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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복합생태농업을 수행하고 있는 유기농 논에서 제공하는 쌀 생산 및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경제적으로 평가하
고자 하였다. 또한 복합생태농업을 위한 유기논의 구조에 따른 경제성을 평가하여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생태계서비
스 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구조를 찾고자 수행하였다. 복합생태계 농업 유형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기능별 기대효과 분석 
결과, 일반 관행논은 양서파충류, 수서곤충, 조류서식처, 체험/생태교육, 식생다양성 등 생물다양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유기 논습지 및 복합생태 논습지의 생물다양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제
적 가치를 평가한 결과, 일반 관행 논습지와 유기 논습지에 비해 어류 생산을 위한 둠벙의 면적이 증가할수록 쌀 생산량은 
줄어드나 어류의 생산량은 증가하여 총 소득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향후 생태계서비스 기능 가치를 평가
한다면 더욱 증가 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쌀 산업의 공급과잉 문제해결, 안전적인 농가 
소득보전,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서비스 기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핵심용어 : 습지, 생물다양성, 유기농, 논습지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conomically evaluate rice production and various ecological services provided by organic rice paddy 
carrying out rice-fish mixed farming. It was also conducted to find a stable structure for increasing the income of rice-producing 
farmers and promoting ecological services by evaluating the economic feasibility of organic rice paddy for rice-fish mixed 
farming.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expected effects by ecological service functions according to the types of agriculture 
in the rice-fish mixed farming, general conventional paddy fields were evaluated to have an effect of continuously decreasing 
biodiversity such as amphibian reptiles, aquatic insects, bird habitats, experience and ecological education, and vegetation 
diversity, while the biodiversity of organic and rice-fish mixed paddy fields was assessed to increase.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economic value, as the area for fish production increases compared to the common practice and orga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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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 농업, 농촌은 고령화, 전업농가 감소, 경지규모 양

극화 등 다양한 문제가 있어 농업경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

으며,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자 후계인력 육성

(Woo et al., 2018), 농가소득 증대(Park et al., 2016), 지역 

활성화(You, 2001), 농촌복지확대(Choi and Hwang, 2013), 

대체작물 육성(Han et al., 2017), 시설원예 산업(Shin, 2016) 

등 농업, 농촌의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 쌀 산업의 경우 2000년대부터 소비감소가 생산감소 보다 

큰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에 직면해 있어 국내 쌀 생산농가는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Kim et al., 2018).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유지·발전과 소득

보전, 쌀 안정성 확보 및 환경보전, 자연생태계 회복 등을 위

해 기존의 관행농법보다 유기농법의 실천이 매우 중요한 수단

이자 대안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Jung, 2000; An 

et al., 2012). 또한 유기농업은 관행농업에 비해 높은 소득창

출, 환경보전, 수서생물 서식처, 토양 미생물 증진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Wright et al.,1999; Park et al., 2010; Lee et 

al., 2011; Park et al., 2012).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 대

비 100배 정도의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다고 평가되어지고 있

으나 전체농산물 대비 유기농산물은 0.7% 수준에 불과하며, 

또한 국제 Codex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고 유기농자재에 의존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An et al., 2012; Lee et al., 2010; 

Jung, 2007). 이와 같이 국내 유기농업에 관한 연구는 왕우렁

이 농법, 오리농법, 쌀겨농법, 태평농법, 생명환경농법 등 여러 

가지 유기농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나 아직 벼 유기 

농법기술체계는 관행농법에 비해 미비하여 안정적인 유기농 

쌀 생산과 공급, 수요가 불안정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논에서 쌀 생산과 더불어 담수어를 생산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합생태농업의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복합생태농업의 역사와 전통은 고대(206 BC) 벼와 물고기 

문양 도자기에도 나타나며, 태국 Sukhothai시대 돌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Halwart and Gupta, 2004). 벼와 물고기의 

조합은 산물생산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과 칼슘, 필수 아미노

산, 비타민 A, 각종 무기질, 단백질 등이 풍부하며(Kim, 

1997), 영양적 측면에서도 부유와 안정의 상징이자 저수지, 하

천, 수로, 둠벙, 논의 생태환경의 연결을 의미한다. 

복합생태농업을 위해서는 화학비료, 농약 등을 사용하는 관

행농업보다는 환경 친화적인 유기농업 논이 가장 적합한 장점

을 가지고 있다. 유기농법 논은 관행농법 논에 비해 저서무척

추동물의 개체수와 종수 등 종다양도가 월등히 높게 확인되어

(Han et al., 2013a), 생태환경의 먹이사슬 연결기능, 담수어

의 천연먹이 공급원 역할, 질소, 인, 부유물질 등에 대한 수질

정화에 효과 등 벼와 담수어 생산에 관행농업보다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게 된다(Lee et al., 2013; Guilpart et al., 2012). 

국내 복합생태농업은 진해내수면연구소에서 2000년대 초반 

미꾸리 생산기술이 개발되어 2006년 남원, 2009년 산청에 보

급되었으며 현재 경남, 전북, 충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복합생태농업과 관련된 선행연구에는 Lee et al(2013), Lee et 

al(2014)의 미꾸리 논 생태양식, Kim et al(1994)의 버들치, 

미꾸리를 이용한 질병매개 모기의 생물학적방제, Han et 

al(2013b)의 영농방법에 따른 미꾸라지 개체군의 변동 요인 

분석 등이 있다. 하지만 미꾸리, 미꾸라지 외 다른 담수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내수면연구소에서 최근 복합생

태농업에 적용대상 담수어로 메기, 미꾸라지와 미꾸리, 붕어, 

잉어, 향어, 참게 등 식용 어종과 비단잉어, 금붕어 등 비식용 

어종이 있고 최근 큰징거미새우와 민물새우, 납자루, 가시고기 

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논은 2008년 창원 Ramsar 총회에

서 논습지로 인정되었으며, 습지로써의 논은 다양한 생태계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amsar, 2008; Maltby, 

2009; Ramsar,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복합생태농업(벼+담수어)을 수행하고 있는 

유기농 논에서 제공하는 쌀 생산 및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경제

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복합생태농업을 위한 유기논의 구

조에 따른 경제성을 평가하여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생태계

서비스 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구조를 찾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소득증대, 더불어 습지로써 환

경보전, 자연생태계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연구대상지

벼-담수어 유기농 복합생태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대상지는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의 유기농 

인증을 받고 실천 중인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Fig. 1). 

담수어 생산을 위한 둠벙을 Fig. 2 과 같이 테두리에 조성하

였으며, 쌀 생산을 위한 벼 재배에 지장이 없도록 농기계 작업

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조성하였다. 복합생태농업을 위해 조성

한 수로는 겨울동안 담수상태를 유지하였으며 대조구로 둠벙

이 없고 겨울담수를 유지하지 않는 일반 유기농 논을 선정하

였다. 벼 재배의 일반적인 포트 육묘를 이용하여 복합생태논은 

담수어와 벼의 뿌리활착을 고려하여 5월말에 이앙재배를 통해 

모내기를 진행하였고, 대조구는 6월 중순에 이앙을 실시하였

paddy fields, rice production decreases, but fish production increases and total income was analyzed to increase. In addition, 
if the value of ecosystem service functions is assessed in the future, it will increase further. It is hoped that these findings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solving oversupply problems in the rice industry, preserving safe farm income, and improving 
sustainable farming and ecosystem service functions.

Key words : Wetland, Bio-diversity, Organic, Paddy wet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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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복합생태논의 담수어는 메기(Catfish)로 모내기 후 뿌리활

착 후 6월 중순에 입식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2.2 복합생태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 및 경제적 가치평가

농촌지역 생태계서비스 기능에 대한 Son et al.(2015a)의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된 기능을 복합생태농업에서 활용 가능한 

기능을 전문가 56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1, 2, 3 순위 총 13가지 

기능을 도출하였으며(Table 1), 도출된 13가지의 기능과 추가적

으로 복합생태논의 주요 생산기능인 작물생산(Food)과 어류생

산(Fisheries)을 포함하여 총 15가지 생태계서비스 기능별 기대

효과 평가를 토지이용변화 및 환경변화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측

면을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으로 생물다양성 영향력에 대한 

평가와 다양성의 최근 트렌드에 대해 간이적으로 평가하는 

TEEB(2010)의 새천년평가체계에 따라 실시하였다.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일반 관행 논(벼 단작, CRP : 

Conventional Rice Paddy), 유기농 논(벼 단작, ORP : Organic 

Rice Paddy), 메기(메기 단작, Catfish)의 생산비 및 소득과 벼-

담수어 복합생태논은 유형별 면적(벼 식재 면적, 둠벙 면적)을 

고려하여 벼 소득 및 공급기능(쌀 생산, 어류 생산)에 대한 경제

적 평가를 실시하였다(Table 2). 

 

Fig. 1. The study site and freshwater fish harvest

 

Conventional Rice Paddy and Organic Rice Paddy  Rice-Fish Mixed farming Paddy 1 

 

Rice-Fsh Mixed farming Paddy 2 

 

Rice-Fish Mixed farming Paddy 3 

 

Rice-Fish Mixed farming Paddy 4

 

Rice-Fish Mixed farming Paddy 5

Fig. 2. Type diagram of rice-fish mixed farming system 
(Green Color : Paddy Field, Blue Color : Fish Habitat Channel, Left-Right Length : 100m, Upper-Lower Length : 40m, Channel Width :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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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t assessment of potential ecological functions 
expected from rice-fish mixed farming

Functions Mean Consider rankings

Amphibian & reptile habitat 2.39F

First

Aquatic insect habitat 2.36F

Fishery habitat 2.34F

Experience and education 2.29F

Vegetation diversity 2.13F

Avian habitat 2.05EF

Groundwater recharge 1.71DE

Second
Water storage 1.68DE

Maintenance of genetic diversity 1.66DE

Biological control 1.59D

Water purification 1.46CD

ThirdMammal habitat 1.39BCD

Creating landscape 1.32BCD

Climate regulation 1.09ABC

Expert
Rest area 1.02AB

Air quality regulation 0.98AB

Flood control 0.89A

F-test2) 14.503*** -

* Test resul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P = 0.5 level(*),P 
= 0.01 level(**), 0.001 level(***); NS = Not significant result., 
Duncan : length A<B<C…

Table 2. Area by type and general status of rice-fish mixed farming 
system

Sites
Paddy Habitat

Area (m2) Ratio (%) Area (m2) Ratio (%)

CRP 4000 100.0 0 0.0

ORP 4000 100.0 0 0.0

RFMP 1 3800 95.0 200 5.0

RFMP 2 3724 93.1 276 6.9

RFMP 3 3600 90.0 400 10.0

RFMP 4 3528 88.2 472 11.8

RFMP 5 3456 86.4 544 13.6

* CRP:Conventional Rice Paddy, ORP:Organic Rice Paddy, 
RFMP:Rice-Fish Mixed farming Paddy

3. 결과 및 고찰

3.1 복합생태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기능변화 

벼-담수어 유기농 복합생태농업에서 활용 가능한 생태계서

비스 기능은 전문가 조사를 통해 도출된 13가지 기능과 추가

적으로 TEEB(2010)의 2가지 기능(Food, Fisheries)을 포함하

여 총 15가지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인 관행논과 대조적으로 

Fig. 1과 같이 수로형 둠벙을 조성했을 때 양서파충류 서식처

(Amphibian and reptile habitat), 수서곤충 서식처(Aquatic 

insect habitat), 어류 서식처(Fishery habitat), 체험/생태교육

(Experience and education), 식생다양성(Vegetation 

diversity), 조류서식처(Avian habitat) 순으로 1순위로 구분되

었다. 총 15가지 기능에 대해 TEEB(2010)의 새천년생태계평

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를 활용하여 복합생태

계 농업 유형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기능별 기대효과를 분석하

였다(Table 3).

복합생태계 농업 유형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기능별 기대효

과를 분석한 결과, 일반 관행논(CRP)은 양서파충류 서식처

(Amphibian and reptile habitat), 수서곤충 서식처(Aquatic 

insect habitat), 체험/생태교육(Experience and education), 

식생다양성(Vegetation diversity), 조류서식처(Avian habitat) 

등 생물다양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

가되어진 반면 유기논(ORP)은 관행논에 비해 생물다양성은 

보통(Moderate)이거나 높아 질(High) 것으로 보이며, 농약의 

사용이 자제되는 유기논의 어류서식처의 기능 또한 증가하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었다. 관행적 농업에서 사용되는 살

충제, 화학적 비료 등은 질소 및 인의 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

며(Viglizzo et al., 2003; Galloway et al., 2003, 2004), 농업

환경에서 화학물질의 축적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Virginia 

and Stephen, 2007). 하지만 유기농업 구현에 따른 화학비료

의 사용 자제는 생태계서비스 기능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역

할을 하여 지하수, 대기, 생태, 미생물 등 많은 생태, 환경부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deker 

et al., 2000; Tilman et al., 2001, 2002; Taube et al., 2006; 

Kramer et al., 2006; Wallace, 1994). 따라서 유기농업의 중

요성을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국한하지 않고 환경, 생태를 지

속가능하게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적 관심과 인식증진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관행논에 비해 유기논(ORP)은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는 측면 만으로도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기능이 증진하는 것으

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복합생태논(RFMP)은 구조

적 측면에서 수로형 둠벙을 조성함으로서 습지의 기능을 연중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이에 따라 생물다양성 분야

(Amphibian & reptile habitat, Aquatic insect habitat, 

Fishery habitat, Vegetation diversity, Avian habitat, 

Maintenance of genetic diversity, Mammal habitat)의 서식

처가되어 생물은 증가하고 둠벙의 면적이 늘어날수록 수자원

함양(Groundwater recharge), 지표수저장(Water storage), 수

질정화(Water purification) 등의 기능이 개선 될 것으로 평가 

되었다. 더불어 해당 공간이 차가운 물로 이루어져 있어 대기

조절(Climate regulation)에도 효과적일 수 있으며, 낚시, 채

집, 수생식물 관찰 등 체험교육(Experience and education)에

도 활용 가능한 공간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습지의 생태계서비

스 기능을 평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면적, 깊이, 형태 등에 

따라 기능이 달라지며(Kong et al., 2014; Son et al., 2014; 

Son et al, 2015b), 생태계서비스 기능의 개선을 위해 습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복합생태논에서 둠벙의 면

적이 증가할수록 벼의 식재면적이 줄어들어 쌀 생산량이 감소

하게 되며, 수로형 둠벙에서 복합생태농업을 통한 어류(미꾸

리, 붕어, 메기 등)의 추가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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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의 감소와 어류생산의 증가가 면적에 따라 얼마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

하여 제시하였다. 

3.2 복합생태 논습지 구현에 따른 경제적 가치 변화

상기에서 평가 한 복합생태농업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기능 

변화 판단 결과, 쌀생산은 재배면적이 줄어들어 생산 소득이 

줄어들지만 어류생산은 반대로 면적이 늘어나 소득은 증가하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관행농업과 유기농업, 

복합생태농업(어류생산)의 벼 생산유형별 생산비 비교를 실시

하여 얼마나 쌀생산과 어류 생산에 소득적 영향이 있을지 정

량 평가 하였다. 일반적인 논 소득평가 체계인 10a를 기준으

로 생산비를 1필지(4000m2)를 기준으로 복합생태농업 유형별 

면적을 적용하여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Table 4).

벼 생산유형에 따른 생산비 비교 분석결과, 일반 관행논

(CRP)의 벼를 단작할 때 조수입(Gross income)은 약 97 만원

으로 경영비(Production costs) 약 70 만원을 뺀 1필지

(4000m2)당 소득(Income)은 69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일반 유

기논(ORP)의 경우 소득(Income)은 약 65 만원으로 관행논

(CRP)과의 차이가 다소 크지 않게 확인되었다. 반면 메기논

(Catfish)의 소득(Income)은 약 120 만원으로 관행논(CRP) 

대비 약 1.8 배의 차이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같은 면적의 

논습지에서 쌀 생산보다 어류 생산의 경제성이 더 높게 확인

되었으나 단순한 어류 생산을 위한 먹이공급으로 인해 수질, 

부영양화, 악취 등의 문제를 다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벼, 어류의 단작 및 벼와 담수어의 복합생태농업

을 수행할 때 발생 할 수 있는 생산비를 비교 분석하였다

(Table 5). 

일반 관행논(CRP), 일반 유기논(ORP), 복합생태논(RFMP1-5)

에 대해 경제성 분석결과, 수로형 둠벙의 면적이 증가할수록 1필

지 당 소득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둠벙이 없는 일반 

유기논(ORP)는 1필지 당 약 261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반면, 

Table 3. The expected effect of ecological service function on the types of rice-fish mixed farm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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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벙의 면적이 5%인 복합생태논(RFMP1)은 1필지 당 약 273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노동 및 관리비

(Labour cost and administration cost) 즉, 인건비는 담수어 관

리를 위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농가의 소득 증

가 및 생태계서비스 기능별 기대효과를 미루어 볼 때 향후 유기

농 복합생태 논습지의 가치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에서 제안한 복합생태농업에 의한 생태계서비스 기능 개선 사항

은 주로 수로형 둠벙의 조성에 따른 기능 개선 효과로 판단 할 

Table 4. Comparative analysis of production cost by rice production type

Classification
CRP1) ORP2) Catfish3)

Note
(Single rice) (Single rice) (Single catfish)

Gross income (A) 974,423 1,044,110 2,920,000 　

Rice productivity (㎏/10a) 527 397 584 　

Price (won/㎏) 1849 2630 5000 Rice contract sales

Production
costs
(C)

Management 
costs
(B)

Seeding cost 15,435 20,000 932,834
Purchase of seedlings (rice, 

fry)

Fertilizer cost 51,034 85,000 466,419
Revert to in rice straw, 

Catfish feed

Pesticide cost 27,908 31,000 0 　

Water, Ligth cost 5,659 8,000 11,659 Irrigation, Pump

Farming machinery 
cost and material costs

62,330 77,000 139,925 Installation of fence

Consigned farming cost 108,039 164,000 93,284
Cultivation, transplanting, 

harvest consignment

Etc. cost 9,251 6,000 33,185 　

Sub Total 279,656 391,000 1,677,306 　

Land service cost 253,731 253,731 253,731 Hongseong Standard

Capital service cost 8,188 9,000 82,934 　

Labor costs 168118 218,000 757,928
Water, feed, reservoir 

management

Sum 709,693 871,731 2,771,899 　

Income (A-B) 694,767 653,110 1,242,694
Income including self-effort 

expenses

* 1) KREI(2014); Reorganizing direct payment program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2) 2017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ion
cost statistics; 3) 2017 Hongseong rice-fish mixed farming system household data.

Table 5. Economic evaluation of supply function in rice-fish mixed ecological agriculture (Unit : ten thounsand won)

Classification CRP1) ORP2)
RFMP 1 (5%) RFMP 2 (6.9%) RFMP 3 (10.0%) RFMP 4 (11.8%) RFMP 5 (13.6%)

R.P3) F.P4) Total R.P F.P Total R.P F.P Total R.P F.P Total R.P F.P Total

Gross income 389.8 417.6 396.8 58.4 455.2 388.8 80.6 469.4 375.9 116.8 492.7 368.4 137.8 506.2 360.8 158.8 519.7

Rice productivity 0.2 0.2 0.2 0.0 0.2 0.1 0.0 0.2 0.1 0.0 0.2 0.1 0.0 0.2 0.1 0.0 0.2

Price 0.2 0.3 0.3 0.5 - 0.3 0.5 - 0.3 0.5 - 0.3 0.5 -　 0.3 0.5 -

Seeding cost 6.2 8.0 7.6 18.7 26.3 7.4 25.7 33.2 7.2 37.3 44.5 7.1 44.0 51.1 6.9 50.7 57.7

Fertilizer cost 20.4 34.0 32.3 9.3 41.6 31.7 12.9 44.5 30.6 18.7 49.3 30.0 22.0 52.0 29.4 25.4 54.7

Pesticide cost 11.2 12.4 11.8 0.0 11.8 11.5 0.0 11.5 11.2 0.0 11.2 10.9 0.0 10.9 10.7 0.0 10.7

Water, Ligth cost 2.3 3.2 3.0 0.2 3.3 3.0 0.3 3.3 2.9 0.5 3.3 2.8 0.6 3.4 2.8 0.6 3.4

Farming machinery cost and material costs 24.9 30.8 29.3 2.8 32.1 28.7 3.9 32.5 27.7 5.6 33.3 27.2 6.6 33.8 26.6 7.6 34.2

Consigned farming cost 43.2 65.6 62.3 1.9 64.2 61.1 2.6 63.6 59.0 3.7 62.8 57.9 4.4 62.3 56.7 5.1 61.8

Etc. cost 3.7 2.4 2.3 0.7 2.9 2.2 0.9 3.2 2.2 1.3 3.5 2.1 1.6 3.7 2.1 1.8 3.9

Land service cost 101.5 101.5 96.4 5.1 101.5 94.5 7.0 101.5 91.3 10.1 101.5 89.5 12.0 101.5 87.7 13.8 101.5

Capital service cost 3.3 3.6 3.4 1.7 5.1 3.4 2.3 5.6 3.2 3.3 6.6 3.2 3.9 7.1 3.1 4.5 7.6

Labor costs 67.2 87.2 82.8 15.2 98.0 81.2 20.9 102.1 78.5 30.3 108.8 76.9 35.8 112.7 75.3 41.2 116.6

Sum 283.9 348.7 331.3 55.4 386.7 324.6 76.5 401.1 313.8 110.9 424.7 307.5 130.8 438.4 301.3 150.8 452.1

Income 277.9 261.2 248.2 24.9 273.0 243.2 34.3 277.5 235.1 49.7 284.8 230.4 58.7 289.1 225.7 67.6 293.3

*1) KREI(2014); Reorganizing direct payment program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2) 2017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ion cost
statistics; 3)R.P : Rice Production; 4) F.P : Fishes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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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우리나라는 논농업을 위해 과거에 많은 연못형습지를 

조성한 경험이 있으며(NAAS, 2008; Son et al., 2013), 이것

은 전통농업으로 표현 될 수 있다. 전통농업은 생태환경과 자

연자원의 훼손을 최소화 하며(Paracchini et al. 2008; 

Akeroyd & Page 2011), 친인간적 경관보전과 이용이 목표가 

될 수 있다(Joern et al., 2012). 본 연구대상지인 복합생태논도 

유기농, 친환경을 언급함과 동시에 과거부터 이어져온 우리나

라 고유의 논농업 문화의 일부로서 둠벙을 조성함에 따라 얻어

지는 효과로 설명한다면 더욱 의미있는 논농업 기술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우리나라 농업, 농촌은 고령화, 경지규모 양극화, 전업농가 

감소 등 다양한 문제가 있으며 그 중 쌀 산업은  공급과잉 상

황에 직면해 있어 국내 쌀 생산농가는 큰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합생태농업(벼

+담수어)을 수행하고 있는 유기농 논에서 제공하는 쌀 생산 

및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경제적으로 평가하고 복합생태농업

을 위한 유기논의 구조에 따른 경제성을 평가하여 쌀 생산 농

가의 소득증대와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구조를 

찾고자 수행하였다. 벼-담수어 유기농 복합생태농업에서 활

용 가능한 생태계서비스 기능은 전문가 조사를 통해 도출된 

13가지 기능에 대해 복합생태계 농업 유형에 따른 생태계서

비스 기능별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일반 관행논은 양서파

충류, 수서곤충, 조류서식처, 체험/생태교육, 식생다양성 등 

생물다양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

가되어진 반면 유기논 및 복합생태논의 생물다양성은 높아

지는 것으로 평가되어 졌으며, 농약의 사용이 자제되는 유기

논의 어류서식처의 기능 또한 증가하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이에 따라 벼 생산유형에 따른 생산비 비교 

분석결과, 관행, 유기 논의 벼 단작 생산비 보다 메기의 생

산비가 더 높게 확인되었다. 하지만 단순한 어류 생산을 위한 

먹이공급으로 인해 수질, 부영양화, 악취 등의 문제를 다소 발

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진다. 복합생태논의 경제성 분석

결과, 둠범의 면적이 늘어날수록 어류생산이 증가하여 소득량

은 단작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농가의 소

득 증가 및 생태계서비스 기능별 기대효과를 미루어 볼 때 향

후 유기농 복합생태 논습지의 가치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활용하여 쌀 산업의 공급과잉 문제해결, 안정적인 

농가 소득보전,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서비스 기능 향상, 자

연생태계 회복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면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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