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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농업혁명과
지속가능한 농업 *
이 혜 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1. 스웨덴 개요

1)

스웨덴은 스칸디나비아반도의 남동부에 가늘고 길게 연장된 국가로 셸란섬(Sjælland)
에 있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과는 외레슨 해협(Øresund bridge)을 사이에 두고 근접
한 거리에 있다. 스웨덴의 국토는 남북으로 가늘고 길며 최장거리는 약 1,575km이지
만, 동서는 약 500km로 비교적 짧다. 해안선의 총 연장 길이는 3,218km에 달한다. 북
서부에는 노르웨이와의 국경에 따라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있고, 국내 최고봉을 자랑
하는 해발고도 2,111m의 케브네카이세(Kebnekaise)산이 있다. 스칸디나비아 산맥의 동
쪽은 고원으로 보스니아만의 충적평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지역에는 북부 산지부터
남서로 내려다보이는 보스니아만으로 연결되는 하천이 많다. 하천이 형성하는 가늘고
긴 호수, 폭포나 급류는 수력 발전에 빠뜨릴 수 없는 수원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하천
으로서, 온가만강(Ångermanälven), 다라강(Dalaelva), 클라르강(Klarälven), 우메강(Umeälven),
토르네강(Tornionjoki)을 들 수 있다.
중남부는 호수와 늪이 많은 저지대로 스웨덴의 국내 2대 큰 호수인 베넨(Vänern)호
수와 베텐(Vättern)호수가 있다. 이 저지대의 남쪽에는 스몰란드(Småland)고원으로서 알
* (flaubert@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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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진 고원지역이 인접하고 있으며, 반도의 남서쪽 끝에는 스코네(Skåne) 평야가 펼쳐져
있다. 스웨덴은 북유럽을 덮는 발트순상지(楯狀地)1)에 있기 때문에, 북서부를 제외하고
선캄브리아대(Precambrian Eon)에 형성된 화강암, 편암이나 편마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부에는 변성암이, 스코네 평야 남부와 고틀란드(Gotland)섬, 욀란드(Öland)섬에서는 퇴
적암이 보인다. 약 1만 년 전까지 대륙성 빙상은 후퇴했지만, 빙하는 긴 기간 동안 산
을 깎고, U자형 산골짜기와 다수의 빙하호수를 만들었고 흙더미와 암석이 퇴적되어 현
재의 지형이 되었다. 빙하시대의 바다는 남부와 중부의 호수와 늪지대에 비옥하면서
해양성 진흙질 토양을 남겼다. 현재에도 산지의 높은 곳에는 빙하가 보인다.
노르웨이와는 서로 붙어 있는 형태로 접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도로 표지판에는 국
내 지명과 함께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 몇 킬로라는 표시를 어디서나 볼 수 있어
양국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핀란드와도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헬싱키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육로보다는 페리를 이용하여 보스니아만으로 가
는 것이 더욱 간단하다.
그림 1 스웨덴 지도

케브네카이세산

웁살라

스톡홀름

고틀란드

욀란드

자료: (goo.gl/4HvGXC).
1) 옛 지질 시대에 지각 운동을 받아 굳게 뭉친, 대륙의 핵심부를 이루는 방패모양의 땅덩어리. 오랜 동안 침식작용을 받아, 평탄
화 되고, 그 위에 새로운 시대의 퇴적물을 얇게 얹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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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와 스웨덴은 근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의 풍경은 상당히 다른 면모
를 보여주고 있다. 자연의 정취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있어서도 그 차이가 현저하다.
덴마크의 민가 대부분이 벽돌로 만들어져 있으며 오렌지색인 반면, 스웨덴은 북미와
같이 색색으로 도색한 목조주택이 대부분으로 두 국가 모두 풍경에 잘 용해되어 있다.
수도인 스톡홀름 인구는 약 190만 명으로 대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웁살라
(Uppsala) 등의 주변도시에 가면 거리의 규모는 급격히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웨덴
의 국토면적은 45만 295km2로 대한민국 국토의 약 4.5배에 달하며, 인구는 972만 3,809
명으로 대부분이 남부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스웨덴의 남부와 북부는 매우 상이한 풍경을 가지고 있는데, 북부는 삼림지대가 대
부분인 반면, 남부는 초원과 농경지 주변에 호수가 자리하고 있다. 남부는 온대기후에
속해 있으며, 북부는 냉대 및 한대기후에 속해 있다. 다른 북유럽 국가와 같이 여름에
는 일조시간이 매우 길며, 여름에도 대체로 선선한 기후가 계속된다. 겨울은 시베리아
대륙성 기후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약 7개월간 지속된다. 연강수량은 500~700mm로
계절에 의한 변화는 적은 편이다.
19세기 초까지는 농업 국가이었지만, 양질의 철광석, 삼림, 물 등 풍부한 자원을 바
탕으로 조선, 자동차 산업 등 기간산업을 발달시켜 현재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공업
국가이다. 주요 수출품목은 전기기기, 정밀기계, 승용차, 펄프, 제재, 가구 등이며, 주로
독일, 영국, 노르웨이, 미국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자동차 볼보(VOLVO)는 최근 포드
자본으로 편입되었지만, 사브(SAAB)와 함께 스웨덴인들이 세계에서 자랑하고 있는 자
동차 업체이다. 스웨덴은 광대한 삼림, 풍부한 철광석, 방대한 수력자원을 원동력으로
서 공업화를 이룩하였다. 기업의 90%이상은 민간 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변동을 억제하고 있다.
생활수준은 세계최고 부류에 들어간다. 1980년대의 거품경제가 종식되고, 1991년 이
후 심각한 불황이 닥치면서 정부는 완전고용과 복지향상이라는 전통적인 정책을 재고
하여 공무원 수 10% 삭감, 사회복지비용의 축소, 전력회사 등 공공기업의 일부를 민영
화하였다. 1991년 초 세제개혁에서는 소득세는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감세되었으
며 부가세와 서비스 세는 증세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세계경제의 영향을 받으면
서도 스웨덴 경제는 기본적으로 순조로웠고, 실업률도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하여 낮았
지만, 이민이나 젊은 층의 고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경작 가능한 토지는 국토의 약 7%이지만, 거의 모든 식량을 자급하고 있다.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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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토지가 메말라 있으며, 융기가 심한 지형으로, 작물의 생육 기간도 짧지만, 다량의
비료 살포나 기계화와 같은 과학적 농업경영으로 곡물의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농업
은 남부의 저지대 특히 비옥한 스코네(Skåne) 평야에서 집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농
장의 규모는 다양하지만, 최근 소형농장이 대형농장에 흡수되는 경향에 있다. 한편, 농
림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인구에 2%에 지나지 않으며 농작물은 대부분 국내
에서 소비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시적으로 낙농은 쇠퇴했지만, 현재 낙농제품,
특히 유제품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농작물은 밀, 보리, 귀리, 호밀, 감
자, 유채씨, 사탕무 등이다. 이외에 소, 돼지, 양, 닭의 사육도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
으며 밍크의 모피 생산지로 알려져 있다.

2. 스웨덴의 농업혁명
스웨덴에서는 1750년에 인구가 약 150만 명이었지만, 1850년에는 약 350만 명까지
증가하였다. 한편, 1830년대에는 귀리를 중심으로 한 곡물 순수출국으로 변화하였다.
이렇게 국내외에서의 곡물수요 확대로 농업부문이 대응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농업
혁명(den agrara revolutionen)”이라 불리는 18~19세기에 걸친 일련의 농업개량이 있었다.
이러한 농업혁명은 전국에서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지역 간 격차가 있었다. 스웨
덴의 농업혁명은 여러 부문으로 나누어지며 복잡한 농업부문의 변화이다. 본장에서는
그 가운데, 18~19세기의 개간(nyodling), 휴한지를 수반하지 않은 근대적인 수작농법
(vaxelbruk)으로의 변화, 토지정리(jordskifte; enclosure), 철제쟁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농
구의 도입 중, 수작농법, 토지정리, 철제쟁기 도입 등 세 가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1. 수작농업으로 변화
18세기 중반 스웨덴에서는 지역에 따라 1포제에서 다포제까지 다양한 농법을 하고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 동일지역 내에서도 복수의 농법을 혼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
통적인 농법은 다른 유럽 국가도 동일하게 하고 있었으며 휴한지에 풀이나 목초 등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수작농법(곡초식농법과 수재식농법)으로 대체되었다. 사료재배
도입에 따라 가축수가 증가하였고, 경종농업의 토지생산성이 상승하면서 채초지의 경
지화에 따른 사료부족 문제도 해소되었다. 20세기 초까지 스웨덴에 정착한 수작농법
의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것은 8경구제(8년 수작제)로 1년차 휴한지, 2년차 호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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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사료작물(풀, 목초 등), 6~7년차 귀리, 8년 차 감자와 근채류 등으로 하는 주기이
었다. 단, 이것도 지역차가 있어 외스테르예틀란드(Östergötland)지방의 경우, 6~7경구
제가 일반적이었다.2)
수작농법의 도입이 가장 빨랐던 곳은 목축 발달과 함께 제철관련으로 수송 노동용
가축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었던 베르슬라겐(Bergslagen)(광업삼림지대)의 달라나(Dalarnas)
지방 남부였다. 이 곳에서는 18세기 전반에 광업 농업인에 의하여 경구 내 경지의 일
부를 3년 정도 경작한 후, 8~10년 정도 경구 내 채초지(linda)로 하는 곡초식농법
(lindjordbruk; convertible husbandry)이 도입되었다.3) 이 단계에서 채초지에 목초를 자생시
키고 있었지만, 18세기 후반이 되면서 광업 농업인을 비롯한 농민층이 종자를 뿌려 사
료용 목초를 재배하게 되었다. 이것이 19세기에 들어가면서 ‘콧펠농법(koppelbruk)’이라
불리는 곡초식 농법이다.4) 이 명칭은 북서독일의 ‘콧펠농법(Koppelwirtschaft)’에서 유래
되어 붙여진 것이지만, 실제로 북서독일의 콧펠농법이 도입된 것인 것인지 여부는 불
명확하다.5)
이 콧펠농법은 19세기 전반에 베르슬라겐과 그 주변지역에 널리 확대되었다. 노를
란드(Norrland) 지방에서 콧펠농법과 비슷한 ‘전환초지농법(svaljord, sval의 어원은 grassval)이라 불리는 수작농법이 도입되었다. 이것은 중심 농장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있
었던 채초지를 주로 목초지로 전용하는 농법으로 콧펠농법보다 초지 이용에 더욱 중
점을 둔 형태이었다. 이 농법의 보급으로 19세기 후반 노를란드 지방에서는 사료재배
가 경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 되었다.6)
베르슬라겐보다 남쪽 지방에서의 수작농법의 도입 시기는 지주 대농장과 농민 농장
2) Carl-Johan Gadd. 2000. Den agrara revolutionen 1700 1870. Stockholm. s.309-310 ; Folke Lnert, Syd - och
mellansvenska växtföljder II , Lund 1956, s.22-23. 스웨덴에서는 수작농법 도입 후에도 근채류의 재배는 그다지 보급되지
않았음. 이유는 겨울의 추위로 근채류의 수확을 늦가을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스웨덴 농민에게 가을의 노동 부담이 컸기
때문에 근채류의 재배가 회피된 것에 의한 것임. Carl-Johan Gadd, “The Agricultural Revolution in Sweden, ca 17001900” i Magnus Jerneck, Magnus Mörner, Gabriel Tortella & Sune kerman(red.) Different Paths to Modernity. A Nordic
and Spanish Perspective, Lund 2005, s.69-70 (note 76).
3) David Hannerberg, Närkes Landsbygd 1600-1820. Folkm ngd och befolkningsr relse, kerbruk och spannm lsproduktion,
Göteborg 1941, s.181-182 ; Gustaf Utterström, Jordbrukets arbetare. Levnadsvillkor och arbetsliv pålandsbygden från
frihetstiden till mitten av 1800-talet, del 1, Stockholm 1957, s.497 ; C-J. Gadd, Den agrara revolutionen..., s.305-306.
스웨덴의 곡초식농법은 (B.H. Slicher van Bath) 방목지(pasture)와 경지의 수작농법으로 기재하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목초
지가 아닌 채초지(meadow)임. B.H. Slicher van Bath (translated by Olive Ordish), The Agrarian History of Western
Europe, A.D. 500-1850, London 1963, s.58 (速水融訳 西ヨーロッパ農業発展史 日本評論社. 1969年.72頁).
4) C-J. Gadd,“ordbruksteknisk förändring...” s.181-182 ; C-J. Gadd, Den agrara revolutionen..., s.305-306.
5) C-J. Gadd,“ordbruksteknisk förändring...” s.182.
6) C-J. Gadd, Den agrara revolutionen..., s.307 ;N. Cserhalmi, Fårad mark..., s.133-135 ; Rosemarie Fiebrbranz, Jord,
linne eller träkol ?. Genusordnuing och hushållsstrategier, Bjuråker 1750 -1850, Uppsala2002, s.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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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외스테르예틀란드 지방의 북부나 중부 혹은 스코네(Skåne) 지
방 남서부에서도 18세기 후반에 사료작물을 재배하려는 시도가 지주 대농장에서 이루
어졌다. 이 가운데 외스테르예틀란드 지방의 지주 대농장 일부에서는 1810년대에 사
료작물의 재배가 본격적으로 이루지게 되었다. 한편, 스코네(Skåne) 지방의 평야지역에
서도 풀과 함께 사료용 시괄완두(Narrowleaf vetch)7)와 완두콩을 재배하는 수작농법이
1820년대에 지주 대농장에 도입되었다. 이 스코네 지방의 평야지역은 농민 농장에서
도 조금 늦은 1830년에서 1840년대로 걸쳐 풀 재배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1850년경 스코네 지방의 평야 지역은 전체적으로 수작농법으로 이행이 완료
되었다. 동일하게 서스웨덴 평야 지역에서도 외스테르예틀란드 지방의 평야 지역과
중간지대(mellanbygd)8)에서도 농민층에 의해 1830년대에서 1840년대로 걸쳐 사료작물
이 도입되면서 1860년대에는 수작농법에 이행되었다. 이 지역이 19세기 전반부터 중
반에 걸쳐 수작농법에 이행한 요인으로는 국내에서의 유제품 수요 확대에 따른 낙농
의 발달로 사료재배의 필요성이 향상되었다고 지적되고 있다.9)
중동부 스웨덴에서는 수작농법으로의 이행이 완만했다. 스톡홀름 주변의 지주 대농
장에서는 1820년대에 도입이 시작되어, 쇠데르만란드(Södermanlands)지방 북부 지역 등
에서도 1830년대 후반에 지주 대농장에서 도입되었던 사례도 있었지만, 중동부 스웨
덴 전체에서 지주 대농장과 농민 농장의 어느 곳에서도 1870년대까지 본격적인 이행
은 늦었다. 외스테르예틀란드 지방에서도 이보다는 조금 빨랐지만, 1860년대부터 본격
적으로 도입이 개시되었다. 이렇게 중동부 스웨덴에서 수작농법으로의 이행이 늦은
요인으로 16세기에 가을 호밀을 중심으로 한 2포제가 정착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곡지
대와 휴한지에서 목초를 재배하는 이점이 기타 지역과 비교하여 적었다고 거론되고
있다. 그것에 의하면, 중동부 스웨덴에서는 제초나 건조 방지를 위하여 하계에 3회 정
도 휴경을 하고, 호밀의 파종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휴한지를 목초지로 전환
하여 수작농법으로 이행하는 것은 호밀재배를 일부 희생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그다지 이점이 없었다.10) 이러한 2포제의 휴한지 감소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봄경작
7) 가는살갈퀴라는 한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식물종. 우리나라 식물도감 속에 그 설명이 제각각이라 아주 혼란스러움. 자연생태
계 속에서 존재하는 실체는 하나인데, 약 25개의 이명(synonym)이 있음.
8) 평야부와 삼림지대의 중간에 위치하는 지역을 가리킴.
9) C-J. Gadd, “ordbruksteknisk förändring...” s.183-187; C-J. Gadd, Den agrara revolutionen... , s.307-308; G.
Utterström, Jordbrukets arbetare... , s.703; Carl-Johan Gadd, “dlingssystemens förändring under 1700- och1800-talen”
i Ulf Jansson & Erland Mårald (red.), Bruk, odla, hävda. Odlingssystem och uthålligt jordbruk under400 år, Stockholm
2005, s.82-83.
10) Lars Nyström, “ellan marknad och teknik –regionala mönster i 1800-talets befolkningsutveckling” i LennartAndersson Pa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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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를 중심으로 2포제를 하고 있었던 외스테르예틀란드 지방 서부의 평야지역에서도
기본적으로 적합했다고 사료된다.
그림 2 스웨덴의 곡물과 버터 수출량
(톤)
1,000,000

100,000

곡물

10,000

1380

버터

1840

1850

1860

1870

1880

1890

1900 (연도)

자료: ：J. Möller, Godsen och den agrara revolutionen, Lund 1989, s.29.

중동부 스웨덴 지방에서 1870년경(외스테르예틀란드 지방에서는 1860년경) 수작농
법으로 이행이 본격화된 요인에 대해 구닐라(Gunilla Peterson)는 채초지의 경지화가 한
계에 달하여 사료부족이 발생하고 있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고 지적하였다.11)
이 개간의 딜레마가 한 요인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미 19세기 전반에는 문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외의 요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으로 주목받는 것이
1870년경부터 중동부 스웨덴 농업을 둘러싼 시장동향의 변화를 지적한 라스(Lars
Nystrom)이다. 그에 따르면 호밀가격이 하락하고, 버터와 우유 등 유제품과 육류의 수
요가 높아졌기 때문에 중동부 스웨덴에서 호밀생산에서 귀리를 비롯한 사료작물 재배
Carl-Johan Gadd & Lars Nyström, Ett föränderligt agrarsamhälle. Västsverige ijämförande belysning, Göteborg 1998,
s.248-258.
11) omvandling..., s.58; Gunilla Petersson, “Changes in the use of agricultural tools insmall and large farms during the
19th century in a Swedish district”, i Harald Winkel & Klaus Herrmann(red.),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technology in the 19th and 20th centuries, Ostfildern 1984, s.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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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한 움직임이 보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구조의 변화가 수작농법으로의 이
행의 큰 유인이 된 것이다.12) 이 견해는 16세기 이후 안정된 2포제 지대이었던 중동부
스웨덴 지방이 19세기 후반에 수작농법에 이행한 요인의 설명으로서 설득력이 있다.
남스웨덴의 삼림지대는 중동부 스웨덴보다 더욱 늦게 수작농법이 이행되었다. 이
삼림지대의 1포제 촌락은 기본적으로 휴한지가 존재하지 않았고, 개간지에서 사료작
물의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작농법으로의 이행 필요성은 높지 않았다.
또한 스몰란드(Småland) 동부에서 동남부에 걸친 3포제 지대는 돌이 많은 토양으로 당
시 농업기술에서는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경지를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1870년대까지 남스웨덴 삼림지대의 수작농법의 도입은 지체된 것이다.13)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르슬라겐에서 가장 빠른 18세기말, 뒤이어 남부 스코네
지방과 스웨덴 서부에서도 19세기 전반에 각각 본격적으로 실시, 중동부 스웨덴과 남
스웨덴 삼림지대에서는 19세기 후반으로 늦어진 것이다.
한편, 수작농법으로의 이행과 함께 전통적인 농법을 크게 변화시킨 움직임으로 감
자재배의 보급을 들 수 있다. 감자의 식용재배가 가장 빨리 도입된 곳은 남스웨덴 삼
림지대이며, 1820년경에는 경지에서의 재배가 본격화되었다. 수작농법으로의 이행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자재배의 도입이 빨랐던 요인으로 남스웨덴 삼림지대의 비교
적 경질의 토양(점토와 모래의 혼합)이 감자재배에 적합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
련하여 중토양지대인 중동부 스웨덴에서의 감자재배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
적인 도입이 늦었다.14) 즉, 중동부 스웨덴에서는 수작농법의 이행과 함께 감자재배의
도입도 전반적으로 늦었다.

2.2. 토지정리
개방 경지제의 해소와 공유지분할을 목표로 한 토지정리(enclosure)는 1차(1757~1827
년)의 ‘대농지분할(storskifte)’, 2차(1803~1827년)의 ‘일필농지분할(enskifte)’, 3차(1827년
이후)의 ‘법정농지분할’ (laga skifte)의 3단계로 대별된다.15) 이 토지정리는 스웨덴 농업
사와 농촌사의 주요 주제이다. 여기에서는 토지정리의 개요와 지역 차에 한정하여 살
펴보도록 한다.
12) L. Nyström, “ellan marknad...” s.258-261; Ulf Jonsson, Jordmagnater,landbönder och torpare i sydöstra Södermanland
1800-1890, Stockholm 1980, s.107.
13) C-J. Gadd, “ordbruksteknisk förändring...” s.192; C-J. Gadd, Den agrara revolutionen..., s.309.
14) Ibid.
15) 塚田秀雄.2005. “スウェーデンの農業革命-メーラル谷ヒュースビュー村を例に-”. 大谷大学研究年報 第57集 58-5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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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대농지분할
1차의 대농지분할과 관련하여 시작을 1749년이라고 하는 문헌도 적지 않지만, 이 해
에 공포된 측지관(lantmatere)의 업무를 규정한 칙령에는 측지관의 통달로밖에 없어 최
근에는 1757년에 발포된 최초의 대농지분할 실시에 관한 칙령에 의해 개시되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16) 단, 그 이전에 토지정리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며, 1749
년부터 1757년 동안 건수는 적지만, 대농지분할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이 실시되었
다.17) 또한 1749년 이전에도 1730년대에서 1740년대에 걸쳐 쇠데르만란드(Södermanland)
지방이나 외스테르예틀란드 지방에서 대농지분할과 같은 울타리 내의의 분할이 일부
지주 대농장에서 실시되고 있었다.18)
법적근거를 가진 대농지분할이 1757년에 개시되었다고는 해도, 1개 농가의 농지를
한 곳에 모은다는 실현 불가능한 내용으로 실시 건수는 적었고, 본격적인 시작은 미흡
하였다. 1762년 새로운 칙령이 공포되면서 각 농가의 경지와 채초지는 각각 최대 4필
(구획)까지 인정을 받았다. 이 변경으로 2포제는 경지와 채초지가 8필씩, 3포제라면 12
필까지, 각각 인정을 받아 농민층을 중심으로 대농지분할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움
직임이 보이면서 1차 토지정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19) 1783년에 공포된 측지관
에 관한 칙령에서도 이 방침은 계승되었고 주민의 일부가 신청하면, 신청자의 농지만
1필로 모으는 것을 인정하는 조항도 새롭게 추가되었다. 1783년 칙령은 1827년까지 대
농지분할의 법령으로 존속하였다. 단, 토지의 세분화가 진행되었던 달라나(Dalarna) 지
방의 콧펠바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칙령대로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1762년 단
계의 대농지분할의 예외지역으로 하였고 1783년 칙령도 지방 내의 일부를 제외하여
적용 외로 하였다. 또한 마을이 적은 고틀란드(Gotland) 섬도 전국법으로 실시하는 것
은 어려움이 있어 1775년 콧펠바리와 동일하게 예외로 취급되었다.20) 이 지역은 19세
기에 들어갈 때까지 대농지분할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16) Kalle Bäck, Bondeoppsistion och bondeinflytande under frihetstiden. Centralmakten och östergötaböndernas reaktioner
i näringspolitiska frågor, Stockholm 1984, s.198; Göran Hoppe, “ordskiftena och den agrara utvecklingen” i Bengt M P
Larsson, Mats Morell & Janken Myrdal (red.), Agrarhistoria, Stockholm 1997, s.260-261.
17) Staffan Helmfrid, “The storskifte, enskifte and laga skifte in Sweden general features” Geografiska Annaler43(1961), s.117-118.
18) Ulf Sporrong, "amhällshistoria genom våra äldre lantmäteriakter. Några reflexioner med utgångspunkt från tidiga
radikala jordaskiften i Sörmland under 1700-talets förra hälft” Ymer 84 (1984), s.135-146 ; Göran Hoppe, Enclosure in
Sweden. Background and consequences, Stockholm 1981, s.44 ; K.Bäck, Bondeoppsistion..., s.198 ; Göran Hoppe &
John Langton, Peasantry to capitalism. Western Östergötland in the nineteenth century, Cambridge 1994, s.57.
19) K. Bäck, Bondeoppsistion..., s.189, 196-200 ; C-J. Gadd, Den agrara revolutionen..., s.277.
20) C-J. Gadd, Den agrara revolutionen..., s.278, 281; Ronny Petterson, Ett reformverk under omprövning. Skifteslagstiftningens
förändringar under första hälften av 1800-talet, Stockholm 2003, s.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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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농지분할은 농촌공동체를 해체하지는 않았지만 울타리 내 경지와 채초지의 구획
수를 감소시키는 것에는 일정한 효과가 있었다. 태양분할제 촌락이 많았던 외스테르
예틀란드 지방 서부의 에케비보르나(Ekebyborna)교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 의하면, 대
농지분할 실시 전에는 약 50개 정도 있었던 각 농가의 토지(2포제로 일경포에서는 약
25개)가 실시 후에는 5~6필(일경포에서는 3필 전후)로 감소하였다.21)
또한 태양분할제 촌락인 스토라오뷰 마을에서도 1775년에 대농지분할이 실시되면
서, 실시 전에는 약 60개 정도 있었던 1개 농가당 토지는 8필까지 감소하였다.22)
이러한 토지의 교환 및 통합이나 공유지분할에는 어떠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것과
관련하여 2개의 지역으로 대별되는 것이 알려져 있다. 즉, 중동부 스웨덴과 중부 스웨
덴에서는 중세 이래의 촌락지분(byamal)에 기초를 두고 형식적으로 배정된 것에 대하
여 촌락지분이 결여되어 있거나 약체화된 스웨덴 서부와 동남부 등에서는 대농지분할
실시 시점의 실제 토지보유 면적(innehav)에 근거하여 확정하였다.23) 그렇기 때문에 스
웨덴 서부나 남동부에 비교하여, 중동부 스웨덴에서는 공동체 규제가 강하여 18세기
후반에도 개인소유권이 확립되지 않고 있었다.
그림 3 대농지분할 실시 시 토지분할 기준

촌락지분 등

보유면적

자료: C.Winberg, Hur västsverige blev västsvenskt, Göteborg 2001, s.114.
21) B. Olai, Storskiftet i Ekebyborna..., s.64-84; C-J. Gadd, Den agrara revolutionen..., s.277.
22) Slaka akt 27 (Stora Åby 1776), Lantmäterikontoret i Östergötaland.
23) Gunnar Thulin, Historisk utveckling af den svenska skifteslagstiftningen med särskildt afseende å frågan om
delningsgrund vid skifte, Stockholm 1911, s.191-196 ; Christer Winberg, Hur västsverige blev västsvenskt, Göteborg.
2001, s.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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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러한 공동체 규제가 반드시 대농지분할의 진행을 지연시킨 것은 아니었다. 외
스테르예틀란드 지방이나 웃플란드(Uppland)지방 등 중동부 스웨덴의 평야 지역에서
는 스코네 지방에 있는 말모후스(Malmohus)현이나 서스웨덴의 평야지역과 함께, 빠른
시기에 대농지분할이 진행되었다.24) 이 지역에서는 토지의 세분화와 교착이 진행하고,
개방 경지제의 수정을 헤아릴 필요성에 육박된 촌락이 비교적 많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평야지역의 경지강제가 약한 삼림지대에서는 봐믈란드(Värmland) 지방
을 제외하고, 평야지역보다도 늦게 진행되었다. 특히 남스웨덴 삼림지대에서는 대부분
실시되지 않거나 18세기말이후인 비교적 늦은 시기에 실시되었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원초적인 작은 마을이 많았고 혼재경지제 자체가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대
그림 4 대농지분할 실시 비율도(과세지의 50%를 초과한 해로 분류(교구별))

대농지분할 > 50%
1772년 이전
1772-1789년
1789-1802년
1802년 이후
대농지분할 실시 50%미만

자료: ：S.Helmfrid, 1961.“The storskifte, enskifte and laga skife in Sweden-General features-”, Geografiska Annler 43,
s.120.

24) C-J. Gadd, Den agrara revolutionen..., s.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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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분할에 의해 울타리 내를 정리할 긴급성이 낮았던 것을 들 수 있다.25) 외스테르예
틀란드 지방의 경우, 같은 지역 서부를 중심으로 평야지역에서 빠른 시기에 진행된 것
에 반하여, 같은 지역 남부 삼림지대는 대농지분할이 완만하게 진행되었다.26)
2.2.2. 일필농지분할과 법정농지분할
대농지분할에서 재편되면서 존속한 농촌공동체를 최종적으로 해체한 것이 2차 일필
농지분할(일필분할)과 3차의 법정농지분할(법 분할)이다. 일필농지분할(enskifte)은 농지
를 일필(ett skifte)로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토지정리이다 각 농가의 농지와 저택
을 일필로 정리한다는 급진적인 내용이다. 법적으로는 1803년에 스코네 지방에 적용
된 칙령이 최초였지만, 이것에 해당하는 토지정리는 이미 1783년에서 1787년에 걸쳐
같은 지역 남서부 스투룹(Skurup)교구에 있는 스반네홀름(Svaneholm)령에서 귀족(남작)
인 루트게르(Rutger Maclean)에 의해 실시되었다.27) 그 후에도 1803년 칙령이 공포되기
까지 1790년대의 곡물가격 상승으로 귀족층뿐만 아니라 농민층도 적극적으로 관여하
였고, 급진적인 토지정리가 실시되었다.28)
칙령으로서의 일필농지분할은 스코네 지방에 적용된 후, 1804년에는 서스웨덴 스카
라보르(Skaraborg)현에, 더욱 1807년에는 달라나 지방과 노를란드 지방을 제외한 전국
에 각각 적용되었다. 일필농지분할은 삼림이 없고, 촌락내의 토지생산성이 비교적 균
질한 평야 지역에 적합하여 스코네 지방의 이외, 욀란드(Öland), 남스웨덴의 블레킨게
(Blekinge) 지방, 스칼라보리의 평야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그림 5 참조>.
단, 농지를 한 곳에 모으기 쉬운 평탄한 장소가 많은 평야를 제외하고, 일필농지분
할의 실시는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기이외의 지방에서의 보급은 한정적이었다.29)
이러한 상황에서 1821년에는 1개 농가당 구획을 복수 인정하는 것과 이전에 삼림분할
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분할 상태의 계속을 인정하는 등 완화책이 채용되었지만, 그
25) Ibid., s.281.
26) K. Bäck, Bondeoppsistion..., s.203-204.
27) Enoch Ingers, Bonden i svensk historia II, Stockholm 1948, s.436-452 ; C-J. Gadd, Den agrara revolutionen...,s.286.-288;
塚田前掲論文 スウェーデンの農業革命 . 59.
28) C-J. Gadd, Den agrara revolutionen..., s.288-289 ; Henrik Svensson, Öppna och slutna rum-enskiftet och deutsattas
geografi. Husmän, bönder och gods ånskapå den sk landsbygden under 1800-talets första hälft, Lund 2005, s.87, 96,
213-215; Henrik Svensson, ”Enskiftena före enskiftet-pionjärerna i praktiken”, Bebyggelsehistorisk tidskrift Nr.55
(2008), s.53. Gunnar Fridlizius, "Population, Enclosure and Property Rights”, Economy and History 22 (1979), s.7-8
; Patrick Svensson, Agrara entreprenörer. Böndernas roll i omvandlingen av jordbruket I Skåne ca 1800-1870, Lund
2001, s.92-129.
29) Kalle Bäck, Början till slutet. Laga skiftet och torpbebyggelsen i Östergötland , Linköping 1992, s.31; . C-J. Gadd, Den
agrara revolutionen..., s.291; G. Hoppe, “ordskiftena...” s.26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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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 효과는 없었다.30) 외스테르예틀란드 지방의 경우도 평야지대의 비교적 규모가
큰 촌락에서는 일필농지분할이 실시되었지만, 1757년에서 1772년까지의 사이에 실시
된 대농지분할이 510건이었던 것에 반하여 1807년부터 1827년 동안에 행하여진 일필
농지분할은 185건에 머물렀다.31)
그림 5 일필농지분할(1813년) 실시 후 릿라오크라 마을

농장부지
경지
채초지
촌락경제
자료: C-J. Gadd, 2009. Agrar revolution under två sekel, Stockholm, s.79.

일필농지분할이 법적으로 제정된 후에도 1차 대농지분할은 종래대로 계속되었다.
이로써 2개의 토지정리법이 병존하게 되었다. 어느 것을 실시할지 여부는 당사자의 선
택에 맡겨져 있었다. 단, 같은 마을에서 2개의 토지정리가 동시에 신청되었을 경우에
는 2차 일필농지분할이 우선되며, 주민 일부에 의한 일필농지분할의 신청이여도 1차
의 대농지분할의 실시나 거기에서 확정된 토지 분할의 권리는 인정을 받았다. 반대로
일필농지분할의 먼저 신청된 경우, 별도 대농지 분할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주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였으며 대농지분할의 실시가 곤란하였다.32)
이러한 2개 토지정리법의 병존 상태는 1827년에 새롭게 법정농지분할(laga skifte)이
30) C-J. Gadd, Den agrara revolutionen..., s.291 ; H. Svensson, Öppna och..., s. 95 ; R. Pettersson, Ett reformverk..., s.52.
31) K. Bäck, Början till slutet..., s.31.
32) Ibid., s.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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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되면서 해소되었다. 법정농지분할에서는 1개 농가당 3필까지 농지를 인정을 받았
다는 점에서는 1821년 이전의 일필농지분할보다도 실현가능성이 있어 타협이 이루어
졌다. 한편, 일필농지분할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었던 토지정리에 참가하지 않을 권리
는 부정되어, 신청이 있으면 마을 전체에서 법정농지분할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점에
서 볼 때 법정농지분할은 일필농지분할보다도 급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33)
법정농지분할로 외스테르예틀란드 지방에서는, 20세기 초까지 각 농가당 농지가 평균
1.7필이 되었고, 농촌공동체는 해체되었다.34) 일필농지분할이 대부분 진행되지 않은
다른 지방에서도 법정농지분할에 의해 농가의 개인경영이 확립되었다.
그림 6 일필농지분할·법정농지분할 실시 비율도(과세지의 50%을 초과한 해로 분류(교구별))

일필농지분할 내지
법정농지분할 >
50%1800년 이전
1825년 이전
1825-1850년
1850-1875년
1875-1900년
1900년 이후
법정농지분할 실시 50%미만

자료: S.Helmfrid, 1961.“The storskifte, enskifte and laga skife in Sweden-General features-”, GeografiskaAnnler 43. s.123.

33) K. Bäck, Början till slutet..., s.32 ; C-J. Gadd, Den agrara revolutionen..., s.292-294 ; G. Hoppe, “ord-skiftena...”
s.264-265 ; 塚田. スウェーデンの農業革命 . 61-62頁.
34) K. Bäck, Början till slutet..., s.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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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필농지분할 및 법정농지분할 실시의 지역차를 나타낸 <그림 6>을 보면, 일필농
지분할이 진행되었던 스코네 지방의 평야지역과 스웨덴 서부 및 남동부에서는 1850년
까지 대부분 일필농지분할내지는 법정농지분할이 완료되었고, 농촌공동체가 해체되고
있었던 것에 반하여, 1차 대농지분할에서는 조기에 실시된 중동부 스웨덴에서는 19세
기 후반까지 50%을 넘는 지역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중동부 스웨덴은 남스웨
덴 삼림지대의 스몰란드 지방과 삿파르바리 지역 및 고틀란드도와 함께 일필농지분할
과 법정농지분할의 낙후 지역이었다.35)
외스테르예틀란드 지방의 경우, 법정농지분할은 1840년까지 실시건수는 적었고,
1840년대 들어가면서 건수가 증가하여 1850년대에 최대를 자랑하였다.36)
이렇게 중동부 스웨덴에서 토지정리의 완료가 늦어진 요인으로 1차의 대농지분할
에 의해 혼재경지제 일부 해소가 이루어진 점과 스웨덴 서부와 남부의 토지정리의
요인이 된 목축의 발전과 수작농법으로의 이행이 19세기 중반까지 미흡했던 점이 지
적되고 있다.37)

2.3. 농구 개량
농업혁명기의 변화 중 하나로 다양한 농구의 개량이 있었다. 그 가운데 특히 지역농
업과의 관련이 가장 큰 철제쟁기의 도입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도록 한다.
2.3.1. 19세기 초 쟁기의 지역차
18~19세기 스웨덴에서는 중세 서유럽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확대된 받침대 있는 쟁
기<그림 7>와 지중해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것과 같은 웨데르(åder)라 불린 원초
적인 받침대 없는 쟁기<그림 8>가 병존하고 있었으며 지역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
되었다. 전자는 받침대로 흙을 떠서 돌려주어 흙덩어리의 이랑을 만들어 내는 것에 반
하여, 받침대 없는 쟁기의 경우는 표토를 부드럽게 하지만, 경지를 파서 뒤집어 주지
는 못했다. 후자의 받침대 없는 쟁기는 흙 속에서 모세현상에 의한 물의 증발을 막을
목적으로 표토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38) 두 개 모두 19세
35)
36)
37)
38)

K. Bäck, Början till slutet..., s.37; C-J. Gadd, Den agrara revolutionen..., s.299-302.
K. Bäck, Början till slutet..., s.37.
C-J. Gadd, Den agrara revolutionen..., s.301.
Carl-Johan Gadd, “Gränsen mellan plog och årder orsakad av naturbetingelser eller av kultursorindninig?”, i Britt
Liljewall, Iréne A. Flygare, Lars Ljunggren & Johan Söderberg(red.), Agrarhistoria på många sätt.28 studier om människan
och jorden. Festskrift till Janken Myrdal på hans 60-årsdag, Stockholm 2009, s.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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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까지는 날의 끝 부분에 철이 사용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목제가 사용되었다. 고
리가 있는 쟁기와 고리가 있고 받침대 없는 쟁기가 보급되었던 스코네 지방 평야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고리가 없었다.39)
그림 7 외스테르예틀란드 지방 북부에서 사용된 쟁기

자료: C−J. Gadd, 2000. Den agrara revolutionen 1700−1870, Stockholm, s.147.

그림 8 중동 스웨덴지역에서 사용된 받침대 없는 쟁기

자료: J. Myrdal, 1999. Jordbruket under feodalismen 1000-700, Stockholm, s.60.

이 두 형태 쟁기의 1800년경 지역분포를 나타낸 것이 <그림 9>이다.
17~18세기에는 쟁기만 있었던 곳은 스웨덴 중부에서 서부에 걸친 지역으로 봐르믈
란드(Värmland) 지방, 달슬란드(Dalsland)지방, 보후슬롼(Bohuslän)지방, 외스테르예틀란
드 지방 서부 및 달라나 지방 일부이었다. 이 대부분의 지역은 11~13세기에 쟁기가
전파되었던 지역이었다.
또한 14~16세기에 쟁기가 보급된 외스테르예틀란드 지방 북부, 나루케 지방과 봐스
트만란드(Västmanland) 지방의 주요부 및 노를란드 지방이 대부분으로 19세기 초에는
39) B.H. Slicher van Bath, The Agrarian History s.62 (前掲訳書 西ヨーロッパ農業発展史 77頁).Tomas Germundsson &
Jens Möller, “kerns redskap i förändring. En studie av två sydskånska socknar under 1800-talet”. Ale 1987:1, 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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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쟁기와 받침대 없는 쟁기 분포(1800년경)

쟁기
받침대 없는 쟁기
고리 있는 쟁기, 고리 있고
받침대 없는 쟁기

자료: C−J. Gadd. 2000. Den agrara revolutionen 1700−1870, Stockholm. s.146.

쟁기와 받침대 없는 쟁기의 병용 지대이었다. 쟁기는 기본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받
침대 없는 쟁기만 있었던 지역은 스웨덴 남부의 블레킨게(Blekinge) 지방이나 스코네
북부, 남동부 스몰란드 지방, 서스웨덴 외스테르예틀란드 지방 동부 및 중동부 스웨덴
지방(외스테르예틀란드 지방, 쇠데르만란드(Södermanland)지방, 웃플란드 지방)이다. 이
러한 구분은 1600년경 확정되었고 그 후 200년 간 불변하였다.40)
단, 이 지방에서 받침대 있는 쟁기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며 외스테르예틀란
드 지방의 경우, 16세기에 한번 쟁기가 보급된 시기도 있었지만, 그 후 받침대 없는 쟁
기만이 사용되는 형태로 되돌아갔다고 한다.41) 이러한 쟁기의 지역 차 요인에 대하여

40) C-J. Gadd, “ränsen mellan plog och årder...” s.152.
41) Janken Myrdal & Johan Söderberg, Kontinuitetens dynamik. Agrar ekonomi i 1500-talets Sverige, Stockholm 1991,
s.389-391; Ulrich Bentzien, Haken und Pflug. Eine volkskundliche Untersuchung zur Geschichte der Produktionsinstrumente
im Gebiet zwischen unterer Elbe und Oder, Berlin 1969, s.156-163,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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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민속학 시점에서 문화의 전파와 관련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자
연환경과 기상조건과의 관계가 부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각
지역의 농민층이 자연환경과 기상조건을 근거로 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한 결과라는 견
해가 유력하다.
스웨덴 서부나 중부의 쟁기지대는 비교적 습기가 많아, 토양의 배수가 곡물재배에
매우 중요하였다. 그러나 이 지대의 평야는 기복이 거의 없고, 지표에서 비교적 깊은
부분까지 점토층이서 19세기에 지하배수로 배수구 기술이 전해질 때까지는, 배수구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일정 간격을 두고 쟁기로 흙을 개간하여 둥근
형태로 높여 이랑을 만들고, 배수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것을 ‘높은 이랑 경지’
(ryggde aker; high-ridged field)라 한다. 이러한 이랑을 받침대 없는 쟁기에서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받침대 있는 쟁기로 빠르게 전환되었다는 것이다.42)
이에 반하여 중동부 스웨덴의 평야는 어느 정도의 기복이 있는 지형으로 배수구나
배수로를 파내는 것으로 배수가 비교적 용이하였다. 이 배수구나 배수로를 파내기 위
해서는 일반적으로 받침대 있는 쟁기보다도 받침대 없는 쟁기가 유용했다. 중동부 스
웨덴 지역은 석회분이 비교적 많이 포함된 토양으로 침투성이 높아 강우량이 적은 여
름철 휴한지의 토양 깊은 부분에 있는 수분이 모세현상으로 증발되는 것을 막는 작업
을 할 필요가 있었지만, 휴경기에는 경지를 파서 일굴 일도 없고 표토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받침대 없는 쟁기가 더욱 적합했던 것이다.43)
이렇게 스웨덴 서부·중부의 쟁기지대와 스웨덴 중동부의 받침대 없는 쟁기지대에서
는, 농민층은 각각의 쟁기를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동부
와 같이 남스웨덴 삼림지대와 외스테르예틀란드 지방 동부에서도 토지의 기복이 있어
배수구를 파지 않아도 배수는 충분히 가능하여 이랑을 높이 팔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받침대 있는 쟁기는 보급되지 않았다.
한편, 자갈이 많은 삼림지대에서는 받침대 없는 쟁기가 일반 쟁기보다 돌을 깨뜨리
는데 적합하여 농민층이 선택했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받침대 없는 쟁기는 원초적인
형태이었지만,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농구이었기 때문에 스몰
란드 지방의 삼림지대에서 주로 사용되었다.44)

42) C-J. Gadd, Den agrara revolutionen..., s.148; C-J. Gadd, "ränsen mellan plog och årder...” s.158-159.
43) C-J. Gadd, Den agrara revolutionen..., s.148-150; C-J. Gadd, “Gränsen mellan plog och årderr...” s.164-165.
44) C-J. Gadd, Den agrara revolutionen..., s.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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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19세기 철제쟁기의 보급
18세기까지의 스웨덴의 쟁기는 날의 일부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목제쟁기이었지
만, 농업혁명기에 받침대 부분이 철로 만들어진 철제쟁기로 전환되었다. 이 철제쟁기
의 도입으로 노역을 하는 가축(役畜) 두수 절감이 가능하였다.
서스웨덴의 스카라보르(Skaraborg)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 의하면, 18세기의 단계에
목제쟁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4~8마리의 소가 필요했지만, 농업혁명기에 철제쟁기
로 이행한 결과, 역축(役畜) 두수는 30~50%도 감소하였다. 이와 함께 겨울철 건초 필
요량을 줄이는 것이 가능해졌고, 채초지의 경지화의 딜레마(사료부족)는 어느 정도 해
소되었다.
철제쟁기가 스웨덴에서 최초로 도입된 지역은 달라나 지방 북동부이며, 1730~1740
년경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 이 지방의 농업인과 농민대장간(bondesmed)은 철을 비교
적 저가로 생산, 입수하였고, 날 끝을 중심으로 철을 사용한 쟁기를 제조하는 것이 가
능했다. 그 후, 1780년대에는 달라나 지방 북부 대부분으로 철제쟁기가 일반적으로 사
용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목축부문과 증가하는 수송 노동에 소와 말을 이용하기 위하여 역
축 두수를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어서였다. 또한 앞서 언급된 콧펠농법의 도입과 철제
쟁기의 도입 시기가 거의 일치하고 수작농법의 도입을 위해서도 철제쟁기가 필요했다
고 사료된다.45)
받침대 없는 쟁기지대에의 철제쟁기의 보급은 전반적으로 늦었고, 19세기 후반에
도 받침대 없는 쟁기가 주요 밭 갈기 도구이었다. 이 지대에서는 1840년경에 철제쟁기
의 사용이 드디어 개시되었고 본격적인 보급은 19세기 후반이었다.46) 외스테르예틀란
드 지방 서부의 달(Dahl)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18세기말까지는 받침대 없는
쟁기중심이었지만, 19세기 전반에 목제 받침대가 있는 쟁기도 사용되었고, 1840년대
철제쟁기의 사용이 시작되었다고 한다.47) 그러나 이러한 철제쟁기의 보급에도 불구하
고, 중동부 스웨덴에서는 19세기말까지 받침대가 없는 쟁기가 일반적으로 계속 사용
되었다. 남스웨덴 삼림지대와 중동부 스웨덴은 철제쟁기로의 이행에서도 ‘낙후된 지
역이었다고
’
할 수 있다.48)

45)
46)
47)
48)

C-J. Gadd, “ordbruksteknisk förändring...” s.115-116 ; C-J. Gadd, Den agrara revolutionen..., s.245-246.
C-J. Gadd, “Jordbruksteknisk förändring..”, s.138-139.
G. Peterson, Jordbrukets omvandling..., s.136-143.
C-J. Gadd, “Jordbruksteknisk förändring...”, s.116; C-J. Gadd, “Gränsen mellan plog och årder...”, s.166.

세계농업 제180호

| 19

국가별 농업자료

3. 지속가능한 농업
3.1. 스웨덴 유기농업의 역사
스웨덴의 유기농업은 1990년대 EU 가입과 함께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1999년에
는 정부의 목표대로 전체 경작지의 약 10%를 유기농지(organic farmland)로 전환하였다.
일반 농가의 평균 농지면적이 33ha인 것에 반하여 유기농을 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평
균 46ha로 농지면적이 넓다는 특징이 있다.
이전 유기농업에 대한 스웨덴 소비자 이미지는 규모가 작은 농가가 고소득층에게
건강식품을 판매한다는 특수한 농업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또한 유기농업에 대한 이
미지에는 항상 히피문화가 겹치고,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서 독자적인 삶의 방식
(lifestyle)의 일환으로 농업을 취미로 삼으며 소규모로 행하였지만, 현재는 환경 친화적
인 고품질식품을 섭취하고 싶다는 소비자의 요구를 의식한 농업 비즈니스의 하나가
되고 있다.
스웨덴의 유기농업의 역사를 간단히 언급하자면, 1980년 이전은 몇 곳의 유기농업
단체가 각각의 이념의 하에서 각각 활동하였으며, 통일적으로 해석된 유기농 운동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농업의 이단자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가장 오래된 단
체는 ‘Bio-dynamic Association’이며, 그 이외에도 ‘Organic Biological Association’, ‘Association
of Natural Growers’ 등이 존재하였다. ‘Bio-dynamic Association’는 덴마크 유기농업의 역사
와 함께 독일의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가 1924년에 그 기초를 이룩한 바이오
다이나믹 농업의 이념에 받아들인 것이다. 1980년대 초가 되면서 ‘Co-operation Group
for Alternative Agriculture’가 설립되면서 스웨덴 유기농업의 기초가 확립되었다. 이 시
점부터 정치적 발언권을 갖게 되었고 보다 시장의 요구를 고려한 효율적인 경영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그것과 함께 가장 큰 식품 체인인 KF(the Consumers' Co-operative,
소비자생활협동조합)가 인증 유기농식품의 판매를 후원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정책의 입
안이나 마케팅에 대해서 유기농가를 돕는 단체의 필요성이 고조되면서 1985년에
ARF(National Association of Alternative Farmers)가 설립되었다. 그 후 ‘Ekologiska Lantbrukarna
i Sverige(Swedish Ecological Farmers Association’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ARF의 최초의 과업은 유기농업에 대한 공통 개념에 근거한 인증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었다. ARF는 KRAV49)를 설립하였다. 설립 당초의 KRAV의 역할은 유기농업에 관한
49) 스웨덴에서는 KRAV라는 마크로 유기농임을 입증함. 농장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KRAV 마크를 신청하면 단체에서 3년간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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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념과 기술을 공통의 기준으로 인정 및 평가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당초 KRAV의 회원은 ARF와 앞서 언급한 유기농업의 단체의 하나인 ‘the Association of
Natural Growers’와 유기농이 아닌 종래 형태의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단체인 ‘the conventional Farmers Federation’이었다. 1989년 농업장관이 정식으로 유기농업에 대한 지원과 추
진을 인정한 후부터 유기농업이 새로운 개발과 성장이 정치적으로도 확약되었다.

3.2. KRAV
3.2.1. KRAV 개요
KRAV는 스웨덴의 유기농 농산물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법인조직이
며, 정부에서의 직접적인 지원은 호평을 받지 않고 있다. KRAV의 목표는 신뢰할 수
있는 유기농 기준을 제정하고, 그 기준에 근거하여 생산물의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에
적합한 생산물을 KRAV 라벨로 인증하는 것으로, 유기농업 및 유기농 가축생산을 지
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에 있다.50)
그림 10 KRAV 라벨

자료: (www.krav.se/krav-30-ar).

KRAV는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인증 단체이며, 지역에 뿌리 내리면서도 세계적 규
모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유기농운동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 IFORM)의 산하에 있다. IFORM의 유기농 기준을 수용하면서 EU의 유기농
생산에 관한 법 규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KRAV는 29명의 대표 회원으로 이루어지며 그 구성원은 농업생산자, 대학교수, 식품
가공업자, 상품거래업자, 수입업자, 호텔업자, 요식업자, 소비자, 가축복지 및 환경보호
관계자로 조직되어 있다. KRAV에는 68명의 정사원이 있으며 그 대부분이 지역의 검
사관으로 활약하고 있다.
장을 방문하여 과정을 확인한 후 KRAV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인증함. 그 절차와 기준이 몹시 까다로움.
50) (http://www.krav.se/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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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V의 본부는 스톡홀름에서 북쪽으로 70km에 위치하는 웁살라(Uppsala)라는 작은
옛 도시에 있다. 사무실은 웁살라 상점가의 변두리에 있으며 그 존재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웁살라 지역은 대학이 있는 역사적인 도시로, 농학 및 수의학의 분야에 있
어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웨덴 농과대학(Swedish University of Agricultural Sciences,
SLU)의 본교도 이 도시에 있다.
3.2.2. KRAV의 이념
KRAV는 2004년 1월 “KRAV 인정을 위한 기준”이라는 영어판 소책자를 출판하였다.
이 책의 서두에는 ‘The KRAV label stands for a good environment? The KRAV label stands
for a good animal husbandry? The KRAV label stands for good health? The KRAV label stands
for social responsibility’의 4개의 이념을 내걸고 있다. 4개의 이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하와 같다.
(1) The KRAV label stands for a good environment
‘KRAV 라벨은 환경의 향상을 상징하고 있다는
’ 항목에서 KRAV 인증 생산물은 ‘농약
및 제초제의 미사용’, ‘지하수에 이물질이 녹아드는 것 방지와 과잉한 시비에 의한 바다,
강, 호수의 부영양화 감소’, ‘생물다양성 증가에
’ 공헌하고 있다는 것을 나열하고 있다.
(2) The KRAV label stands for a good animal husbandry
‘KRAV 라벨은 가축생산의 향상을 상징하고 있다는
’ 항목에서 KRAV 인증 생산물은
‘동물 본래의 요구를 고려한 환경에서 사육된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것이다’, ‘급여한
사료는 가축의 생리에 적합한 것이며, 반드시 생산성 최대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
다’, ‘이 가축은 자유롭게 옥외로 나오거나 대피, 오두막집을 이용할 수 있다’, ‘도축 시
에도 동물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배려하여 정중하고 상냥한 도살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 것을 들고 있다.
(3) The KRAV label stands for good health
‘KRAV 라벨은 건강의 향상을 상징하고 있다는
’ 항목에서 KRAV 인증 생산물은 ‘화학
제품이나 독성물질의 취급을 최소한으로 감소시켜, 노동 환경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제3세계에 있는 4만여 개의 KRAV 인증 생산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
람들의 노동 환경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KRAV 인증 생산물은 농약 및 제초제, 유전
자변형작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기타 불필요한 첨가물과는 관계가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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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소비자의 복지 향상과 식품에 대한 신뢰 회복에 공헌하고 있다’ 것을 들고 있다.
(4) The KRAV label stands for social responsibility
‘KRAV라벨은 사회적 책임을 상징하고 있다는
’
항목에서 KRAV 인증 생산물은
‘KRAV의 기준에 정해진 노동 환경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 조건은 KRAV
의 자매조직에 의해 검사된 생산물에도 해당 된다’, ‘해외에서 생산된 유기농 농산물에
대해서도 KRAV가 재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외의 유기농 생산자도 세계시장을 통
하여 생산물을 보다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스웨덴의 소비자도 해
외의 유기농 생산물을 구매하는 것으로, 세계적인 유기농 생산 운동에 간접적으로 기
여할 수 있다는
’ 것을 들고 있다.
3.2.3. KRAV 인정 생산물
KRAV 라벨은 현재 유기농 생산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고 있다. 2003
년 1월, KRAV에 의해 인가된 경영자는 3,530개 농가, 5개 수산양식업자, 550개 가공업
자, 179개 수입업자, 89개 원재료관련 비즈니스업자, 570개 소매업자, 300여 개의 레스
토랑, 10개의 직물생산업자 등이 있다.
2003년 1월, 인증된 생산물은 3,900품목에 이르고 있으며 슈퍼마켓을 방문하면, 유
제품, 육류제품, 알류, 채소류, 과일, 수산식품류, 냉동식품, 빵, 다양한 스낵류, 커피,
홍차, 케첩, 설탕, 잼, 시리얼, 주스, 맥주, 와인 등의 식품은 물론, 천연유래 섬유인 면
화와 양모제품 등 다양한 상품에 KRAV 마크가 부착되어 있다.
3.2.4. 유기농 생산물의 장거리수송
다양한 유기농 상품 원재료가 모두 스웨덴 자국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KRAV에서 인증된 것이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다.
이렇게 해외에서 수입되는 유기농 원재료51)를 장거리 수송하는 것은 대량의 화석
연료를 소비하기 때문에 ‘유기농 정신에
’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
지만, KRAV의 방침은 일관되어 있다.
KRAV는 생산물이 유기농인 것에 관심이 있을 뿐, 그것이 수입된 것인지 자국산인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물론 단거리 수송과 비교하
여 장거리 수송은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를 다량 소비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해외

51) 예를 들면 커피, 카카오, 차, 바나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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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유기농법에 의해 채소를 생산하는 사람이 스웨덴 국내의 비닐하우스에서 생산하
는 것보다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의 소비량이 적다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즉, 세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생산물이 농장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3.2.5. KRAV 인정 기준
KRAV의 유기농 생산물에 대한 기준은 각각 작물생산, 가축생산, 양봉, 수산양식, 야
생작물, 가공, 도살, 애완동물 사료, 원재료, 섬유산업, 피혁산업, 소매업, 레스토랑 및
외식산업별로 상세하게 정해져 있다.
수산양식에서는 양식 생산시스템을 설계 시 주변 환경과 수질에 대한 배려를 요구
하고 있다. 사료의 급여와 관련하여서도 KRAV가 인증한 사료원료를 100% 이용하여
야 한다.52) 또한 물고기의 건강과 복지(Health and Animal Welfare)에 대해서도 규정하
고 있으며, 물고기의 공격성과 사육 밀도와의 관계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 등은 특필
해야 할 점이다.
가축생산에 대해서도 가축복지(Animal Welfare)의 기준이 처음에 제시되어 있으며,
상당히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먼저 서두에 ‘건전한 환경이란 각 가축종이 요구하는
요구에 대응한 것이 아니면 안 되며, 정상적인 행동 유형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
경이다라고
’
정의하고 있다. 사회행동도 중요시되고 있으며, 각 개체가 군집행동, 영역
행동, 놀이 행동 등을 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사육 환경 만들기가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돼지는 따뜻한 계절에는 휴한중의 토지나 삼림 등을 동계에는 축사 내에
짚을 제공하고, 코를 파는 행동이나 음식물 탐사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또한
더운 계절에는 진흙 끼얹자마자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돈은 철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1년 내내 흙에 접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 등이다.
닭의 경우, 모래 끼얹는 장소, 홰,53) 우리 상자를 주고, 먹이에 80%이상은 유기재배
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 것 등의 조건이 정해져 있다. 산란계의 경우에는 특별히 1 에
7마리 이하로 사육해야 한다는 기준도 있다.
KRAV에서는 1년의 일정 기간의 동안, 가축을 옥외에서 사육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모든 가축은 적어도 1일의 일정시간을 옥외에서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
여야 한다. 또한 KRAV는 모든 가축에 대하여 방목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기간
52) GMOs 산물은 금지 등.
53) 새장이나 닭장 속에 새나 닭이 올라앉게 가로질러 놓은 나무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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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닭 이외의 가축은 1일의 대부분을 옥외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54)
기타 사료급여나 건강관리와 치료에 대해서도 상세한 규정이 있다. 사료에 대해서
는 GMOs에서 유래된 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첨가물에 대해서도 규제
되어 있다. 기타의 관리에서 송아지의 거세는 생후 8주일까지 ‘마취를 이용하여 실시’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호르몬제에 의한 발정동기화나 수정란이식은 인정
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가축 복지는 일상 관리에 대한 배려가 주된 것으로 가축의 도살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스웨덴에서는 유기농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축복지의 관점에서 가축의 도살처리에 대한 관심은 높다. KRAV의
기준에도 ‘도살장으로 가축을 이동시킬 때에는 억지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닌, 무리 단
위로 이동하도록 하고,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하며, 리더가 되는
가축을 따르도록 지도한다’ 등의 지침이 나타나있다. 이러한 사례 중 리더가 되는 양
은 노령의 수컷으로 도살장에서의 무리 이동용으로 사육되고 있는 개체이다. 도살장
으로 이동한 양들은 도착 시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없어 울어대지만, 이 리더
양과 대면하는 것으로 평온을 되찾으며, 그 후 도살장소로 이동할 때에도 리더 양을
따라 얌전하게 이동한다고 한다. 이 외에 KRAV의 기준에서는 기절(stunning)을 확실하
게 시킬 것, 그 때 다른 가축이 기절하거나 피 흘리는 것을 보거나, 소리를 듣지 못하
도록 배려하는 것 등도 규정되어 있다.

3.3. 스웨덴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대처
스웨덴에서는 환경보호청이 1998년에 발표한 미래연구 2021년 스웨덴

55)의

안(案)

과 이것을 근거로 하여 스웨덴 의회가 1992년에 채택한 환경목표56) 안(案)에 농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목표로서 16개 항목을 들고 있는데 목표실현을 위하여 농업을 비롯한 면밀한 계획
과 그것에 근거한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16개 환경목표 가운데 농업에 직접 관계되는
목표는 1개이며,57) 8개가 농림어업에 관계되는 목표이다.58) 16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54) 닭은 낮에는 방목시키고, 야간에는 실내에 수용할 수 있음.
55) アニタリンネル. 2000.6. “我々はすでに正しい未来の道を選択した -スウェーデン2021年物語”. BioCity 18号.
56) 당초 15개이었지만 2005년에 하나 추가되어 16개의 환경목표가 되었음.アニタリンネル. 2006.4.“ スウェーデン2021年物
語 その後” Biocity 33号. “明確な目標がスウェーデンの環境政策を形成する”.
57) 13번 목표.
58) 3,7,8,9,10,11,12번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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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6개 환경목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인간에 있어서 안전한 범위의 기후변화
청정한 대기
자연계 수준의 대지나 수원의 산성화
독성물질이 없는 환경
자외선의 영향을 억제하는 능력을 가지는 오존층 유지
안전한 방사능피폭 환경
부영양화 해소
다양성이 풍부한 호수와 하천
양질의 지하수
균형 잡힌 해양환경, 다양성이 풍부한 해변과 섬
생태계가 풍부한 습지대
다양성이 풍부한 삼림
생산력·생물적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이 풍부한 농경지
웅대한 산악환경
사람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도시계획
동식물이 풍부한 생태계

2021년 스웨덴 에서는 목표를 정하여 현재를 되돌아보는 목표인 지속가능한 사회
의 목표와 환경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산업과 생활에 관하여 2개의 모델을 설
정하고, 양 모델의 요소를 받아들이는 전개를 제안하고 있다. 2개의 모델이란 이하의
표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은 요소를 가지는 ‘태스크 마인더(task-minder)모델과
’ ‘패스 파
인더(path-finder)모델이다
’
.59) 전자는 ‘일 관리인’=현실과제 해결·대응형 모델, 후자는
‘길의 발견자’=대안(alternative)·발상 전환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표와 같이 농업관련 분야도 2개 모델의 요소를 받아들인 ‘지속가능한 농업·
식품유통의
’ 현실적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양자택일의 농업이나 식품유통이 아닌,
지역이나 작목, 농장이나 기업의 규모에 적합한 조합으로 농장이나 기업의 환경·생산
성·수익성이 통합된 곳의 최대화를 목표로 할 수 있다. 농업의 목표는 식량자급, 60만
ha 농지에 에너지 작물 경작, 우량농지와 목초지 보전과 비료영양소의 효율적 순환 이
용(생물다양성의 보전)에 두고 있다. 또한 식품생산유통의 목표는 에너지 소비량 삭감,
비료영양소의 순환적 이용에 두고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우, 돼지, 가금류, 곡물, 에너지 작물은60) 태스크
마인더 방법, 젖소, 육우, 양 등은 패스 파인더의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생산량과 수익
성, 생물다양성을 확보한다.
59) アニタリンネル. 2000.6. “我々はすでに正しい未来の道を選択した -スウェーデン2021年物語”. BioCity 18号.
60) 寺岡行雄. 2002. “スウェーデンにおけるバイオマスエネルギーの現状”;今田盛生. 2002. 炭素循環法と環境保全を実現す
る森林バイオマス・畜産廃棄物発電による地域振興 . (平成11年度 13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 地域連携推進研究). 研究成果
報告書.2002.(http://ff psc.agr.kyushu-u.ac.jp/forman/bio_pdf/no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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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Task-minder와 Path-finder 개념 비교
구 분

Task-minder

Path-finder

물질 흐름






광범위한 공급
광범위한 유통
폐쇄적 시스템
재활용에 의한

기타







고밀도 거주지(건축물)
현재 사회기반시설의 유지와 최적화
집약형 효율농업
삼림의 15%가 보전, 20%는 효율적 임업
대규모인 동시에 특수화된 과학기술

농업에서
적용하는 경우

 비료, 제초제, 살충제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합리적이면서 효율적인 환경 친화적인 농업
 환경보전의 필요성에 의한 기존 형태의 농업
이지만, 경관의 균일화와 생물다양성의 감소
를 초래함
 가축의 사료에는 대량의 곡물을 사용
 에너지 작물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생산목표
달성이 가능
 제초제, 살충제 사용 삭감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

 화학비료, 제초제, 살충제 미사용으로 환경
친화적인 농업
 경관, 목초지, 생물다양성이 보전 되는 농업
과 자급 가능한 채소농원
 가축의 사료는 다양한 풀, 목초, 소와 양은
방목됨
 광대한 농지를 필요로 하고, 에너지 작물의
수요에는 대응불가
 소 사육지역에서는 Task-minder형 농업에
비하여 소 두수가 많아지면서, 질소와 암모
니아의 유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

식품생산
유통에서
적용하는 경우

 공급 지역은 현재 상황 혹은 대규모이면서
가공식품이 주된 제품
 수송 에너지가 감소하고, 깨끗한 수송 수단에
의해 환경부하 감소
 식품산업도 에너지 산업이 향상
 가정에서는 IT의 도움을 받아 대형 쇼핑센터
로부터 대량의 식품을 구입
 식사의 대부분은 가공식품으로, 조리 에너지
가 경감
 가정의 유기쓰레기는 회수되며, 바이오가스
(biogas)와 진흙이 되고, 진흙은 농지에 환원

 지역 내에서의 생산과 소비가 기본
 식품 재료의 대부분은 현지 생산, 현지 소
비로 수송의 필요성 감소
 IT의 이용으로 소규모인 그 고장의 가게에
서도 구입 가능, 각 가정에 식량저장고 설치
 식사는 홈메이드(homemade), 가공식품은
적음
 가정의 유기 쓰레기는 퇴비(compost)화되
어, 농장에 환원

지역(세계, 지역)
시스템
내의 유한자원
자원의 보전






소규모공급 지역 (지역, 구역)
소규모유통시스템
자연의 순환에 통합된 재생 자원
팩터 4원칙(주)에 근거하는 자원의 보전







드문드문한 거주지(건축물)
현재 사회기반시설의 대체(교환) 혹은 배제
분산형 조방농업
5%가 보호 구역, 기타는 지속가능한 임업
소규모인 동시에 다양한 과학기술

주: 제조 과정에서 자원소비량을 반감하고, 편리성을 2배로 하여 편익을 4배로 하는 사고방식.
자료: アニタリンネル. 2000.6. “我々はすでに正しい未来の道を選択した -スウェーデン2021年物語”. BioCity 18号.

이것에 따른 270만ha의 농지(1996년) 이용의 자세도 변하게 된다. 사료용 풀과 목초
는 전체의 42%에서 2021년에는 40%로 대부분 변화가 없지만, 곡물, 두류는 47%에서
곡물을 중심으로 28%로 격감하게 된다. 그 증가분 24%로, 바이오매스와 에너지의 공
급원이 되는 신규 에너지 작물에서 10%, 삼림에서 14%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농업방
법의 전환으로 화학비료에 포함되는 인(燐) 사용량도 격감하였다. 1995년에 2,000만kg
사용되었던 양이 2021년에는 700만kg 사용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우유 생산에 있
어서도 전체의 4분의 3정도의 생산이 화학비료나 제초제, 살충제가 완전히 배제된 농
장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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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농업방법의 전환에 맞추어 지역 간 농업생산의 재배치도 실시한다. 스웨덴
남부에서는 돼지나 젖소의 대량사육에 의한 대량의 질소와 인이 농장으로부터 유출되
고 있는데, 이러한 사육두수를 절감하기로 하였다. 한편, 스톡홀름 주변의 중부평지의
곡물지대에서는 가축이 매우 적다. 특히 우유의 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수송거리를 절
감하고, CO 배출 삭감을 위하여 젖소, 가금류 사육을 늘려 이에 따른 목초재배 증가
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에도 농민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EU의 농업정책의 변경뿐만 아니
라, 국내에서도 환경규제와61) 환경세 강화,62) 농산물의 환경인증 및 라벨링(labeling)
등으로 정책전환을 도모한다. 그 밖에 하수오니(sewage sludge)의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등 시설 정비도 실시한다.
식품생산유통의 경우를 살펴보면, 태스크 마인더와 패스 파인더 모델을 조합시키는
것으로 식품생산 유통과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산업을 적어도 3분의 2정도 개선한
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조치가 고려되고 있다. 트럭 엔진 개선, 트럭에서 철도수송으로
전환, 농산물과 식품의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촉진으로 지역식량자급율의 향상과 수
입 식품 감소, 이러한 대처로 CO 배출 삭감, 재배 시 투하에너지 산업 및 영양효율이
높고 건강에도 좋은 콩을 이용한 식품 추진,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정 조리 기구 사용,
유기 쓰레기 분리 배출 등이다.
이렇게 농산물 생산에서 유통·소비, 식품의 가공, 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또한 가정
에서 산업, 농업 등의 지역배치까지 섬세하고 치밀하게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
다. 지속가능한 사회의 비전 2021년 스웨덴 에는 ‘농업 비전’ 이외에 소비생활, 삼림,
하수, 교통운수, 대도시·소도시에 관한 비전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16개의 “환경목표” 달성이 목표로 포함되어 있다.

4. 시사점
4.1. 공생농업시스템 구축
스웨덴의 실정과 각 국가 및 국제기구 등의 정의를 근거로 하여 다시 한 번 “지속가
능한 농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풍토 및 자연조건을 근거로 한 투입물과 기계가
61) 화학비료 등의 과잉사용에 대한 벌칙 적용 등.
62) 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용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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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사용 등63) 농업기술의 적정한 활용에 의하여 환경 및 자원을 보전하고, 농민에
게 합당한 이익을 주며, 안전한 식량과 섬유 원료, 유익한 바이오매스를 알맞은 가격
으로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하는 산업이다.64)
이러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각 국가의 지역과 농장에서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하의
그림과 같은 제도와 정책의 구비, 조건의 정비가 매우 중요하다. 농업무역원칙과 관련
하여서는 WTO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과제는 산적해 있다. 또한 국가 수준의 농업정책
의 충실과 환경 및 식품안전정책의 통합이 필요하다.65) 환경이 가지는 부양능력(환경
허용량)이나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농업정책의 목표로 하여 농업정책의 책
정 시 환경보전과 식품안전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11 공생농업시스템의 성립조건
지속가능성
합리적 행위
의사소통 ‧ 교류

⇳

⇳
합의 ‧ 납득

⇳

협동 ‧ 공생

건전한 자연의지 역순환
(환경)

건전한 경제의 지역순환
(경제)

건전한 풍토 ‧ 문화의 지역순환
(사회)

경작 ‧ 재배 ‧ 사육 ‧
환경보전의 과정

네트워크 ‧ 신뢰관계 형성

커뮤니티 ‧ 지방풍속 형성
(지연 ‧ 혈연 포함)

경작 ‧ 재배 ‧ 사육 ‧
환경보존의 지침확립

수량 ‧ 수익증대 방법확립,
호혜성 규칙 정립

커뮤니티 ‧ 지방풍속의 유지 ‧
보전 규칙 확립

확립된 지침에 기초한 행동

호혜성 등 규범에 기초한 행동

합의된 규칙에 기초한 행동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체화 ․ 시스템화
지역 ‧ 농업에 있어서 3가지 전개 방향(지역 ‧ 농장의 조건을 바탕으로 조합)
1. 지역산물의 시장 출하 ‧ 산지직송으로 “외화” 증대 = 농업 산업화 ‧ 자원관리형 농장제 농업 구축
2. 농장유통 촉진으로 “외화” 유출 축소 = 지역 내 자급 강화 ‧ 지산지소시스템 구축
3. 관광개발과 이벤트 등 교류 사업으로 “외화” 유입 촉진 = 서비스 농업화 ‧ 다면적 기능
비즈니스화(지역비지니스)구축
3가지 전개를 위한 조건 정비
세계수준: 지속가능한 농업무역원칙 = 공생농업무역원칙 확립
농업의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적절한 농업생산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정비
= 각 국가의 최소식량자급력 ‧ 자급률 확보, 지속가능한 농업의 농산물만을 위한 무역을 대상으로
국가 ‧ 지방정부수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농업 ‧ 환경 ‧ 식품안전정책 확립
농업정책: 유기농업 촉진, 소득보상, 3가지 전개방향에 필요한 정책, 지역정책의 충실
황경정책: 환경인증 ‧ 라벨링농산물 촉진, 농산물의 계단식 이용, 환경지불정책
식품안전정책: CAP ‧ GMP ‧ HACCP ‧ GDP ‧ GRP 확립, 이력추적제 확립
자료: 矢口克也. 2010. “社会を支える ｢持続可能\な農業｣ の展開”. 総合調査 ｢持続可能な社会の構築｣ p. 156.
(http://goo.gl/ePEVsI).
63) 생명기능 이용 및 환경허용량 내 적정투입.
64) ウィルフリッドレッグ(井上嘉丸訳). 2000.5. “農業の持続可能性と多面的機能性”. 国際農林業協力 23巻 号, 2000.5;矢
口芳生. 2006. 共生農業システム成立の条件 (共生農業システム叢書 巻) 農林統計協会. pp.13-15.
65) 中嶋康博. 2004. 食の安全と安心の経済学 . コープ出版; 矢口芳生. 1995. 食料と環境の政策構想 . 農林統計協会.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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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지정 농약의 사용금지 등 “명령과 규제” 방식의 규제적 수단의 이외에 오
물과징금, 농약과징금, 환경직접지불 등 경제적 수단은 세계적으로 탈동조화(decoupling)
정책을 채용하고 있다.66) 국가 수준의 정책 이외에 지역·지방 수준에서는 필요에 따라
지역에 적합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역·농장 수준에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과 농장의
조건 및 특성을 근거로 하여 원래의 구체적인 농업의 형태나 그 시스템화는 지역과
농장에 따라 완전히 달라야 한다. 또한 지역에서 농업을 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
의 행동이 목표로 하는 생산의 본래 자세와 생활의 자세가 곧 ‘지속 가능성과
’ 다르다
는 배경이 있다. ‘지역사회와 농업을
’ ‘지속 가능성이라는
’
관계로 이념면을 중심으로
해석한다면 <그림 11>과 같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의 합목적 행위와 행동에는 사람과 사람 간 경제활동, 사람과
자연간의 자연 환경, 사람과 지역사회간의 풍토 및 문화와 서로 관련되어 있어, 서로
관련된 ‘의사소통·교류’, ‘합의·납득’, ‘공생 즉, 협동이라는
’
일련의 과정이 있다.67) 사람
들의 합목적 활동의 하나인 농업도 ‘경제와
’ 서로 관련되는 한편, 앞서 언급한 ‘농업의
특징에서
’
지적한 바와 같이 ‘자연과
’ ‘지역사회와
’ 관련 있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측면
이 있다. 이러한 농업이 ‘지속 가능성을
’ 가지기 위해서는 건전한 ‘경제의
’ 지역순환뿐
만 아니라, 건전한 ‘자연’, ‘풍토의
’ 지역순환 확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3개의 순환이 균
형을 이루면서 유지되어야 한다.
지역과 농장의 경제상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농업의 후퇴가 계속되고, 농업의 큰 구
성 요소인 농촌지역사회와 개발도상국의 마을들이 붕괴되고 있는 암담한 상황이 계속
된다면 식량의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공급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일시적
인 ‘저가’ 공급을 위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
담보가 되는 자급력의 후
퇴를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가에서
’
시작되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환경 친화적인 지역사회가 살아남을 수 있
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생업·1차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 변혁뿐만 아니라,
‘서비스 농업(지역비지니스)’도 위치를 부여하여 농업의 다변화와 농업의 다양화를 진
행하여 지역 “경제”의 결실을 맺고, 환경과 사회를 포함한 균형을 이룬 전개가 중요하
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생산물을 지역 외에 판매(농산물의 수출도 포함), 두 번째, 지
66) 岸康彦編. 2006. 世界の直接支払制度 . 農林統計協会; 矢口芳生.. 2002. WTO体制下の日本{農業 . pp.1-36, 142-159;
FAO. 2007. 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FAO.
67) 矢口芳生, 尾関周二編. 2007. 共生社会システム学序説-持続可能な社会へのビジョン . 青木書店. 第 章, 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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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소로 경제순환 활성화, 세 번째, 관광 등으로 수입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지역과 농장의 특징을 근거로 하여 조합하는 것이 곧 시스템화이다.

4.2. KRAV의 함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웨덴의 유기농업과 KRAV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는데, 덴
마크와 스웨덴의 유기농업이 시민권을 얻고, 확대된 이유는 유기농가와 KRAV의 노
력,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소비자의 먹을거리와 농업에 대한 관심 고조가 배경이었
다고 사료된다. 스웨덴이 EU 국가 중에서도 유일한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일명 광우병)이 없는 국가인 것도 소비자와 농업의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소비자의 먹을거리와 농업에 대한 의식의 높이가 큰 힘이 되어 그것이 작은 단체에
서 행해지던 유기농업운동과 결부되면서 KRAV의 설립을 후원하게 되고, 결국 정부를
움직인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먹을거리와 농업에 대한 요구는 음식의 안전성을 높이
면서도 환경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았다. 이러한 수요가 유기농 농산물의 공급을 필연
적인 것으로 만들어지면서 유기농업이 농업 비즈니스로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소비자가 먹을거리에 대하여 질보다 양을 바라고, 보다 저렴한 것을 바라기만 한다면
‘음식의 안전성’, ‘환경에 대한 배려’, ‘가축의 복지’, ‘식량의 자급’ 등 어떤 부분도 만족
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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