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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has performed comparative analysis on benefit indicators in agricultural 
irrigation and drainage project cases between Korea and Japan. The irrigation and 
drainage project with publicity should do economic analysis of direct benefit 
factors as well as indirect benefit factors. However, traditional economic evalua-
tions are used that benefit factors are lack of consistency and focused on direct 
benefi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indicators for the 
economic evaluation of irrigation and drainage projects. We conducted a case 
study between Korea and Japan. The resulting benefit factors was divided into 
direct factors and indirect factors. The direct benefit factors were increase in 
income, cost savings. The indirect benefit factors were protection of property due 
to flooding, agricultural promotion, aesthetic improvemen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the indicators of economic analysis can be evaluated and easily 
applied. Moreover, these indicators could promote the feasibility of econom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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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경제는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정책으로 경제구조자체가 국제적 개방화

를 촉진시켰고, 한국농업은 1970년대 이후 개방농정을 시작하면서 세계시장과의 연계에 따

른 개방체제와 한국농업문제라는 성격을 크게 부각시켰다. 한국농업은 경지규모가 영세한 

소농생산양식으로 높은 생산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외시장 개방은 식량자급

률의 하락, 농업노동력의 급감,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지의 잠식 등이 급격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농업생산기반시설 특히 배수시설은 농업시설의 현대화, 식량증

산 및 농촌 문화 향상 등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하지만 WTO 체제 이후 농산물의 수입증

가, 쌀수입 개방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새로운 투자는 물론 유지관리비용의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 이처럼 농업소득의 감소와 농촌인구의 붕괴로 농업과 농촌의 기

능이 위축하고 있지만 농업이 가진 다원적 기능은 28조 3,700억원1)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

고 있으며, 이는 농업 GDP의 1.4배에 이르는 규모로 농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회적 

공공재이다.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능 외에 농촌의 활력증진, 지역균형발전, 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 농촌 어매니티 보전, 재해경감, 식량안보 등과 같은 비시장적 재화를 부수

적으로 생산하는 다원적 기능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농업 생산기반정비사업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도농 간의 격차를 해소하며 국

토의 균형발전과 농업생산성 향상, 경쟁력제고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최근에는 친환경 재배면적이 확대되면서 청정용수의 공급과 

수질보전을 위한 유기농산물 생산기반정비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 생

산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배수개선사

업 등 대부분의 사업은 사업초기에만 사업편익을 수행할 뿐 준공에 이르는 과정에서 각 사

업간 편익을 측정하지 않아 성과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또한 사업의 효과 분석에 있

어서도 단순한 시장 ․ 경제적인 가치만을 사업의 편익으로 보고 분석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생산기

반정비사업 중 관개배수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의 경제성평가를 위한 편익산정지표들을 분

석함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지표들을 비교함으로서 타당성 있고 설득력 있는 경제성 지표

들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제성지표 분석은 부족한 정부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관심사이지만 사업효과의 측정에 있어서 연구자에 따라 많은 

정의가 있다. 보편적으로 사업에 의한 농업상의 직접적인 편익과 사업에 의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익적 편익을 간접편익으로 산정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 분석 지표들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년 물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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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직접편익과 간접편익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Ⅱ.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업농 투융자 황

1. 농업생산기반시설 황

국내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근대이후 시기에 따라 그 설치 목적과 설계기준을 달리하여 

시행되었다. 2009년 실시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업생산

기반시설은 전체 68,688개소로 저수지 17,611개소, 양수장 6,412개소, 양배수장 122개소, 배

수장 802개소, 보 18,127개소, 집수암거 2,757개소, 관정 22,857개소 등이 설치되었으며 배

수장의 경우 1946년 이전까지 3개소에 불과하였지만 1987~2008년 사이 669개소가 설치되

어 그 비중이 223%나 증가하였다(Table 1).

 

Table 1. Number of Irrigation and drainage facilities by time-specific

(unit : places) 

~1945 1946~
1966

1967~
1971

1972~
1976

1977~
1981

1982~
1986

1987~
2008 sum

Reservoir 9,330 3.767 2,400 695 562 308 549 17,611

Pumping facilities 96 308 486 431 1,350 897 2,844 6,412

Pumping ․ drainage 10 10 7 9 9 12 65 122

Drainage facilities 3 14 11 17 25 63 669 802

Embanking 4,655 2,280 2,182 3,145 2,606 1,037 2,222 18,127

Under drainage 98 82 1,274 321 621 187 174 2,757

Tube well 34 17 1,978 104 1,077 1,854 17,793 22,857

Sum 14,226 6,478 8,338 4,722 6,250 4,358 24,316 68,688

Data : Annual reports of statistics on agricultural production and infrastructure projects, 2009.

특히 수리시설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용 ․ 배수로는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수리

시설의 유지관리는 관리주체의 자율적인 운영에 맡겨져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

으며 87년 이후부터 국고보조지원제도로 전환되면서 개보수 사업의 수요급증과범위가 확

대되어 90년대 중반, 극심한 가뭄을 계기로 저수지 준설과 흙수로에서 소모되는 20~30%의 

손실수량을 방지하기 위해 흙수로의 구조물화가 개보수사업 영역에 포함되었다. 배수로 역

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대두되어 <Table 2>와 같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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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Table 2. Length of Irrigation and drainage facilities
(unit : ㎞)

Year

Irrigation canal Drainage canal

Earth bank Structure Earth bank Structure

Places Length Places Length Places Length Places Length

03 163,188 73,047,627 342,299 48,423,791 151,887 53,090,548 248,822 13,769,452

09 150,041 60,665,236 316,803 54,915,485 138,466 50,028,005 235,873 16,684,518

Data : Annual reports of statistics on agricultural production and infrastructure projects, 2009.

2. 배수사업의 개

최근 이상기후와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농업기반시설의 피해 및 농작물

의 피해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강우로 기후변화로 인하여 강

우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Sim and Lee, 2010). 2000년대에 들어서는 태풍 

“루사”, “매미” 등의 대규모 태풍으로 인한 홍수발생,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성호우빈도 

증가 등으로 한반도 전 지역에서 커다란 피해를 동반하였으며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농지

침수로 인한 수확량감소와 농업재산피해 등이 발생하였고 농작물의 안정적인 재배 및 수

확을 위해 배수사업에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Table 3).

Table 3. Agricultural damage caused by natural disasters

Typhoon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Prapico - Rusa Maemi - Nabi

Farm 
land

Field(ha) 352 466.81 581.8 167.35 3,851.19 455.26 5,874.41

Paddy field(ha) 698 930.06 1,545.93 296.46 3,722.56 1,458.81 8,651.82

Sum(ha) 1,050 1,396.87 2,127.73 463.81 7,573.75 1,914.07 14,526.23

Crops

Field(ha) 255 1,410 7,525 20,091 5,169 1,922 36,372

Paddy field(ha) 5,690 6,127 21,712 8,950 29,646 29,816 101,941

Others(ha) 225 412 1,131 2,401 463 843 5,475

Sum(ha) 6,170 7,949 30,367 31,442 35,278 32,581 143,787

Total damage
(1000 won) 4,218,192 10,361,108 14,628,426 18,502,803 11,709,851 25,658,628 85,079,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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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hoon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Ewinia Nari Galmegi - Gonpas Rueipa

Farm 
land

Field(ha) 14,899.44 39.74 200.74 668.79 829.45 1,063.42 17,701.58

Paddy field(ha) 3,752.63 32.78 94.89 0.01 0 0 3,880.31

Sum(ha) 18,652.07 72.52 295.63 668.8 829.45 1,063.42 21,581.89

Crops

Field(ha) 7,533 70 223 0 0 0 7,826

Paddy field(ha) 1,275 28 0 0 0 0 1,303

Others(ha) 26,172 2,796 883 16,967 15,650 34,667 97,135

Sum(ha) 34,979 2,895 1,106 16,967 15,650 34,667 106,264

Total damage
(1000 won) 141,062,383 944,630 3,830,753 7,587,488 8,930,549 11,338,569 173,694,372

Data :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Annual Statistics (http://www.safekorea.go.kr)

특히 우리나라는 지형적인 특성으로 강우량의 지역차가 많으며 일정기간별 강수량을 알

아보면 최근 30년(1981~2009년) 강우량은 그 이전에 비하여 증가추세이고 1일 최대 강우량

은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한 강릉지역 870.6mm를 기록하였다(Sim and Lee, 2010). 또한 

집중호우 발새이 호우주의보 및 호우경보 발생빈도가 증가추세에 있다(Fig. 1). 강우량 빈

도분석결과 10,000년 빈도치인 588.7mm를 훨씬 초과하는 기록이다. 국가재난정보센터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부터 2011년까지 호우로 인한 피해금액은 불규칙적으로 발생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11개 태풍이 한반도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특히 피해액이 최고조에 달하던 2006년에는 태풍 에위니아의 상륙 전후로 장마와 집중호

우가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인명, 재산피해가 역대 피해기록 중 3위를 기록하였으며 농업 

피해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였다.2)

Data : Meteorology monsoon white paper, 2011

Fig. 1. Frequency of heavy precipitation

2) 기상청, http://www.kma.go.kr/weather/typoon/material06.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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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농  투융자 

농업은 자연조건에 높은 변동성을 보유한 산업으로 특정 시기에 강수량이 집중되어 있

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침수피해로 인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농작물의 피해가 가장 큰 문

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홍수시 농경지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배수개선사업은 1980

년대부터 연간 4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확장되어 왔는데 증가하는 홍수빈도와 피해

복구비의 증가로 인하여 1990년대에 들어 전반기에는 500억 원으로 사업비가 확장되었고 

후반기에는 배수개선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사업비가 1,000억 원으로 배증되었다(Song, 2003).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의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 투자계획 예산안을 보면 배수개선사업비는 

2012년 2,500억 원에서 2013년 4%가 증액된 2,600억 원으로 증가 하였으며 전체적인 농업

기반시설 관련예산은 2012년 8,3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8.3%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Table 4). 이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4. Investment plan of agricultural production facilities for disaster preparedness

’12예산 ’13예산(안) ’12대비 증감 %

Sum 8,300 9,000 700  8.3

Irrigation facilities renovation 3,700 4,200 500 13.5

Irrigation improve 2,500 2,600 100  4.0

Multipurpose agricultural water 2,100 2,200 100  4.8

Project name 총계획 ’11까지 % ’12계획 % ’13이후 비고

Irrigation facilities renovation 4,330(지구) 2,301 53.1 139(390) 56.3 1,890

Irrigation improve 232.5(천㏊) 153.4 66.0 4.2 67.8 74.9

Multipurpose agricultural water 107.5(천㏊) 61.4 57.1 2.1 59.1 44.0

Data :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press release (http://www.mifaff.go.kr)

Ⅲ. 생산기반정비사업의 경제성 분석 실태

1. 공공사업의 경제성 평가방법

경제성평가는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투자대비 편익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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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타당성을 분석, 평가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편익비용분석(benefit cost analysis: BCA 

또는 CBA)을 통해 사업전체에 대한 투자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따른 편익이 사업내용년수

의 비용을 상회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공공투자 사업이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전체를 포괄하는 일반절차란 규명하기 어렵고 실제로 특정사업의 성격을 고려하면서 상황

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공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비용편익분석은 첫째, 개별정부투자사업을 평가하는 경제적 분석의 

한 분야이지만 개별사업(project) 단위가 아닌 프로그램(program)이나 정책(policy) 자체를 비

교 평가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비용 ․ 편익분석에 속한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개별사업단

위에 대한 평가가 일반적이다. 둘째, 비용 ․ 편익분석의 성격은 민간기업의 타당성분석과는 

개념적으로 다르며,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편익이란 특정사업의 국민생산에 대한 공헌을 뜻

하며, 비용이란 국가자원의 낭비를 뜻한다. 셋째, 비용 ․ 편익분석은 공공사업에서 추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단기적 시각이 아니라 장

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관찰해야 하므로 할인율의 선택이라든가 위험에 대한 대응도 

장기적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비용 ․ 편익분석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실무적(practical)인 

분석방법으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제약 등 현실적인 요인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객관적(objective) 분석방법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수단의 하나로 인정받기 위

해서는 여기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가 객관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야 한다.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부족한 자원을 활용하여 최적의 투자의사결정을 도모하는 것이 가

장 큰 안건으로 직접적인 편익과 측정하기 난해한 간접편익으로 구성되어 결정하는데 더

욱 신중함이 요구된다. 

2. 국내외 평가 지표

공공사업시행을 위한 편익항목은 크게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되어있는데, 농어촌

공사의 배수개선사업에서는 크게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으로 구분하여 각 사업내용에 맞게 

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농업기반공사, 1999; 농어촌공사, 2006, 2007, 2007a).

이러한 편익은 주로 직접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산정되었는데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과 

친수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간접적인 편익에 중요성이 두각 되고 있다. 이러

한 편익지표를 포함한 농업기반공사의 연구에서는 직접효과를 농업효과로, 간접효과를 농

업외 효과로 구분하여 지표를 산정하였다(농업기반공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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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Benefit indicators of economic evaluation for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n Korea

Project

Effective factors

Redevelopment land Irrigation 
improvement Pumping development Make-up

farm land
Upgrading

field

Read
just

ment

Farm 
road Canal

Sur
face 

water 

Under
ground

Reser
voir

Water 
bank Column

Under
ground 
water

Land 
reclam
ation

Land 
recl
aim

Base
mainte
nance

Irriga
tion 

Agricultural effects

▪Promote agricultural 
productivity

 Crop productivity ● ● ● ● ● ● ● ● ● ● ● ● ●

 Promote quality ● ● ● ● ● ● ● ● ●

▪Promote agri. 
management

 Farming cost ● ● ● ● ● ● ● ● ● ● ● ●

 Farm movement cost ● ● ● ●

 Management expenses ● ● ● ● ● ● ● ● ● ● ● ● ●

Agricultural indirect effects

▪Infrastructure 

 Prevention flood ●

 Country extension ●

 Soil formation ●

 Prevention earth lose ● ● ● ● ● ● ● ● ● ● ● ● ●

▪Reduce flood damage

 Flood control ● ● ●

 Rural drainage ● ● ●

 Water reservoir ● ● ●

▪Living environment

 General transportion 
expense ● ● ● ●

 Employment increase ● ● ● ● ● ● ● ● ● ● ● ● ●

 Settlement increase ● ● ●

 Income increase ● ● ● ● ● ● ● ● ● ● ●

 Boundary line

 Safety rise ● ● ● ● ● ● ● ●

 Rural promotion ● ● ● ● ● ● ● ● ● ● ● ● ●

▪Water resource

 Stability of watercourses ● ● ● ●

 Subterranean water 
storage ● ● ● ●

 Subterranean water 
supply ● ● ● ● ● ●

▪Rural nature 
conservation

 Cleanup water quality ● ● ● ●

 Cleanup aerology ● ● ● ● ●

 Supply oxy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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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Effective factors

Redevelopment land Irrigation 
improvement Pumping development Make-up

farm land
Upgrading

field

Read
just

ment

Farm 
road Canal

Sur
face 

water 

Under
ground

Reser
voir

Water 
bank Column

Under
ground 
water

Land 
reclam
ation

Land 
recl
aim

Base
mainte
nance

Irriga
tion 

Agricultural indirect effects

 Around of water 
environment ● ●

 Protection of environment ●

▪ Health and tour

 Tourism ● ●

 Preservation of health ● ● ● ● ● ● ●

 Capacity for eating ● ● ● ● ● ● ● ● ● ● ● ● ●

▪ Others

지리적으로 유사한 위치에 분포하고 있고 태풍빈도가 한국보다 높은 일본의 경우 경제

성분석 항목은 Table 6과 같이 4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공공사업의 경제성평

가를 위해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사업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침서의 편익항목을 

적절히 활용하여 편익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침 이외의 항목이 필요한 경우 검증을 통

하여 지표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Table 6. Benefit indicators of economic evaluation for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n Japan

For stage
Benefit indicators

Irrigation-
drainage

Land
readjustment

Land
road

Prevent 
disaster

Effects on the
stable supply

of food

Crop productivity ● ● ● ●

Quality improvement ● ●

Reduce production cost ● ● ●

Reduce maintenance cost ● ● ● ●

Reduce framing movement expense ●

Effects on ability
to continue farming

Prevent framing abandoned ●

Damage prevention (agri. property) ● ● ●

Improvement working environment ● ●

Effects on rural 
development

Damage prevention (general property) ● ● ●

Rural water supply ●

Reduce transportation expen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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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tage
Benefit indicators

Irrigation-
drainage

Land
readjustment

Land
road

Prevent 
disaster

Effects on rural 
development

Expansion land compartment ●

Country extension

Make-up non agricultural land ●

Multifactorial
effects

Damage prevention (public property) ● ● ●

Water storage ● ●

Environment conservation ● ●

Urban ․ rural exchange promotion ● ●

Data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iver Bureau, Japan. 2005. flood control Economic 
Survey Manual (draft)

3. 경제성 분석 사례

1) 국내 경제성평가 사례

본 연구를 위해 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한 사례들은 조사한 후 각각의 분석항목에서 사용

된 편익항목은 Table 7과 같이 작물생산량 증대, 품질향상, 경지 이용률 증대, 노동력절감, 

수도생산비 절감 총 5개의 편익항목으로 구성되어 산정되었다.

Table 7. Benefit indicators case by case, Korea

Case no.
Effect factors

Drainage 
improvement

project in Eung-Suk

Drainage 
improvement

project in Chun-po

Drainage 
improvement

project in Han-rim

Improvement
agricultural
productivity

Improve crop yields ● ● ●

Quality improvement ● ● ●

Utilization of arable land ● ● ●

Reduce
farming cost

Labor saving ● ● ●

Production cost ● ● ●

Indirect effect Damage prevention ●

  (1) 경남 진주시 응석지구 배수개선사업

응석지구는 총 유역면적은 1,045ha이며 유역 대부분이 경사가 급한 임야가 차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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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계로 강우의 도달시간이 빨라 유출량이 많은 편이고, 배수본천의 수위상승으로 자연

배제가 불가능하여 배수로 및 승수로의 월류로 침수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지구 형상은 폭

이 좁고 길이가 긴 형태로 유역의 강우를 일괄적으로 모아서 배제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응석지구내 응석공구는 기설 배수장 2개소를 이용하여 배제하고 있지만 평야부가 좁고 

긴 형태로 외수위 상승시 침수피해가 많은 공구이며, 혈암공구는 대부분의 홍수량을 승배

수로 겸용의 수로를 이용하여 지내천으로 배제하고 있으나 외수위 상승시 자연배제가 불

가능하여 많은 시설하우스의 농작물에 침수피해를 입고 있으며, 덕오공구는 배수본천인 향

양천이 지구 상류에서 어옥천과 합류되어 남강으로 유입되고, 유역 대부분을 산지가 차지

하고 있으며, 외수위 상승시 평야부 표고가 낮아 자연배제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침수가 빈

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덕곡공구는 각각의 소유역에서 발생하는 홍수량을 기설배수문을 이

용하여 남강으로 자연배제하고 있으나, 배수본천의 수위상승시에는 자연배제가 불가능하

여 농경지 침수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시설하우스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

러한 피해를 줄이고 농업경영안정을 위해 본 사업은 배수장 5개소, 배수문 전동화(신설 2개

소, 기설 5개소), 배수로 8조(5,529m), 매립(13,186m2) 등이 계획되었으며 세밀한 사업계획

을 토대로 편익항목은 Table 8과 같이 산정하였다.

Table 8. Cost-benefit indicators in Eung-Suk district

Effect factors
Metric

Cost factors
Benefit indicators Cost indicators

Direct effect (b1) Improve crop yields Total cost Direct cost (c1)

Direct effect (b2) Quality improvement

Direct effect (b3) Utilization of arable land

Direct effect (b4) Reduce production cost

Indirect effect (b5) Damage prevention

  (2) 전북 익산시 춘포지구 원예작물 배수개선사업

춘포지구는 전북 익산시청 소재지에서 23번 27번 국도를 따라 남동쪽으로 5km지점에 위

치한 석탄동, 약 10km 지점에 위치한 춘포면 춘포리와 석탄동과 인접한 김제시 백구면 백

구리 일부지역으로 사업대상면적은 378.6ha이다. 본 지구는 유천배수장 유역권내 만경강과 

목천포천 사이에 있는 저지대 농경지로 수도작과 수박, 딸기, 메론 등의 원예작물을 연중 

재배하고 있는 도시근교 농촌지역이다. 평상시에는 기존 배수문을 통해 목천포천(지방2급 

하천)으로 배수하고 있으나, 홍수시에는 하천수위 상승시 배수문을 통한 자연배수가 불가

하여 저지대 침수피해가 반복 발생되고 있는 상습침수지역이다. 현지여건에 원예작물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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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침수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계배수를 위한 배수펌프장 신설, 배수로 신설 및 통

수단면이 부족한 주요 배수로의 단면 확장 ․ 정비 등을 시행하여 재해예방과 안정영농을 위

한 배수개선대책이 필요한 지구이다. 본 지구는 배수장 3개소, 배수문 2개소, 제수만 4개소, 

배수로 10조(10.5km) 등이 계획되었으며 침수방지를 통한 경지 이용률 증대, 영농환경 개

선, 논의 구역내 원예작물 침수피해 최소화,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Table 9).

Table 9. Cost-benefit indicators in Cun-Po district

Effect factors
Metric

Cost factors
benefit indicators Cost indicators

Direct effect (b1) Improve crop yields Total cost Direct cost (c1)

Direct effect (b2) Quality improvement

Direct effect (b3) Utilization of arable land

Direct effect (b4) Reduce production cost

  (3) 경남 김해시 한림지구 배수개선사업

본 지구는 김해시 소재지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하천은 김해시 진례면에서 한림면으로 

북동진하여 흐르는 화포천 우안에 접하며, 화포천으로 유입되는 제 1지류인 퇴례천 합류부 

부터 금곡천 합류부 사이에 위치한 하천변의 저지대 경작지이다. 경작지 분포는 전체적으

로 남고 북저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평지형태의 평야지대본 지구의 유역면적은 총 647ha 

(금곡 56ha, 장제 111ha, 봉림 109ha, 안하 116ha, 퇴은 196ha, 낙산 59ha)로서 낙동강으로 배

제하는 한림배수장을 중심으로 한 화포천과 화포천의 제 1지류인 퇴래, 용덕, 금곡, 사촌천 

제방으로 둘러 쌓인 분지형 태를 이룬다. 평상시배수는 지구내 배수로를 통하여 지류하천 

및 배수본천인 화포천으로 배제된다. 그러나 홍수시는 배수본천의 외수위 상승으로 자연배

제가 불가능하며 각 지역별로 기계배수시설 등 배수시설물이 갖추어져 있으나, 배수장 배

제능력부족과 배수로단면부족, 배수문의 수동작동으로 인한 개폐지연, 토공인 기설배수로

의 토사퇴적과 잡초식생 등으로 인한 배수로의 기능저하로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

다 이러한 침수피해를 줄이고자 한림지구에는 배수장 6개소, 배수로 9조(3,246km) 등이 계

획되었으며 침수방지를 통한 경지이용률 증대, 영농환경개선,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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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st-benefit indicators in Han-Rim district

Effect factors
Metric

Cost factors
Benefit indicators Cost indicators

Direct effect (b1) Improve crop yields Total cost Direct cost (c1)

Direct effect (b2) Quality improvement

Direct effect (b3) Utilization of arable land

Direct effect (b4) Reduce production cost

2) 일본 경제성평가 사례

Table 11. Benefit indicators case by case, Japan

Case no
Effect factors Taesio Saruba Komamaki

Effects on the stable 
supply of food

Improve crop yields ● ● ●

Reduce production cost ● ● ●

Multifactorial effects

Reduce maintenance cost ● ● ●

Damage prevention (agri. property) ● 　 　

Improvement working environment ●　 　

Effects on ability to 
continue farming

Damage prevention (general property) 　 ● 　

Rural water supply ● 　 　

Reduce transportation expenses ●　 　

Regional economic impact ● ● ●

  (1) 홋카이도 테시오연안 국영관개배수사업

홋카이도 테시오연안은 홋카이도 留萌(루모이)진흥국 관내 복부 手塩町(테시오초)에 위

치하여 일본해(동해) 연안의 평탄지과 이에 이어지는 구릉지에 개척된 낙농지대이다. 지역 

농업은 대형낙농경영을 지향하고 있으나 젖소 수 증가에 따라 조사료(粗飼料)기반의 취약

함과 함께 분뇨(糞尿)처리 작업에 많은 노력(勞力)을 소비하고 있다. 또한 관개용수는 준비

되어 있지 않으며, 항상적인 용수 부족을 초래하고 왔다. 이로 인해 본 사업으로 밭(전)의 

관개용수 확보 및 용수시설 설비와 함께 배수시설의 정비를 동시에 진행함으로 토지생산

성 및 노동생산성 향상을 토대로 농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저수지 1개소,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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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1개소, 용수로 67.8km, 배수로 9.7km 등이 계획되어 시행되었다.

Table 12. Cost-benefit indicators in Taesio district

Effect factors
Metric

Cost factors
Benefit indicators Cost indicators

Direct effect (b1) Improve crop yields Total cost Direct cost (c1)

Direct effect (b2) Reduce production cost

Direct effect (b3) Reduce maintenance cost

Indirect effect(b4) Damage prevention (agri. Property)

Indirect effect(b5) Improvement working environment

Indirect effect(b6) Rural water supply

Indirect effect(b7) Reduce transportation expenses

Indirect effect(b8) Regional economic impact

  (2) 홋카이도 사루바지구 직할명거배수사업

본 지구는 홋카이도 日高(히다카)진흥국 관내 서부에 위치하는 沙流郡(사루군) 平取町(히

라도리초)에 개척된 409ha의 수전(논)밭농사 경영 및 수전 육용소(肉用牛) 영농지대이다. 

지구 내를 흐르는 平取(히라도리) 제2강의 개수가 필요한 구간을 사루바 배수로로 정비

하여, 동시에 관련 사업으로 말단 배수시설 정비를 진행함으로 노용지의 생산성을 높임으

로 농업경영의 안정을 시도하여 지역 농업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배수로 4.4Km를 계획하

여 시행하였다. 

Table 13. Cost-benefit indicators in Saruba district

Effect factors
Metric

Cost factors
Benefit indicators Cost indicators

Direct effect (b1) Improve crop yields Total cost Direct cost (c1)

Direct effect (b2) Reduce production cost

Direct effect (b3) Reduce maintenance cost

Indirect effect(b4) Damage prevention (general property)

Indirect effect(b5) Regional economic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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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홋카이도 코마마키 직할명거 배수사업

본 지구는 홋카이도釧路(쿠시로)총합진흥국 관내 남부에 위치하는 釧路(쿠시로)시에 개

척된 520ha의 낙농지대이다. 지구 내를 흐르는 이와이사와강 無名(무메이)강 및 駒牧강은 

지역의 기간(基幹)배수로인데, 법면붕괴가 현저하고, 또한 가습피해를 드러내며 영농상 큰 

지장이 됐었다. 

이를 인하여 본 사업으로 이와이사와강, 無名강 및 코마마키강의 개수가 필요한 구간을 

이와이사와강 배수로, 사쿠라다배수로 및 코마마키배수로로 정비하여, 동시에 관련 사업으

로 말단 배수시설의 정비를 진행하고 농용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

기 위하여 배수로 4.7km를 계획하여 시행하였다.

Table 14. Cost-benefit indicators in Komamaki district

Effect factors
Metric

Cost factors
Benefit indicators Cost indicators

Direct effect (b1) Improve crop yields Total cost Direct cost (c1)

Direct effect (b2) Reduce production cost

Direct effect (b3) Reduce maintenance cost

Indirect effect (b4) Regional economic impact

Ⅳ. 경제성 분석을 한 지표개발

1. 한․일 경제성 지표항목 비교

 

배수사업의 경제성분석지표의 개발을 위해서 한국의 지표항목을 중심으로 일본의 분

석지표를 비교하였다. 단순 항목 비교가 아닌 경제성 분석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효과의 계측 범위 등 국내의 지표항목에 시사 하는 점을 중심으로 Table 15와 같이 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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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 benefit indicators

Benefit indicators in Korea Benefit indicators in Japan

Improvement
agricultural
productivity

Improve crop yields Effects on the stable 
supply of food

Improve crop yields

Quality improvement Reduce production cost

Utilization of arable land
Multifactorial

effects

Reduce maintenance cost

Reduce
farming cost

Labor saving Damage prevention (agri. Property)

Production cost Improvement working environment

Indirect effect Damage prevention

Effects on ability
to continue farming

Damage prevention (general property)

Rural water supply

Reduce transportation expenses

Regional economic impact

1) 작물생산량 증 효과

국내의 작물생산성증대효과의 측정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편익분석을 통해 경제적 타

당성 분석만 조사하고 있으며 사업이 종료된 후 지속적인 측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작물

의 생산효과의 기초가 되는 현 생산단수는 최근 5년간 수확량/최근 5년간 경작면적에 의해 

계산되므로 5년간 지속적인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작물생산효과는 배수사

업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의 경우 신설사업과 재해방지사업으로 분리하며, 편익요인 또한 

재해 등의 피해방지에 의한 생산량의 증수분과, 배수조건 등 개량에 따른 관개정비에 의한 

작물선택의 이용도 향상에 따르는 작물의 경작면적 증감과 불용지의 농업용지 전환으로 

인한 작물의 경작면적의 증대 등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2) 품질향상효과

품질향상효과는 용수개발, 관개 등의 정비에 의해 생산되는 작물의 품질이 변화되고, 생

산물의 단가가 변동하거나 작물의 품질이나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변동하는 경우에 발생하

는 효과로서 사업을 실시했을 경우와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연 판매액을 비교하여 그 증

감으로 연효과액을 계산하게 된다. 이 경우 품질향상효과는 품질의 향상이 정량적으로 산정

할 수 있는 경우 그 요인을 명확히 하고 생산량증가효과와 중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3) 농경비 감효과

영농경비절감효과는, 사업실시 이후 영농에 투입되는 경비와 사업 전에 투입되는 경비의 

감소분을 사업면적에 대비하여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한국의 경우 영농경비절감효

과를 노동력절감효과와 수도 생산비 절감효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으나 노동력절감시



한국 농업 관개배수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517

간을 주로 측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사업에 의해 현재의 영농 기술체계, 경영 규모 등이 

변화되는 것에 따라, 작물생산에 투입되는 비용이 증감을 측정하며, 사업을 실시했을 경우

(사업실시)와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사업미실시)의 노동비용, 기계경비, 그 밖의 생산 자재

비용에 대해서 비교하고, 그러한 영농경비의 증감으로 연효과액을 산정한다. 영농경비절감

효과는 수리시설, 토지조건, 사업미실시의 시설의 기능저하가 농작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

확하게 파악 또는 예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은 사업 실시 후에 도군 농업시험

장, 농업개량보급센터, 수익농가 등을 조사하여 사후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4) 유지 리비용 감효과

유지관리비용 절감효과는 시설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노후화하는 등, 물리적인 손모가 

생기고, 그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유지관리비용이 필요가 된다. 이렇

게 노후화하고, 기능저하가 현저한 토지개량시설을 개축해서 근대적인 시설로 함에 의해, 

지금까지 필요로 해 온 유지관리비용이 증감되게 된다. 지관리비용 절감효과는, 이러한 사

업을 실시했을 경우(사업실시)와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사업미실시)를 비교하고, 유지관리

비용의 증감을 가지고 연효과액을 산정한다. 국내의 사례에서는 유지관리비용을 측정하지 

않고 있으나 일본은 사업효과 측정에 있어서 유지관리비용을 편익지표에 포함하고 사업미

실시로 인한 유지관리비용 예상에는 작물생산효과, 영농경비절감효과, 영농관련 주행경비

절감효과, 재해방지효과에 있어서의 사업미실시의 비용과 내용을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5) 재해방지효과

재해방지효과는 배수시설의 신설 또는 갱신에 의해, 홍수, 토사유출, 고조, 지반침하 등

의 재해의 발생에 따르는 농작물, 농업용지, 농업용시설 등의 농업관계자산, 일반자산 및 

공공자산의 피해가 방지 또는 경감되는 효과이다. 따라서, 본 효과는 피해의 방지 또는 경

감이 의도되는 구역에 있어서의 자산을 대상에, 사업을 실시했을 경우(사업실시)와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사업미실시)의 연간피해액을 비교해서 감소한다고 예상되는 연간 피

해경감액을 가지고 산정한다. 국내의 경우 재해방지효과는 배수의 개선으로 인한 농업용지

의 피해경감효과와 배수사업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택지 ․ 공공용 시설용지 등의 일반자산 

및 공공자산에의 피해의 방지 또는 경감에 관련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재해방지효과로서 

편익으로 측정하나 일본은 농업자산은 다면적 기능의 발휘에 관한 효과로 일반재산은 농

촌진흥에 관한 효과로 나누어 계산한다. 

2. 경제성 분석 지표개발

이상에서 살펴본 국 ․ 내외 경제성 지표들을 바탕으로 편익지표개발을 위해 직접효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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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효과를 총 5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직접적인 농가소득을 반영하는 직접효과는 소

득증진효과와 비용절감효과로 구분하여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간접효과는 피해방지효과와 

농업진흥, 그리고 환경 ․ 심미 효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경제성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에 있어 직접효과에만 치중하여 조사하면 장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간접효과가 고려되

지 않아 평가 자료의 타당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편익효과를 축소하여 측정하는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Table 16).

간접효과의 분석지표는 재산보호, 농업진흥, 심미환경효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향후 농

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될수록 간접효과의 크기는 확대될 것이다. 특히 우

리나라는 농촌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에 의한 수질정화 비용이 증가

하고 있다. 농촌용수의 수질오염은 농경지와 토지에 대한 주오염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환경정화 비용 또한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성 분석지표에 환경정화 효과를 측정

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1990년대 이후 지속가능한 농업개념이 도입되면서 유기농업의 환경보전 뿐만 아니라 사

회 ․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친환경농업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질오염에 대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용수공급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농업 생산기반정비사업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유기생

산기반시설에 대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지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16. Definition of benefit indicators

Benefit indicators Measurement

Direct 
effect

Improved
imcome

Improve crop yields
Caused by the increase in rice production compared to 
the prior estimate 

Corps income other
than rice

Benefit caused by the increase in other corps production 
except rice compared to the prior estimate

Reduce
cost

Reduce farming cost 
(labor, fertilizer)

Savings due to the project implementation, such as labor
or agricultural fertilizer business expenses 

Reduce maintenance
cost

Due to land road and expansion drainage canal , the 
reduce dredging and drainage sediment removal costs 
before project

Reduce rice
production cost

Before and after the reduction of production costs 
required for crop production

Indirect 
effect

Property 
protection

Damage prevention
(agri. property)

Reducing the cost of the damage, agricultural land and 
crops due to natural disasters

Damage prevention
(general property)

Reducing the cost of the damage, such as farm machinery 
and general property due to natural dis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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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 indicators Measurement

Indirect 
effect

Agri. 
development

Farmland
preservation

Prevents the effects of agricultural abandonment in terms
of its arable land area to calculate the price of rice

Water supply
Penetrate the surface area in terms of the flow of capital
to calculate the cost of production

Aesthetic 
environment

Environmental
clean-up

Water quality, air purification effect

Table 17. Method of calculating benefit indicators

Benefit indicators Measurement

Direct 
effect

Improved
imcome

Improve crop yields 
The area of   increased business operation × production 
per unit area × Unit Price

Corps income other 
than rice

The area of   increased business operation × production 
per unit area × Unit Price

Reduce
cost

Reduce farming cost 
(labor, fertilizer)

Difference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icultural business expenses (including working hours) 
× effective area

Reduce maintenance 
cost

Maintenance costs before project-maintenance costs after 
project

Reduce rice
production cost

The rice production costs before project-the rice 
production costs after project

Indirect 
effect

Property
protection

Damage prevention
(agri. property)

Amount damages of Agriculture-related before – Agricul-
ture-related amount damages after project (per year)

Damage prevention
(general property)

Amount damages of general property before project – 
amount damages of general property after project (per year)

Agri.
development

Farmland
preservation

May cause a decline in annual output value by 
production area before project

Water supply
Increase in groundwater × groundwater development Unit 
(㎡) 

Aesthetic
environment

Recreation tourism 
effects

Local travelers × Portion of the business district, local 
attractions × in the business district plan and activities 
consistent with the proportion of the Visiting × travel 
expenses per capita (per day)

Environ-
mental 

clean-up

Water 
purification

Rehabilitation costs × increased quantity (1,318won/kg) 

Clean air Rehabilitation costs × increased quantity (103won/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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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시사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유지와 확대를 위한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역할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사업초기에만 사업편익을 수행할 뿐 준공에 이르는 과정에서 각 사업간 편익을 측

정하지 않아 성과관리에 어려움 계속된다면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에 제약사항이 될 것이

다. 공공투자사업의 지속과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첫째, 해당사업의 필요성, 수익성(수

익의 발생정도와 발생형태) 등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이후에 사업이 실시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초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다. 경제성지표에서 사용되는 작물생산

량증대효과, 품질향상효과, 영농경비절감효과 등에 사용되어지는 토지이용계획 및 영농계

획은 작물생산효과 등 산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시책이나 지자체의 농업진흥

계획 등에 기초하여 지역의 실상을 근거로 객관성과 실현성이 매우 중요하다. 면적 등의 

자료는 비용 ․ 편익분석과 용 ․ 배수계획의 기초자료로서도 매우 유용한데 이에 이용되는 자

료나 계산근거를 명확히 하고, 면적자료는 보다 정밀도가 높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피해 방지량이나 생산단수, 증수율 등은 지역의 실상 등에 입각하여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농업기반시설 사업에 있어 경제성 분석의 표준화를 위해‘토

지개량사업의 비용효과분석 기본지침’을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에서 발간하여 모든 관련 

사업에 객관화된 지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나, 국내 사례의 경우 평가과정에서

의 편익과 결과보고서의 편익이 다른 경우가 많으며, 편익이전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 값만

이 제시되어 이후 진행되는 연구조사에 활용하기 어렵고, 객관성 및 신뢰성확보에 어려움

이 있다. 또한 경제성분석이 때에 따라서 해당 사업시설의 배후지역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추정하는데 임의적으로 과다하게 추정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

로 제기되고 있어 객관화된 지표의 사용과 일관된 지침의 적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정확한 사후평가를 위해서는 사업투자를 위한 예산 마련시점부터 경

제성분석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여 투자사업 완료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성과를 측정해야 할 

것이다. 농촌공사 경제분석팀에서 매년 50여개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있는데 이때 성과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비 집행율 외에 사업의 효

율성과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표의 개발과 지침의 수립을 위한 예산의 책

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농업 관개배수시설은 농촌지역과 농업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어 단순

한 생활용수, 환경용수, 농업용수 공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농촌의 삶의 향상이나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농업의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의 농업 ․ 농촌은 농산물 생산기능

에서 친환경농업 공간으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육성과 농업용수의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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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한 농촌 공간의 환경보전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농업 관개배수사업에 대

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활용과 농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서는 농업생태계의 유지 보전

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다. 

[논문접수일 : 2013. 10. 27. 논문수정일 : 2013. 11. 25. 최종논문접수일 : 201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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