 프로젝트

(Green Care in Agriculture)를 추진하여 현재 유럽 24개국이 참여 중

화(火)가 활력(活力)으로, 그린케어!

▷ ’06년 영국의 그린케어 참여자들의

심리 변화 그래프

▷ 화와 우울, 허탈, 긴장감 등 부정적

감정은 줄어들고 활력은 증가

○ 유기농업 정신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유기농업의 철학인 공정

무역(Fair trade)에도 기여

- 유기농업은 특히 개발도상국 소농에 적합하여, 커피, 코코아, 차,

면화, 수공예품 등 대부분의 공정 무역 제품이 유기농산물

커피를 마시며 실천하는 공정무역

▷ 최근 커피 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발도상국의 유기농

공정무역 커피가 인기

- 국내에서도 유기농 커피를 수입하는 회사와 유기농

공정무역 커피 상품이 증가하고, 커피숍에서 직접

공정무역으로 커피를 수입하는 사례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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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유기농업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2트랙 전략

□ 현재 시장에서 유기농산물은 청정과 안전성으로 차별화한 프리미엄

농산물로 자리매김

○ 기존의 강점인 안전성과 깨끗함을 더욱 강화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가격은 낮추어 소비계층을 확대

* 노약자, 환자, 어린이를 위한 추천 농산물 및 맞춤형 1차 가공품을 위주로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

○ 최근 소비트렌드인 ‘착한 소비’를 주제로 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건강, 생태, 공정, 배려’라는 철학적 배경을 확산

* 장애우, 사회소외계층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일정액이 저소득

계층에 전달되어 ‘더불어 잘 사는 것’이라는 가치를 일깨우는 마케팅 등

미국 유기농 요거트 시장 1위의 스토니필드 팜

▷ 2006년 기업성장전략으로 환경보호를 채택한 이후

매년 25%씩 매출이 신장

- 직원들은 11개 환경보호 실천팀에 소속,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하게 하며, 매출액의 10%는 지구환경보호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단체에 기부

- 그 예로, ‘건물온실가스배출 줄이기팀’의 전등 끄기, 풍력

발전 이용 아이디어로 5년간 200만 달러를 절감 스토니필드 팜의 로고

□ 유기농업은 지구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녹색생활실천 운동이며

‘근검절약’의 전통가치가 숨쉬는 운동이라는 홍보도 강화

○ i-coop, 한살림 등의 유기농 매장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영양적

가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캠페인을 강화

* 채소 씨앗 등을 나누어 주며 집에서도 직접 농약없이 키워보는 경험을 가져보는

이벤트 등을 통해 인식을 공유토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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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은 지구를 살리는 녹색기술이며 유기농업은 그 중에서도 자연,

사람에 대한 배려와 어울림이라는 교육, 정서적 가치가 강함을 부각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용도에 맞게 유기농산물을 고를 수 있는

인증체계 및 홍보 노력이 필요

○ 현 인증체계는 3단계로 구분되나 비슷한 용어와 로고로 표기되어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

- 정부, 연구기관뿐 아니라 브랜드 전문가, 소비자가 참여하는 폭넓은

조사를 통하여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 존재

* 국내 소비자 대부분이 저농약․무농약 인증 농산물과 유기 인증 농산물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

○ 소비자의 구입 동기로서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이유인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력추적제, 품질인증제 등도 보완

- 특히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유기농의 선정기준과 품질 검사를

강화하여 유기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 소규모 개별농가의 생산단체 가입에 의한 생산출하 방식은 품질

유지와 농장관리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단지화를 지원

○ 유기농업의 특성상 주변 농가 및 환경과의 관계가 생산품질을

보증하게 되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 유기농 농경지와 일반 농경지와의 거리, 사용하는 물에 대한

수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및 규모화를 위한 지원책 강구

○ FTA로 인하여 많은 양이 수입될 것으로 보이는 유기농산물과의

경쟁을 위해 단지화, 조직화의 필요성은 매우 높은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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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산물의 보급 확대를 위한 R&D 강화

□ 유기농업은 작부체계, 녹비작물, 저항성품종 등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농업기술이 요구

○ 특히 농자재의 경우 수입의존도가 높아 생산비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어 앞으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

○ 한국형 유기농업 모델 제시를 위한 정책지원연구를 강화하여

세계 기준과 우리 국민 정서에 맞는 기준을 재설정하는 것이 중요

○ 녹비작물, 유기종자, 천적 등 농자재의 국산화 및 농가 자가

제조형 농자재의 보급 확대로 생산비 절감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베치 1～4호 등의 국산 녹비작물 등을 조기에 보급

할 수 있도록 유기농단체를 활용하는 방안

* (주)동부세레스, (주)한국곤충유용연구소 등의 토종 천적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등의 공동연구 방안도 모색

□ 최근 늘어나고 있는 유기농 전문매장과 대형유통업체에서 바로

적용가능한 소비자 신뢰확보 기술의 조기 개발이 필요

○ 스마트 폰이나 판매장의 모니터를 통하여 소비자가 직접 생산

과정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필요성이 증대

* 미국이나 유럽의 살모넬라 토마토, 대장균 오염 시금치 등의 사고예방을 위한

간단 편의 검사키트 개발․보급도 시급

유기농업분야의 노벨상 ‘오피아상’(Organic Farming Innovation Award)

▷ 농진청에서 제정한 유기농 연구 분야 최초의 국제학술상으로 3년에 한 번,

유기농업 연구에 가장 공로가 큰 연구자에게 시상

- 2011년 최우수상 수상자는 방글라데시의 호세인(Hossain) 박사로, 도시빈민의 영양

공급을 위한 유기농 도시텃밭 보급 연구를 통해 유기농업과 빈민 퇴치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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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농업

국내 친환경농산물 현황 및 시장규모

□ 국내 친환경농산물(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인증 추이

구 분 ‘01 ‘05 ‘08 ‘09 ‘10

농가수 (천호, %) 5(0.3) 53(4.2) 173(14.2) 199(16.6) 184(15.4)

재배면적(천ha, %) 5(0.2) 50(2.7) 174(9.9 202(11.6) 194(11.3)

생산량 (천톤, %) 87(0.2) 798(4.4) 2,188(11.9) 2,358(12.2) 2,216(12.0)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0)

□ 연도별 국내 유기농산물 재배 현황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농가호수 (호) 442 1,505 2,748 3,283 5,403 7,167 7,507 8,460 9,403 10,790

면 적 (ha) 450 1,601 3,327 4,622 6,095 8,558 9,729 12,033 13,343 15,518

농산물생산량 (톤) 10,671 21,114 33,287 36,746 68,091 95,405 107,179 114,649 108,810 122,243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0)

□ 국내 유기농 식품의 시장규모

구분
연도별 시장규모(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유기식품 2,533 3,146 4,043 5,085 6,436 8,151

신선
1,114

(44.0%)

1,427

(45.4%)

1,885

(46.6%)

2,440

(48.0%)

3,174

(49.3%)

4,128

(50.6%)

가공
1,419

(56.0%)

1,719

(54.6%)

2,158

(53.4%)

2,645

(52.0%)

3,262

(50.7%)

4,023

(49.4%)

* 자료 : 한국식품연구원(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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