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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농복합경영은 생태학을 기반으로 자연자원을 역동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농장과 농업 지대에 수목을 통합하여 토지 사용자들의 사회, 경제, 환경적 이득을
증가시키며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이 보고서는 임농복합경영을 국가 과제로 채택하려는 정책 입안자, 전문위원 그리고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위한 지침서로 국가가 임농복합경영 도입에 필요한 정책과 법적,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임농복합경영 채택과 발전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장에서는 임농복합경영의 이로움, 임농복합경영 발전 및 제약 요인에 관해 설명한다.
2장은 임농복합경영을 위한 10가지 정책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 정책 과제들을
제대로 따르면, 소규모 토지, 농지 그리고 경관 단위에서의 임농복합경영 실행과
임농복합경영의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침서는 여러
국가들의 모범 사례와 연구를 통해 임농복합경영이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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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이 책을 FAO 산림부의 산림전문가로, 2013년 2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미셀
고띠에에게 바칩니다. 미셀은 수백만명의 생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도시숲과 임농복합경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으며, 이 책의 출판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몹시 그리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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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임농복합경영은 농업적 환경에서 나무와 농작물 혹은 가축이 함
께 생산되고 관리되는 전통적이거나 현대적인 토지 사용 방법을
의미한다. 임농복합경영은 열대와 온대 기후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식량을 생산하고, 식량 안보, 영양 확보, 생계
유지, 빈곤 완화에 기여하며, 경작지와 초지의 생산력과 회복력
을 증진시킨다. 임농복합경영은 또한 탄소 저장, 산림 황폐화 방
지, 생물다양성 증진, 수질 개선 및 침식 완화를 통해 생태계를
안정시킨다. 임농복합경영을 대규모로 실시한다면, 농지가 홍수
와 가뭄 방지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와 같은 장점이 임농복합경영에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기도 하
지만, 임농복합경영에 부정적인 정책, 법적 제한과 관련 정부 부
처(농업, 산림, 지역개발, 환경, 무역)간의 협력 부족 등으로 인해
임농복합경영 실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임농복합경영은 정
책 형성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거나 토지 이용계획과 지역개발
과제로 다루어진 적이 없다. 따라서, 임농복합경영이 농업인과
지역 공동체, 더 나아가 국가 경제를 풍요롭게 하는 잠재력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임농복합경영을 국가 정책으로 장려하고 그 효과를 증대시키고
국가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산림부
는 국제임농복합경영연구센터(ICRAF), 국제열대농업센터(CATIE),
국제농업산림연구센터(CIRAD)와 함께 이 지침서를 만들었다.

©FAO/Walter Astrada

에두아르도 만수르(Eduardo Mansur)
국장
산림자원관리보전국
FAO 산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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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ayi (Malawi), Julio Ugarte (Peru), Roberto Visco (Philippines), Luther Lulandala (Tanzania),
Gillian Kabwe (Zambia). 참고 문헌 목록에 있는 이 사례연구들과 관련된 최종 보고서가 필요한
경우 유엔식량농업기구에 연락하면, 자료 이용이 가능하다. 이 보고서들은 2013년 FAO의 “
임농복합경영 연구보고서”의 일부로 출판될 예정이다.
Gérard Buttoud는 다양한 사례 연구들을 종합했다. 전문가에 의한 평가 절차는 Frank Boteler, Jennifer
Conje, Hubert de Foresta, Elise Golan, Michael Idowu, Gillian Kabwe, Luther Lulandala, Andy Mason,
Andrew Micolis, Georges Mountrakis, Constance Neely, Linda Parker, Roberto Porro, Sara Scherre, Michael
Schoeneberger, Rita Sharma, Richard Straight, Bruce Wight, Christine WUlandari, Jianchu Xu를 포함한
외부 전부가와 기관들이 참여하였다. FAO의 다음과 같은 책임자들이 전문가 평가에 도움을 주었다:
Carolin Anthes, Anne Bogdanski, Julien Custot, Theodor Friedrich, Jean Gault, Henri George, Paolo Groppo,
Fred Kafeero, Irina Kouplevatskaya-Buttoud, Lars Gunnar Marklund, Ewald Rametsteiner, Cesar Sabogal,
Marja Liisa Tapio Bistrom.
이 과제를 위해 인턴으로 수고해준 Andreanne Lavoice, Ilaria Doimo, Laurence Houssou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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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요약
임농복합경영이란 농업(농작물, 가축)과 임업(나무, 산림)을 한 곳에서 실행하는, 전통적이거나
현대적인 토지 사용 방법 모두를 의미한다. 올바르게 계획하고 실행한다면, 임농복합경영은
농업과 임업을 혼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토지를 가장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늘날, 임농복합경영은 열대나 온대기후 지역 모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보다 나은 식량 생산과
식량안보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생계를 유지하고, 빈곤을 완화해주며 토지 생산성을 높이는
농업 환경을 만들어준다. 임농복합경영을 대규모로 실행한다면, 농지의 홍수, 가뭄,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지고, 탄소 저장 능력 향상, 산림 황폐화 방지, 맑은 물 제공, 토양
침식 방지 및 생물 다양성 보존을 통해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수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임농복합경영의 잠재력은 오래전부터 주목받아 왔으며, 임농복합경영의 발전에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임농복합경영은 여전히 정책적인 지원이나 정보가 부족하며, 법적 제한, 분야 간의 교류
부족과 같은 여러 장애요인이 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정책결정이나 토지사용 계획, 농촌 개발
프로그램들에서도 임농복합경영이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임농복합경영의 목표는 아직까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아직도 단일 경작과 농산업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계화
영농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농지에 나무를 심는 임농복합경영 실행을 주저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국가에서는 토지와 임산물 이용에 관여하는 정부 관료체계가 토지 소유권과 결합되어
장기적인 불확실성을 만들어냄으로써 임농복합경영의 시작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농부들은
나무와 농작물 관리를 함께 할 수 없으며, 특히 다른 농업 관련 기업들로부터는 농업 정보를 얻거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지만, 그곳에서 나무와 관련된 정보를 함께 얻기는 어렵다고 여기고 있다.
임농복합경영에 대한 정보의 부족은 임농복합경영이 농업의 주변적인 개념이며 농산물 생산량이
낮은 자급자족을 위한 방식일 뿐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임농복합경영은 법적, 정책적, 제도적 요소 및 보상 체계가 부족하고, 특히 투자 후
수익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 등으로 인해 발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 지침서는
국가차원에서 임농복합경영을 채택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임농복합경영이 다양한 분야와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지침들은 토론회, 전문가 인터뷰, 그리고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세부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구성되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근거해 볼때, 임농복합경영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 농부들과 토지 사용자들 모두에게 이로워야 한다.;
• 토지 사용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여러 분야간 협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자연자원이 잘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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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요약

올바른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10가지 방법이 필요하다.
1. 중요성을 알려라. : 농민들과 관련된 기관, 단체 등 모두에게 임농복합경영의 이로움에
대해 알게 한다.
2. 상황을 변화시켜라. : 임농복합경영 시행에 불필요한 규제나 법적 제재들을 알아보고
개정한다
3. 토지를 확보하여라. : 토지 사용에 대한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한다.
4.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여라. : 농촌과 농업의 발전과 나무를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 정책들을 구상한다.

5. 효과를 높여라. : 정책을 일관적으로 집행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야간 협력체를
구성한다.
6. 장려책을 제공하여라. : 환경 효과를 고려한 보상 체계를 만든다.
7. 시장을 개발하여라. : 임산물 시장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을 높인다.
8. 방법론을 전달하여라. : 이해당사자간 정보를 공유한다.
9. 이해관계자를 포함시켜라. : 지역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든다.
10. 관리를 강화하여라. : 각 지역별로 알맞는 관리방법을 마련한다.

Haiti, Fort-Liberté – The manager of a local nursery
watering seedlings provided by FAO along with tools
and equipment to better manage the nursery.
The aim of the project is to contribute to the growth and
diversification of agriculture, livestock and agroforestry
and improve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for the
municipalities of Fort Liberté, Capotille, Ouanaminte,
Ferrier, Mont-Organis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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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임농복합경영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일관되고 통합적인 정책
이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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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누가, 무엇을, 왜 해야하는가?
이 지침들은 국가를 비롯한 지역 단위에서 정책을 만드는데 관여하는 모든 의원들,
공무원들, 그리고 정책 자문위원들을 위한 것이다. 이 지침은 임농복합경영의 장점에
대해 높아진 인식을 뒷받침하고, 임농복합경영의 체계를 확립시키며, 국가 차원에서
임농복합경영 시행을 주저하는 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침들은 정해진 방법보다는 일련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가 임농복합경영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정책들을 제정하고, 통합시키는 방법을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이 지침들은 정책을 만들고 변경하기 위한 가장 처음 단계부터 소개를 한다. 특히,
임농복합경영을 사용한 적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 지침이 임농복합경영이
무엇인지를 알게하고 나무와 농작물 그리고 가축간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을 만들어 내어 그동안의 문제점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임농복합경영의 필요성에 대해 정책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에는 임농복합경영 시행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책적인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이다.

©FAO/Jim Holmes

인도네시아, 바나다 아체 - 시장에서
상인에게 과일을 구매하고 있는 여성.
임산물은 아체 지방의 가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쓰나미와
내전의 결과로, 많은 수목이 피해를
입어 과일과 야채의 공급이 충분치
않게 되었다. 국제임농복합경영센타
(ICRAF)와 윈락(WINDROCK’s)
이 주도한 최상의 묘목계획은 지역
기반의 묘목장에서 길러 좋은
임산물을 얻을 수 있도록 수목원을
증강함으로써 쓰나미 이후 아체
지방의 재활과 복원 노력을 돕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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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농복합경영:
전략과 정책
왜 임농복합경영인가?
전 세계 농지의 거의 절반은 적어도 10% 정도가 산림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농장이나 농지내의 산림과 농작물 그리고/또는 가축들의 통합된 임농복합경영이
이미 널리 퍼져 있으며 (Zomer et al. 2009) 수백만 명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임농복합경영은 땔감, 목재, 과일, 사료와 같이 지역 사회에서 사용되는 생산물이나
코코넛, 커피, 차, 고무와 같이 국제 사회에서 생산되는 것들 모두에 있어 중요하다.
또한 빈곤을 해결하고, 식량 안보, 그리고 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것들을
국가 목표로 설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임농복합경영은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작은 도시나 마을에서는 식량, 땔감, 물 관리에 있어서 임농복합경영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임농복합경영은 전 세계 열대기후 지역 전반과 온대기후 지역의 상당 부분에 존재하고
있다. 서아프리카의 경우 넓은 지역에 다양한 종류의 과일과 작물들을 섞어서 심는
임농복합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임농복합경영을 통한 농작물 생산과 환경 효과의 조화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임업과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이 조화를 이루는 임농복합경영은
토지를 가장 훌륭한 형태로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를 들어, 임농복합경영은:
•
•
•
•
•

농업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양한 식량 생산과 계절별로 균형있는 영양 제공을 보장해 준다;
도서 지역의 수입원을 다양하게 해준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높여준다;
지역의 사회 문화적 가치가 지속되도록 도와준다.

산림과 농작물 그리고 가축의 조합은 환경적인 위험성을 줄여주고, 토양의 질을 개선해주며,
홍수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물을 저장함으로써 작물과 초지 생장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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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나무는 깊은 토양층으로부터 영양분을 끌어오기도 하며, 질소를 고정하는 콩과식물의
경우에는 낙엽을 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비료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
임농복합경영은 연중 다양한 작물을 수확할 수 있어 소득을 높이며, 산림 부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등 개인 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나 국가
경제에도 도움을 준다.
임농복합경영은 작은 규모의 농지에서 농장, 그리고 넓은 지형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가능하다. 작은 농지의 경우, 농부들은 질소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나무와 곡식들을 함께
심을 수 있다. 농장의 경우, 경계를 따라 나무를 심을 수 있다. 넓은 지형에서는 그 지역내
버려진 지역에 나무나 다른 식물들을 심어서 활용할 수 있다. 임농복합경영은 그 효율성
측면에서 다양한 요소들간에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내면서, 흉작의 위험과 화학적
첨가물의 의존을 줄이고 최종 생산물들이 나무들이 없었던 상황보다 더욱 가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나무들이 작물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게 되는 좁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임농복합경영을 잘 적용하면, 나무들이 줄어든 작물 생산량 이상의 가치를 더해주고 있음이
실험들을 통해 입증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여건에 따라 다르므로, 임농복합경영
방법과 수종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례 1-카메룬: 유실수와 코코아 혼합농법의 성공사례

이와 같은 임농복합경영은:
• 탄소저장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토지 황폐화의 위험을 감소시키며 코코아
식물들에 이로운 햇빛 가림막을 제공해 준다;
• 다른 주요 수입 작물들의 생산시기가 아닐
때 주요한 대체 수입원을 제공함으로써,
규칙적이고 안정된 지역 수입에 기여한다.
지역의 고유하고 특색 있는 유실수들로
코코아 임농복합경영은 더욱 잘 운영되어 연간
가계 수입을 상당부분 증가시켰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제한된 토지를 사용하는 소규모
농부들에게 매우 도움이 된다

뒤떨어진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수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기도 하다.

©ICRAF/Charlie Pye-Smith

카메룬의 중남부 지역에서 유실수를 코코아
혹은 커피와 함께 재배하는 방식은 토지와
자원의 활용을 높여주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방법이다. 이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에 커피와 코코아를 비롯한
주요 수출 작물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개발되었다

국제임농복합경영센터(ICRAF)
가 새롭게 주관하는 ‘변화의
목표’ 과제는 낙후한 코코아
농장에 코코아와 생산량이
높은 다양한 농작물을
임농복합경영하여 코코아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늘날, 이와 같이 유실수를 바탕으로 한
임농복합경영 방식들 중 몇 가지는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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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농복합경영 발전 가능성들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임농복합경영의 잠재력은 여러 국제 회의에서 주목받아 왔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기후변화보고서(IPCC)에서는 임농복합경영을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농업 방식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
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임농복합경영은 기후변화의 적응과 완화에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 게다가, 국가기후변화적응계획(NAPAs)과
국가기후변화저감계획(NAMAs)에서도 임농복합경영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 분야
조치들 중 매우 중요한 요소로 언급하고 있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에서는 임농복합경영이 사막화 방지와 산림 복구를 조절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임농복합경영은 또한 생물다양성협약(CBD)이 주도하는 생태계
접근법에 있어서도 중요한 방식으로써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식물 보존을 위한 세계 전략’
에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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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Luca Tommasini

아이티, 포트 리버트 - 묘포장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구와
장비를 사용하여 FAO에서 제공받은
묘목에 물을 주고 있는 지역 묘포장
관리자. 이 프로젝트는 농업, 축산
그리고 임농복합경영의 발전에
기여하고 포트-리버트, 카포틸레,
오우아나민테, 페리에, 몬-오가니스
지방의 천연 자원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FAO/Ivo Balderi

최근 여러나라에서 국가 정책을 조정하고 국가정보망의 개발을 통해 임농복합경영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남아프리아 중동부의 미옴보 산림지대(사바나) 내에서처럼,
임농복합경영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은 11개 국가 3백만㎢
지역에 걸쳐 있으며 약 1억명의 저소득층 주민들이 임농복합경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아프리카의 사헬 지역에 있는 건조지를 복구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경우로,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면서 지역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임농복합경영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니제르에서는 농부들로 하여금 천연림을 관리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졌으며, 이로 인해 새롭게 조성되어 관리되는 토지 면적이 5백만ha에 이르고 있다.
임농복합경영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미국에서도 환경과 전통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생산성과 수익성을 통합시킬 수 있도록 농부, 목장주, 산림지역 소유자와 원주민들이 서로
돕는 임농복합경영에 대한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다.

1장 - 임농복합경영: 전략과 정책

사례 2 – 통합형 식량-에너지 체계(IFES)에서의 임농복합경영
통합형 식량-에너지 체계(IFES)는 특히 빈곤한
지역 공동체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목재와
농작물을 생산하는데 있어 상승효과를
최대화하여, 임업과 농업 양쪽 모두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체계에서 임농복합경영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정기적인 가지치기를 한다.
가지치기가 된 나뭇가지들은 토양을 덮는데
사용되거나, 부엌에서 요리하는데 사용된다.
특히 요리에 사용된 나뭇가지들은 천연숯으로
전환되는데, 이 숯을 토양과 섞어 토양의
통기성, 흡수성, 양분 저장능력 등을 높히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농작물을 기르는데
나무의 낙엽을 사용하면, 농부들은 별도로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어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농작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종자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농작물과 목재의 생산을 통합하는 것은
산림에 있는 나무들을 보호하고 노동력, 특히
전통적으로 목재 수집을 맡아 온 여성들의
노동력을 자유롭게 해준다. 예를 들어,
말라위에서 시행하는 통합형 식량-에너지

체계(IFES)에서는 ‘나무콩’을 나무 사이에 심어
농업을 한다. 소규모 자작농들은 옥수수, 수수,
조와 같은 주요 작물을 생산하면서 나무콩을
혼합재배하는데, 나무콩은 질소를 고정하는
역할도 한다. 즉, 이와 같은 농업방식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물을 생산하면서 가축의
사료와 조리용 땔감을 제공할 수 있다. 조리를
하는 방식과 식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하나의 지역내 식물은 5인 가족이 하루
1~2끼의 식사를 조리하기에 충분한 연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통합형 식량-에너지 체계(IFES)는, 간접적인
토지 사용 변화를 통해, 기후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은 토지와 물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식량 안보에도 도움을 준다
성공적인 통합형 식량-에너지 체계(IFES)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수단뿐 아니라,
이와 같은 체계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 FAO는 통합형 식량-에너지
체계와 그에 연계된 정책 개혁을 강력히
지원하고 있다.

임농복합경영 발전 조건들
임농복합경영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장점들은 세계의 여러 곳에서 잘 입증되고 있지만,
임농복합경영이 식량의 불안정성과 환경의 질적 저하에 대항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농복합경영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널리 적용되는 것을 저해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다.
임농복합경영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유형을 통합해야 한다.
나무와 농업 그리고 나무와 사람의 통합이 그것이다. 임농복합경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러한 통합에 필요한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알맞은 조건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곳에서 1년생과 다년생 식물들의 조합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어떠한 나무들은 수분을 공급받기 위해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여 해충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알맞은 수종의 선택과 관리가 필요하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농부들은 나무로 인해
작물 생산량에 시기적으로 영향을 끼치거나, 대형 농기구 이용에 제한이 없는 곳에서만
임농복합경영에 관심을 보일런지도 모른다. 따라서, 농부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수익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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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는 어떠한 혁신이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 그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사회, 문화 여건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마다 임농복합경영을 포함한 농업 방식으로
변화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로움을 다른 농부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다양한 지역 상황에서 임농복합경영을 하기 위한 요인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임농복합경영의 정책, 운영, 관리 방식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장단점을
철저하게 분석하여야 한다. 지역마다 규모나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요구 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특정한 기준과 지표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우선 목표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어야 임농복합경영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자연자원에 대해 서로
경쟁적인 입장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임농복합경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명확하고
지속적인 참여 없이는 이뤄질 수가 없다.

최근 한 연구(Detkefsen and Scheelje,
2011)에서 중앙 아메리카의 7개 국가의
환경과 산림을 관장하는 법과 정책을
분석했다. 정부가 가하는 규제와 제제가
임농복합경영의 발전달을 촉진시키기도
혹은 저해하기도 한다는 것이 그 결과이다.
온두라스, 니카라구아, 파나마는 농장에서
생산된 목재의 수확과 이동할 때복잡하고,
요구 조건이 많은 장기간의 허가 절차를
가지고 있다. 벨리즈, 엘살바도르, 그리고
과테말라는 – 실제로는 이중 벨리즈와
과테말라만이 단순화된 절차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 단순화된 허가 절차를 구상해
왔다. 코스타 리카에서는 농가당 연간 10
그루 이하의 나무는 쉽게 벌채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산림 부산물에
관한 규제들이 열대기후 전역에서 흔하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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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AF/Tito Marcos

사례 3 – 중앙 아메리카의 벌목

아마존의 벌채. 아마존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대부분은 여전히 산림
환경에 부정적인 방식으로 벌채되고
있다. 정부는 농가에서 생산되는
목재에 관한 허가 절차를 쉽게 하여
임농복합경영을 장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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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농복합경영 발전의 제약 요인
임농복합경영의 이점에 관한 많은 과학적인 근거들이 있지만, 그것을 발전시키고
전파하는데 제약 요인도 존재하고 있다. 임농복합경영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투자이익 환수 지연과 불충분한 시장개발
시장을 겨냥한 곡물의 전통적인 생산방식은 바로 수입을 낼 수 있는 반면, 임농복합경영에
투자하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나무는 시간이 흘러 가치가 증가하여야 비로소 수익성을 띄게 되는데, 어떤
임농복합경영에서는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데 여러 해가 걸리기도 한다. 이것은 전통적인
방식의 농업에서와는 달리, 농부들이 투자에 대한 수익을 보기까지 초기에 발생하는 손해를
떠안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점이 그들로 하여금 임농복합경영에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많은 농업 프로젝트와 과제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
성공적”이라고 여겨지는 결과물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몇몇 국가의 시장 정보 체계에는 대부분 임산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에,
임산물 시장은 곡물과 가축 상품 시장보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발달되지 않았으며
임농복합경영과 관련된 사항 역시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임농복합경영 산물을 위한 시장이 발달되지 못한 것은 몇몇 농업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단기
수익효과와 많은 농부들이 직면한 수익 환수 지연과 투자의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그들로
하여금 임농복합경영을 실행 가능한 방식들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기업형 농업의 강조
농업 정책이나 농부들이 임농복합경영 시행을 방해하기도 한다. 경작과 같은 특정한 농업
형태를 장려하는 경우가 많으며, 세금 감면은 보통 산업적인 농업 생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야자수 농장의 성장에서와 같이 농업 장려책은 임농복합경영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브라질에서는 원료의 일부분을 소규모 자작농으로부터 공급받기만 한다면, 어떤 농업
방법이든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농부들에게 상당한 세금을 감면해 준다. 이러한
장려책으로 현재 브라질 아마존의 방대한 지역이 기름야자 농장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농업에서 제공하는 농산물 가격 지원이나 장기 저금리 신용 대출이 나무를 심거나 관리하는
임업의 경우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아 임농복합경영을 적용하는 것을 주저하게 한다. 농업
생산이 경제적으로 더욱 수입에 의존하게 되고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성과는 멀어지게
됨에도, 이러한 혜택에 임농복합경영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잠비아와 말라위의 비료에 대한 보조금이 농부들의 지속가능한 임농복합경영의 채택
의욕을 줄이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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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농복합경영의 장점에 대한 인식 부족
전통적인
결정하는
제한적인
농업이나

농업방식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지속 가능한 생산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은 정책을
사람들로 하여금 임농복합경영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린다. 새로운 의견과 정보의
제공이 임농복합경영이 널리 퍼지는 것을 막고 있어 많은 국가에서 임농복합경영은
산림 관련 학과의 교육 과정에 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전통적이거나 새로운 임농복합경영 방식 모두, 국가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므로 농부들은 새로운 방식을 선뜻 채택하려 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임농복합경영의 방식들은 농부들이 이미 익숙하고 잘 알고 있던 방식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형식의 경영 방식을 요구하기도 한다.
지식의 부족, 차별화된 노동력의 필요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시장상황은 임농복합경영에 더
많은 불확실성을 가져온다. 따라서 어떤 전문가들의 경우 회의적인 입장을 갖기도 하며, 이는
임농복합경영을 위한 기술과 모델 개발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 제공을 제한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연구와 농업 발전을 위한 노력이 단기 단일작물 재배에 치우쳐 있으며,
임농복합경영을 통한 다양한 재배방식에는 관심이 부족하다. 임농복합경영의 조건들
(예를들어 내음성, 뿌리 형태학, 구조 생물학)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나무는 농작물에 비해 생장과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거나 다양한 변수를 갖기도 하는데,
이는 더 나은 임업적 생산으로서의 접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종자 선별,
양묘, 그리고 영양 번식 등에 대한 정보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농부들은 저절로
발아된 나무들을 보호하거나 옮겨 심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게 된다. 특히, 종묘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을 충족시키는데 요구되는 시간을 줄이기 어렵다.
농장에서 나무들을 관리하는 몇몇 혁신적인 방법들(토질 향상을 위한 간작, 휴경)은 대부분의
농부들에게 아직 소개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 고유 수종을 제공하는 묘포장도 거의 없다.

사례 4 – 부족한 연구와 기술 확대
지역 농부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연구와 기술의
확대는 필요가 없게 된다. 임농복합경영의 실패
사례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을 간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해외 종들과 집약적인 기술력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근거로 하는 임농복합경영은 여건과 장소가
달라지면 대부분 적용하기가 어렵다.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는 이따금 종들간의
공생관계와 종과 토양간의 상호관계에 대해
연구하는 데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남부 카메룬에서는 휴경 재배의 도입이
성공적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곳의 농부들은 토지
이용의 어려움이나 목재 부족과 같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토지를 새로운 용도로 바꾸어야 하는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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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지 않는다. 이와 비슷하게, 소로 재배 방식은
서부 아프리카의 다습한 지역의 시범사업에서는
성공하였지만, 더 건조한 지역으로 전파되지 못했다.
연구와 기술의 확대는 생물학적인 효율성에만
집중되어서는 안되며, 그 기술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 가능성, 생산량 대비 노동 비용 등 경제적인
실현 가능성도 분석해야만 한다. 연구와 기술의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실제 그 기술을 사용할
참여자들에게 적용 가능성, 실용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

1장 - 임농복합경영: 전략과 정책

이러한 상황은 종종 임농복합경영의 성공 사례에 대한 홍보 부족, 임농복합경영의 생산성과
수익성 향상을 위한 투자 부족, 그리고 농업과 관련된 사람들의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
부족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 모든 이유는 나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훈련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책과 재정가들은 임농복합경영을 하는 경우 산림 부산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고 나무로
인한 토질 향상과 같은 환경적인 이로움이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농업이나 임업
생산 방식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다. 농경지에 나무를 심는 것이 곡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선입관이 이미 퍼져있다. 하지만, 인도 북서부의
소작농들은 지역에서 인기가 있는 나무들을 밀과 보리 농장에 광범위하게 함께 심음으로써
어떠한 곡물 생산의 손실도 없이 수익을 상당히 증가시켰다. 그러나 아직까지 임농복합경영이
농업과 다른 종류의 토지 이용에 비해서는 부수적인 활동이며 임농복합경영에 종사하는
농부들을 단일 경작 재배를 하는 이들에 비해 열등하고 구식으로 보는 것이 임농복합경영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다.

토지 사용권과 나무 관리의 불확실성
개발도상국의 경우 토지 사용권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토지를 이용하거나
토지에 대한 권리 관계에 있어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나무를 심는 경우, 나무에 대한 권리가
비록 토지의 권리와 별개일 수도 있으며, 토지와 나무에 대한 불분명한 사용권 역시 사람들로
하여금 임농복합경영을 도입하거나 지속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
토지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임농복합경영과 같은 장기간 투자를 방해한다. 특히, 토지에
대한 권리가 법에 의해 분명히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그 어떤 종류의 조치라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와 토지 사용자 사이의 충돌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특히 그렇다
다양한 유형의 토지 사용권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많은 경우, 특히 이주민과 같은
소작농들의 임산물들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나무들을 심거나 관리하지 않는다.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다면 수익 실현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나무에 대해 투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또한, 시기별 공동 방목했던 경우 토지 사용권에 대한
요구가 상충되거나 산불 등으로 인해 나무를 보호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국가에서는 대규모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지역 공동체의 불안정성을
더욱 높이기도 한다.
카메룬에서는 1974년 토지법으로 모든 시민들이 토지를 등록해서 소유할 수 있게 되었지만,
많은 도서지역의 주민들이 토지 허가증을 얻는데 거쳐야 할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그 결과,
지방 대부분의 경작지는 법적으로는 국가가 소유하며 비형식적이고 관습법적으로만 그 권리가
부여되고 있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주인 없는 토지에서 자라는 나무는 국가가
소유한다. 이런 상황에서, 농부들이 왜 농지에 나무를 심고 관리하려 하겠는가? 하지만, 만약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도 잠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면, 토지 사용자는 어떤 나무라도
심게 될 것이다. 아울러 토지 사용권은 하나의 변수로 수익에 대한 기대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나무나 임산물의 수확, 벌채, 판매를 제한하는 산림규제가 농지에서
나무를 기르는 것을 방해하기도 한다. 또는, 각종 산림 허가제도로 나무의 관리와 수확을
통제하는데, 이는 농부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나무를 관리하는 것을 방해한다. 어떠한
경우에는 관료주의로 인해 허가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수확 자체가 전면 금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보호 조치가 때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농부들이 농지에 묘목들을
심거나 나무를 보호하려는 의욕을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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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권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공통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법적이고 관습법적인 관례에서 모두, 더 많은 식량을 경작해야 하는 곳에서는(그래서 더욱
임농복합경영이 필요한) 곳에서는 여성이나 다른 취약 계층들에게는 토지와 자원으로의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사용법을 통해 개인 재산권을 얻는 것은 토지
사용에 있어 남녀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혁신적인
접근법을 요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인구밀도가 높거나 경제 활동이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개인이 농지를 소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그러한 경우,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임농복합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불리한 규제들
다양한 토지 관리와 복잡한 과세 체계 등 많은 법적 제약은 임농복합경영의 발전을 저해한다.
농업정책 대부분은 농업, 식량, 연료 생산품에 대한 대량, 대규모 접근방식을 지지하는 반면,
임농복합경영 시행에는 불리하게 되어 있다.
농업 생산에 적용된 세금은 임농복합경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2001년 이전
유럽연합의 일반적인 농업정책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 이때에는 농부들의 보조금은 단지
경작지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농지 사이에 나무를 심는 방식을
도입하면서, 모든 임농복합경영 방식들이 점진적으로 정책이 정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농업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산림과 토지를 제외한 모든 농지가 나무가 차지하는
면적과는 상관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세금 제도는 프랑스의 예(사례10)
에서 보듯이 농지에 비해 산림에 대한 혜택이 적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농복합경영 과제를 홍보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지원을 위한 농업부서와 산림부서의 협업과 같은 복잡한 연계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법적인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의도된 것이든 아니든 간에
대부분의 법은 대규모 농장이나 투자자에게만 이롭다.
임농복합경영의 발전을 목표로 한 경우라 할지라도, 어떤 규정들은 농장에 나무들을
도입하는 것을 제한하기도 한다. 필리핀의 경우, 대부분의 임농복합경영 운영자들이 여전히
소규모 농부들임에도 임농복합경영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은 50ha 이상을 경작하는 이들에게
공공 지원을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야간 협력 부족
임농복합경영은 농업, 임업, 축산, 지역개발, 환경, 에너지, 건강, 물, 산업 등의 여러 분야가
얽혀 있기 때문에 빈번하게 정책적인 갈등과 무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전이
저해되거나 임농복합경영에 반대되는 정책들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정책이 관료 체계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정책 입안자들과 농부들 사이의 불신이 커지게 된다.
많은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임농복합경영은 모든 분야에 속해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며 정부 조직의 어디에 속하거나 고유 정책도 없다. 즉,
임농복합경영은 발전이나 통합을 주도하는 어떤 기관도 없이 농업, 산림, 그리고 환경 부서
사이에 놓여 있다.
농업 부서들은 경작지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농업 정책은 농장과
농지에 나무를 심을 수 없게 하기도 한다. 일부 산림 부서들은 농장에서 좋은 품질의 목재가
생산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원목으로 쓰이지 않는 나무를 기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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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농복합경영을 하는 것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 하지만, 산림 부서들은 주로 모든 종류의
나무들의 종자나 묘목을 생산하고 육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환경 부서들은 열을 맞춰
심거나, 집약적으로 관리하고 잡초를 화학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다.
임농복합경영의 발전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부서에서 조차 이러한 이분법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말라위에서는 1997년 산림법과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환경정책에서 모두
임농복합경영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농업 정책들은 여전히 경작지 확대를
우선하고 있으며 산림 정책은 산림보존과 재조림만을 내세우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책과 과제들의 조화를 위해서는 지역개발, 토지사용, 농업, 임업, 환경,
재정산업 등관련 부서의 정책적 관심과 통합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나 지방 모두에서
요구된다.

왜 정책을 통해 임농복합경영을 촉진하거나 규제해야 하는가?
임농복합경영의 경우 기술적인 측면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농부들이 임농복합경영을
채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적 요인들 또한 중요하다. 이것은 임농복합경영의
발전에 있어서 정책과 제도적인 상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농복합경영의
경우 장기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공백이 있거나 정책으로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임농복합경영은 자주 정책과 국가 및 지역간의 조율이 이루어져야만
촉진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임농복합경영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

임농복합경영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제약들을 없애기 위해서
좋은 정책은 국가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적, 사적 활동을 보장해주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한다. 임농복합경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연구를 근거로
개발한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 그 기술이 정책적으로 규제되어서는 안된다. 많은 경우에서,
정책적 실패는 여러 중요한 다른 사안들을 중단시키므로 임농복합경영을 제한하는
사항들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

임농복합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농복합경영은 환경적, 생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들어, 수원 보호, 토양과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변화 대응과 재정 부담 저감 등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보다 많은
정부차원의 참여가 없다면, 임농복합경영에 대한 개인들의 투자 수준은 언제나 사회가
요구하는 최적의 수준에 미치지 못 할 것이다.
임농복합경영이 제대로 계획되고 시행되면, 특히 경관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주민들이 의지하여 살아가는 생태계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적, 경제적 서비스들은 시장에 의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며, 임농복합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생산과 토지이용 방식의 비용을 떠안아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농지에 나무들을 도입하는 임농복합경영에 대한 기술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은 환경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 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일부 임농복합경영의 모델들도 정책적인 지원없이는 투자가 저조하여 지속되기
힘들 것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사하라 주변부에 위치한 몇몇 초원지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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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관들이 기존의 방목 관리 전략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방목의 증가로 나무를
재조림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사례 5 – 중국의 “퇴경환림(Grain for Green)” 정책: 나무를 심는 농부들에 대한 보상
퇴경환림(GFG)은 침식, 홍수 그리고 지방
빈곤을 완화하고자 고지대를 녹화하는 것을
목표로 1999년 중국에 도입되었다.
이 정책은 곡물, 묘종 그리고 보조금의
지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계를 첫 5~8
년간 시행된 후, 다시 5~8년에 걸쳐 3천만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경사면에 위치한
그들의 경작지 일부를 산림이나 초지로
전환하도록 한다. 이러한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법은 환경 서비스에 대한 보상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개정되었다.

©ICRAF/photo archive

지방 정부로 하여금 운송과 교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 정부는
퇴경환림(GFG) 정책으로 인한 공공 세입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재정을 지방으로
이전하였다. 해당 시도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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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퇴경환림 정책은 상명하달식 절차를
사용하였다.
과제의 핵심 시행자인 농부들의 이익이 특히
높았으며, 보상의 수준은 때때로 이전의 농업
수익을 초과하기도 했다. 그러한 상황들은
2001년 이후 주로 유실수 사이에 작물을 심는
방법을 통한 임농복합경영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끌었다.
2010년까지 퇴경환림(GFG) 정책은 20개
지방에서 1,500만ha 이상에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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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익환수 지연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새로운 생산 방식이 이전의 방식과 같이 생산하는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빈번한
생산 방식의 변화는 생산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한다. 나무를 경작지나 초지에
심은 후 수확할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더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 소규모
농업종사자들이 민간의 신용대출 기관들은 이용하기 어려운데, 특히 장기 투자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대부분의 농부들은 그들의 수입이 단기적으로 감소한다고 인식하게 되면, 나무를
심거나 복원하려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의 많은 부분이 모두에게 이로운 공공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공동체 참여도
제공되는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와 그 기간 동안 작물 생산의 감소에 따른 수익의 손실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공공 정책들이 필요하다.
정책적 지원이 보다 시급한 몇몇 영역들이 있다. 여기에는 제도의 개혁, 토지 사용권의 안정적
확보, 그리고 자원 정보(유전학, 재정), 시장 그리고 장려 정책 등이 포함된다. 또한, 규제개선도
포함할 수 있다. 이를테면, 국가 차원의 산림 과제 추진과 법적 규제, 세금 체계와 같은 경제적
수단, 현물과 재정 장려 정책, 환경 서비스 지불제 운영, 그리고 교육과 기술적 지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모든 경우에서, 정책의 주된 목적은 나무를 키우는 소규모 자작농들의 수익을
증대하고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있을 것이다. 또한 임농복합경영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정책 활동도 필요하다.
임농복합경영을 위한 특별 기관이나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 내기 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정책의
운영체계나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임농복합경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서,
경제 혹은 농업 정책의 그림자 효과는 임농복합경영 촉진을 위한 특별한 조치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규제 개선만이 해결방법이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법에만 의존한 임농복합경영은 발전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이해 관계자가 만들어 적용하는 규제, 경제 장려책, 그리고
관련 정보의 건전하고 통합된 합의로부터 임농복합경영은 발전할 것이다.

사례 6 – 잠비아의 개선된 휴경지 관리: 법의 한계점
덤불에 불을 지르고 가축을 방목하는 것은
동부 잠비아에서 휴경지에 나무를 심는 것에
주된 걸림돌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1995년에
부족장들은 지역 조례를 제정하여, 가축 소유주로
하여금 동물들을 무리짓게 하고 건기에는 덤불을
태우는 것을 금지하였다.
한 연구(Ajayi and Kwesiga, 2003)에서는 이 정책은
많은 이유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들판에 불을 내는 사람들에게 조례 효과가
미치기 어려우며 조례에 해당하는 여러 다른
부족원들간 권리와 의무에 관한 각기 다른 해석,
조례의 목표에 대한 이해 부족, 지역 지배층의
낮아진 권위로 인한 도덕적 설득의 제한, 시행에

대한 불분명한 책임, 휴경지에 대한 지역 공동체와
개인 소유권 간의 갈등 등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그러한 한계점들이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하기 위한 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어떤
경우에서든, 임농복합경영을 장려하는 모든 정책은
장기적인 환경 영향과 다양화된 농업형태가
주는 경제적인 이로움에 대해 농부와 다른 이해
관계자들의 쟁점을 다룰 필요가 있다. 이것을 위한
경제적인 운영 체계와 정보 수단 모두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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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농복합경영 발전의 주요 원동력
임농복합경영 발전의 주요 원동력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내부적이다.

상황적 원인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와 제도적 전반적인 상황이 임농복합경영의 발전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상황은 한편으로는 생태적 원인과 결합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요인들과 결합한다.
제한된 경작지에 인구밀도가 높을 때, 토지 사용을 최대화하려는 것은 기존 농업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토양의 질을 좋게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임농복합경영은
토지의 미래 생산 능력은 보전하면서 다양한 생산물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된다. 임농복합경영은 생산 방식의 변화를 지원하거나 임산물 생산이 가능하며
산림이 없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 가장 효율적일 수 있다.
도시화와 산업화는 다양한 생필품들이 거래되는, 성장하는 시장이다. 산림 황폐화가
진행되는 곳에서는 임농복합경영 방식으로부터 얻어진 생산품에 대한 요구 또한 높다. 특히
유기농이나 친환경 인증과 이와 같은 것들이 표시된 제품이 인기있는 시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추가적으로, 몇몇 지역의 소규모 농민들은 높은 가격과 보조금 부족으로 무기질 비료를
사용할 수가 없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상황이 이러한데, 이러한 상황이 임농복합경영을
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 임농복합경영의 한 형태인 나무를 심어 담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사유지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모호한 토지 경계선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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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임농복합경영의 장려 정책에서 외부 요인들이 임농복합경영 내부 요소보다 실제
임농복합경영의 실행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1장 - 임농복합경영: 전략과 정책

내재적 발전 가능성
임농복합경영의 발전은 임농복합경영을 장려하거나 제도를 일찍 도입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중소규모의 생산자들이 토지 활용이나 임산물 시장으로의 접근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활발히 임농복합경영에 참여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농부들은 서로의 경험을 비교하고,
임농복합경영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들을 교환할 수 있다.
기업이나 무역 연합과 같은 민간분야에서의 교류도 과일과 같은 비교적 고수익 제품을
생산하는 임농복합경영에 대한 의식을 싹 틔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휴경지에
나무를 심거나 사료 목적의 관목 식재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임농복합경영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어야 한다.
지방 공동체가 활발히 활동하는 경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임농복합경영이 발전할 수 있다.
공동체의 산림 관리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다양한 방식들의 통합과 최적의
토지이용에 도움을 준다.

임농복합경영을 장려하는 정책
정책은주로 유리한 경제적,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개인과
지역의 활동들은 이러한 것에 큰 제약 없이 이뤄질 수 있다. 보조금 정책과 같이 장기적으로
시장을 확보하거나 경제적인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 장려책들은
농부들의 임농복합경영 참여를 도와준다.

©FAO/Seyllou Diallo

나무를 심는 사람의이등록과 같이 개인이 통제받는 경우, 지역기관들이 활발한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책만으로는 임농복합경영이 발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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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농복합경영: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성공 사례들로부터 얻은 교훈들
정부차원에서 임농복합경영을 지지하는 국가들의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농부들에게 이로운 혜택을 주는 곳에서만 존재하는 임농복합경영
임농복합경영은 그것이 농부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때에만 성공적이며 지속가능하다.
만약 일시적인 현상이라 할지라도 초기에 수입이 상당히 감소하는 경우, 임농복합경영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 대부분의 농부들은 수익이 실현되기까지 오랜 기간동안 투자하지
않는다. 초기 수익 차이를 보전해주는 전략들이 임농복합경영 방식의 채택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리오 그란데 도 쑬에서는, 야자나무와 함께 바나나를
경작하는 소규모 자작농들은 더 좋은 유통 경로를 통해 더 높은 가격에 임산물을
판매함으로써, 화학적 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아 감소한 생산량을 보전한다. 일반적으로,
경작 중인 들판이나 초지에 나무를 새로 심으려고 한다면, 농업을 집약적으로 하고 나무
밀도는 낮게 식재하면 단기적으로 수입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
나무와 임산물들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수익이 증대될 것이다.
비록 장기적으로 사회적, 환경적 이익이 기대되는 다른 정책이 있다 할지라도, 단기적으로
수익이 감소할 위험이 많은 경우에는 농부들에게 이익이 되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나무 생장을 고려하여 모든 단계에서 작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여러 작물들을
순차적으로 기르는 것을 계획할 수 있다(예를 들어, 나무가 어릴 때에는 빛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을, 그리고 나무가 자라서는 그늘에서도 잘자라는 작물을 기른다). 임농복합경영
대부분의 성공사례가 정부의 재정투입이 있는 경우 가능하였던 것을 볼 때 임농복합경영에
있어 경제적인 요소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 7에서와 같이 민간 분야는
비록 의존적일지라도 임농복합경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묘목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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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주도하여
니아메이를 둘러싸고 있는 아카시아
세네갈, 아카시아 세얄 지역의 200ha 땅에,
상업적으로 가치가 높은 아라비아 고무가
심겨졌다. 약 4만 그루의 묘목이 농부들에게
무료로 제공되었고, 해마다 차이는 있지만
8~20톤의 생산에 고무의 수출은 연간
1,500~2,000톤에 다다랐다.
초원 지대를 복원 가능하게 한 이러한
노력들은 생산물을 분배하는 기업들의
수익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농부들에게 묘목을 무료로 배포한 것이 좋은
방책이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혁신적인 활동이 장려되기 보다는
경제적, 기술적 의존성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례는 지방에서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것이 시장의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FAO/Seyllou Diallo

사례 7 – 니제르에서의 아라비아 고무 홍보

아카시아영업. 고무와 송진을 생산하는 국가
(부르키나 파소, 채드, 케냐, 니제르, 세네갈, 수단)
에서 식량 안보, 빈곤 완화, 그리고 토양 황폐화
방지에 도움을 줌. 아카시아 나무를 기르는 지역
주민이 가공 공장에 판매할 수액 또는 아라비아
고무를 보여주고 있다. (FAO 사업)

토지 사용권 보장의 중요성
다른 농업방식들 이상으로, 농장에 심겨진 나무들도 토지 사용권 보장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일년생 작물에 비해 임농복합경영은 그 기술을 적용하고 채택하는데 필요한 소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재산권 보장이 또한 다른 농업 방식에 비해 중요하다.
토지 사용권 보장은 농지에 나무를 심으려는 농부들의 투자 전략을 지원해 줄 수 있다. 토지
사용권이 보장된 경우에만 농부들은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다. 불확실한
토지 사용권이 있는 환경에서 임농복합경영이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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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농복합경영은 소규모 자작농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산림 관리가 연계되고 공공
기관의 지원을 받을 때 촉진된다. 임농복합경영 방식에서는(예를 들어 과실수와 초지나
커피, 코코아를 함께 재배하는 경우), 토지가 누구 명의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관례적으로 토지 사용체계에서 개인 권리는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역 주민들에게 그들 스스로 토지 사용 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만
주어진다면 공공 재산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질 수 있다. 임농복합경영은 사실상 토지
사용권을 둘러 싼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이 된다. 임농복합경영은 토지를 둘러 싼 경쟁이나
그 사용권을 놓고 중첩이 일어났을 때, 농부들의합의를 유도하고 목축업자와 농장
경영인들간의 상호협력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나무를 울타리로 심는 경우 농부들 사이의
재산권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임농복합경영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연결
임농복합경영은 특히 농업, 환경, 산림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결정권자들의
협력과 조화를 필요로 한다. 다양한 공공 서비스들간의 연결은 특별히 어떤 절차를
지원하려고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농업 부서의 장은 식량 생산 증대만을 원하고, 산림
부서의 장은 농장에 나무를 심는 것 등 산림 자원을 증대시키는것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두
가지 다른 관점은 갈등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산림 부서는 현장에서 좋은 나무를 선별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농장이나 하천주변 지역에 알맞은 수종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농업 그리고 환경 부서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사례 8 – 말라위의 임농복합경영 국가조정위원회(NSCA)

임농복합경영 국가조정위원회는 농업
연구와 국토자원보존을 담당하는 부서가
함께 1993년에 만들었으며, 임농복합경영과
관련된 논의들을 다룬다. 다양한 정부 기관,
비정부기구 및 임농복합경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임농복합경영국가조정위원회는 성공
사례들을 전파하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현장과 접목시킨다. 또한 연구에 우선 순위를
두고, 흥미로운 기술들을 평가하여 보급한다.
이 위원회는 연구 결과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실패했거나 한계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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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보급되지 않도록 하여 반복되는
실패를 줄여준다. 국가 산림 정책 내에서
임농복합경영 전략 강화 지침과 같이 전략이
필요한 경우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탄력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되는
정책 유형은 기존의 제도를 변화시키지
않고도 정책을 장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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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경영 강화를 통한 임농복합경영 촉진
FAO는 ‘State of World’s Forests 2005’에서 많은 국가의벌목 금지가 농장에 나무를 심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열대 지역의 경우 농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종에 대해
벌목과 관리를 강도 높게 제한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 농지에 심어진 나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제를 완화 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반면에, 천연림내에서의 벌채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불법 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처벌은 나무를 농지와 결합시키는 훌륭한 동기가
된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기업들은 목재 공급의 새로운 원천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로 인한 목제품 가격의 상승은 농부들로 하여금 나무를 기르는 일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데, 이와 같은 사례는 인도와 케냐에서 산림에서 벌목을 금지한 후 나타나고
있다.
농작물과 임산물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대상이 아닌 경우, 자원을 잘 사용하려는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 통제되지 않은 이동농업과 불법 벌채가 임농복합경영과 같이
규제를 받는 경우에 비해 노동 생산성이 높다. 산림 자원이 임산물과 토지로 언제든 사용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한, 그리고 규제와 관리 감독이 느슨하다면, 이동농업을 하고 있는
농부들은 생산을 증대하려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에서는 특별한
시기에 쥐를 쫓거나 초지 재생을 위해 초지에 불을 내는 것에 대해 통제하지 않거나
방관함으로써 그곳에 나무가 심겨지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불을 내는 것을
더 잘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임농복합경영의 발전을 도울 것이다.

©ICRAF/Charlie Pye-Smith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산림에 대한 규제가 약한 경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산림 가치는 낮아지게 되며, 이는 결국 산림 공급과잉과 농지 공급부족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 통제가 느슨한 지역은 불안정하고 결국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며,
임농복합경영과 같은 복잡한 통합 체계를 장려할 수 없게 된다.

탄자니아: 신얀가 토양 보존 과제.
인공림은 농부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제공한다.
(국제임농복합경영센터(ICRAF)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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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정책 실행을 위한 열 가지 제안
수년간 얻은 교훈으로부터, 효율적인 임농복합경영 정책 추진을 위한 몇 가지 일반적인
원칙을 이끌어낼 수 있다.
• 재정지원의 부족이 임농복합경영 방식을 채택하는데 있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는
농지와 경작의 규모가 작고, 농부들이 나무를 심거나 천연림을 관리할 때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방법을 채택하며, 위험 부담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무료로 묘목이나 비료를 제공하거나, 농부들에게 나무를 심도록 돈을 지불하는
방법은 우수한 유전자를 개발하고 전파하려는 의지를 저해하고, 민간 영역의 양묘장
발달을 억누르며 의존성을 키우게 되고, 과제 종료 후 나무를 심으려는 의지를 꺾는다.
정부는 장단기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임농복합경영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때
개입할 필요가 있다.
• 빈곤 완화, 식량 안보, 남녀 평등과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라는 주요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임농복합경영을 촉진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 경우,
임농복합경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 임농복합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공공 정책은 단순히 규범을 만들어내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되며, 임농복합경영 발전을 위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련의 행동과
방법을 모두 보아야 한다. 토지 소유주간 관계, 정보 접근, 적절한 기술의 보급, 민간과
공공의 협력 그리고 환경 서비스와 관리에 대한 보상 체계가 규제보다도 더 중요하다.

2009년, 산림황폐화에 대처하고 농부들에게
나무를 심어 경작지를 좀 더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정부는 모든 경작지의
최소 10퍼센트에 나무를 심어야 하는 농지임업
규제를 제정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역의 농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기금이 지원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해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임농복합경영에 필요한
나무 종자와 묘목 공급을 증가시키는 다양한
방안들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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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9 – 케냐의 임농복합경영 정책

케냐, 키수무 – 도시내 임농복합경영의 장점을
알아보기 위한 시범 조치로 임농복합경영 기술을
키수무 시내와 근교의 농지 운영에 통합시키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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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요성을 알려라
농부들과 국제 사회가 임농복합경영의 이로움을 알게 하여라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은 현장 과제를
수행할 때 농부들에게 지원할 재정적인
장려책을 평가하는 경우에 특히 더 중요하다.
그 지역에 가장 적절한 임농복합경영의
방식을 정하거나 정책적 지원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된 기준과 지표를
설정하는 토론을 하는 경우에는 보다 정확한
비용과 효과를 수치화할 필요가 있다.

©ICRAF/Charlie Pye-Smith

정책 결정자들은 임농복합경영이 좋은
해결책이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기
위하여, 정밀한 증거와 상당한 양의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임농복합경영의 중요성이
농업과 임업 분야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이런
일은 관련 분야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임농복합경영의
비용과 효과가 수치화되어야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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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황을 변화시켜라
불리한 규제, 법적 제약조건, 제한적 재정 구조를 평가하고 개정하여라
임업, 농업 분야나 지방의 특정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법 조문이 임농복합경영의
발전을 제한하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식민시대부터 시작된
벌목 금지, 임산물의 운송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나무 보호 정책, 토지와 산림 사용권
등에 대한 정책과 전통들은 폐지 혹은
수정되어야만 한다. 그것들은 임산물 시장의
발달과 나무를 기르는 것에 대한 농부들의
관심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지역에 상관없이
산림과 관련된 규제가 나무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곳에서는, 농부들이 그들의 나무
사용에 관한 제약과 복잡한 허가 절차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일어났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니제르에서도
보여지는데, 국가가 가진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풀어주자 농부들이 관리하는
천연림 복원이 촉진되었으며, 이로 인해 500
만ha 이상의 새로운 초지정원이 생겨났다.
농업, 임업, 환경분야의 규범이
임농복합경영의 발전을 방해할 때 그것을
개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 정책이
어떻게 임농복합경영을 제약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런 후에, 가능하다면, 규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 편이 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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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Ami Vitale

코스타 리카에서는 상업적 조림을
위해 인공림에 제공되던 장려책에
임농복합경영이 포함되자 눈에 띄는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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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를 확보하여라

토지사용 정책의 목적과 규정을 명확히 하여라
사용에 대한 불안정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곳에서 점차 많이 사용되고 있다.
어떤 경우, 법은 이러한 사용권 규제를
개정하여 농부들로 하여금 임농복합경영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하게 토지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되도록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경우에서는, 임대와
소작농간 계약을 임농복합경영 실행에
유리하도록 수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자연자원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조건부로 임대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임농복합경영을 지역
계획과 마을의 토지 사용 및 관리와 연계하는
방안들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생태적인
상황에 따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토지
관리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칙에 따라 그 사용이 증진될 수
있다. 어떠한 토지 사용 방식이 채택되든,
명확히 명시되고 지역에서 지속 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FAO/Luca Tommasini

토지 사용권의 안정적 확보는 임농복합경영
발전의 전제조건이다. 이것은 반드시 완전한
토지소유를 통한 토지 사유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그럴 경우 빈곤 감소와 남녀 균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며, 토지소유가 토지
사용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다), 공동체의
규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토지 사용권 보장은 사회의 공정성을
위해 꼭 필요하며, 정부는 이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농부들이 토지와 토지에
포함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개정하는 것 일 수도 있다. 이는 토지와 나무
사용권의 연계, 농부를 보호하는 법적 기준의
개발 그리고 나무에 대한 권리와 책임의
발달을 포함하게 된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토지 소유를 명시하는 것이 반드시 최고의
방법은 아니다. 연구에 의하면, 관습적인
토지 사용이 나무를 지속적으로 가꾸면서,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형식적인 절차는
감소시키기도 한다. 토지 소유 증서를
제공하는 새롭고 저렴한 방식은 특히 토지

23

4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여라
지역 발전을 위해 나무의 역할을 인정하는 농업 정책을 논의하여라
많은 국가에서 농업과 임업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전혀 다른 정책 방안과
체계로 유지된다. 농업의 재배 기술과 경제
모델은 일년생과 다년생 작물의 단일 경작을
기반으로 하며, 임업을 기반으로 한 조림지는
분리한다. 농업의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역할에 대한 고찰은 이 모델을 비판하면서,
지역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새로운 접근법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임농복합경영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강화된
농업 방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FAO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 보존 모델에서도,
임농복합경영을 단순한 산업 생산이 아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환경을 보전하면서 경제 활동과
사회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농업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정책은 세금 개혁,
초지의 통합 관리, 지역의 재건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
프랑스(사례 10)와 같은 몇몇 사례를 보면,
농업에서 나무의 역할에 대한 상당한
인식 변화가 과학자들과 생산자들의
노력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프랑스
임농복합경영연합(AFAF)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의사결정권자들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사례 10 – 프랑스: 나무의 역할을 인정하는 새로운 농업 정책
프랑스에서는 다소 늦었지만, 2000년에서 2010
년 사이에 임농복합경영이 공공 수단으로
장려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2001년, 유럽에서는 나무 사이에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승인되어, 임농복합경영이
유럽연합의 농업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4년, 유럽연합위원회는 44번 조항을
만들어 임농복합경영을 지지하였다. 이 조항은
222번 법안으로 알려지기도 하였으며, 효력 발생
전에 먼저 국가 혹은 지역 개발 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06년, 1ha당 50그루
이하의 나무를 조성하여 관리하는 임농복합경영
지역의 경우 유럽연합의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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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222번 법안을 국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어려움을 표현하였으나, 프랑스
임농복합경영 연합의 노력으로 2010년에 법안이
채택이 되었고 1ha당 30~200그루의 나무가
있는 임농복합경영지에 보조금을 주게 되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농지의 나무들은 생산
인자로 여겨지며 보조금 지급 대상 면적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그 이후로, 비록 담장 역할을
하는 나무들의 경우는 규정에서 제외되지만,
임농복합경영지를 농업지역으로 완전히
인식하게 되었으며, 세금과 재정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자금지원 업무를
지방에 양도했는데, 이로 인해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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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효과를 높여라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야간 협력체를 구성하여라
정부를 의사 결정 과정에 좀더 참여시킬
수 있다. 임농복합경영은 주로 농지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농업 부서들간 협력도
필요하다.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마련한
종합적인 토지 사용 계획은 필요한 분야간
협력과 타협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정부 내의 다른 행정 단계에서 형식적이거나
관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운영상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접근법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임농복합경영 등 토지 관리
및 사용 방법에 변화를 꾀할 때,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임농복합경영은
도시와 지방을 한데 모아야 하며(영역적
접근법), 다양한 생산 체계에 기여해야 한다
(지형적 접근법).

©ICRAF/Wendy Stone

대부분의 경우, 제도를 바꾸거나 관련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서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분야별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자문 기구 설립과 정부 부처 및
부서 구성원들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직 구성은 많은
국가에서 그러했듯이 공식적인 정책 발표
이전 뿐만 아니라, 정책 발표 승인이후에도
이루어져야만 한다. 자문 기구가 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전략을 명확히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수의 이해관계자 간의
포럼과 부처간 회의는 다양한 정부 부처의
계획과 실행을 조정해 줄 수 있으며, 공공
기관과 여러 관계자들간 협력을 통해 우선
순위와 전략을 정할 수 있다. 지방 분권의
경우, 지방 정부는 임농복합경영 발전을
위해 방법을 조정하고 여러 분야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전략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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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려책을 제공하여라
환경 서비스에 대한 댓가를 지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라
임농복합경영은 나무에 대한 모든 가치가
고려될 때 더욱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하게
추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농지에
나무를 도입하는 농부들은 그들이 전체
사회에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
보상받아야만 한다. 많은 임농복합경영의
실행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조금(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는 지역 단위 보상금에 대한 일괄식
지급), 세금 감면, 비용 공유 프로그램,
창업대출이나 현물 지급식 전달(특히, 서비스
연장과 기간시설의 확충)의 형태를 띄는
재정적이거나 다른 여러 유형의 장려책을
통해 촉진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장려책들은 농부들과 다른
토지 사용자들이 임농복합경영을 채택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다른 유형의 장려책으로
임산물과 지속 가능하게 생산된 여러 생필품,
그리고 대기중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다는
탄소배출권 등 환경 적합성에 대한 인증서가
있다. 지역 수준에서는 전체 토지 사용에
대한 인증 또한 가능하다. 이런 경우, 인증된
지역에서 나온 모든 생산물(나무, 가축,
작물, 부산물)과 서비스(환경 관광)는 환경
서비스에 의해 발생되는 부가가치로 인한
여러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부가
가치는 인증을 통해 활동을 평가하는데 일부
사용될 수 있다.
장기 신용대출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나무를 심는 농부들이 얻을수 있는 이익은
수년이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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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의 기한 연장은 중요하다. 나무로
인해 대기중 감소한 탄소량이나 다른
환경서비스의 가치를 대출 이자를 갚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어떤 지원 체계든지 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이며, 일관성을 갖도록
만들어 야 한다. 지원 방식은 간단하고,
투명하며, 유연성과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브라질에서는 사회•환경적 발전을
위한 지역프로그램이라는 환경서비스
지불제도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이는
연방정부가 자기 지역의 산림을 보전하고
임농 생태학의 원칙을 준수하는 농부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였다. 그러나 농부들에게
주는 지원금과 관리 감독의 부실로 인해
실패하였다.
정부의 역할은 이해관계자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에 있다.
환경서비스 지불제에 대한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있다. 관리 통제에 대한 믿음과 확신, 자금
관리의 투명성, 강력한 법제도, 정치적
안정성,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현행화,
그리고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에 의한 혁신
등이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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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1 – 환경서비스 지불제(PES) 경험: 코스타 리카
위한 이러한 방식은 특히 임농복합경영으로
코스타 리카의 국유지와 사유지에 신규조림과
재조림을 확대 하는것에 크게 기여하였다. 지난
8년간, 1만개 이상의 계약이 임농복합경영에
대한 환경서비스 지불제(PES)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농지에 35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은 것과 같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농부들이 직면한 주요
문제 중에는 이체 비용(지불된 비용 중 27%)과
환경서비스 지불제(PES) 적용 과정에서의 행정
처리 지연이 있다.

©ICRAF/Tito Marcos

코스타 리카는 환경서비스 지불제(PES)에 있어
가장 발달된 국가이다. 국가의 산림 재정 기금이
1996년 탄화수소 소비에 부과된 세금을 통해
조성되었는데, 이중 일부는 법에 의해 산림
활동의 보조금으로 지급이 된다. 이것이 2002
년과 2005년에 1ha당 나무 수를 규정하면서,
임농복합경영에까지 범위가 확장되었다. 범
정부적이고 국제적인 지원에 힘입어, 국가의
산림재정 기금은 중소규모의 생산업자들에게
신용대출과 여러 방식의 자금지원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 농지에 나무를 심는 것을 늘리기

27

7 시장을 개발하여라
농지에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것은 농부들이
임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이용할 수
있을 때에만 수익성이 있다. 임농복합경영을
장려하는 정책은 시장에 대한 이용 증진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임산물에
대한 시장 정보도 포함된다.

국내 시장은 특정 생산물 시장에서 소규모
임농복합경영 생산자들을 위한 경제적
편익을 제공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시장을
통해 그들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효율적으로 자연자원을 보호 관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임산물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중요하다. 시장은 또한 나무관리와 천연림
파괴를 막으며 나무들의 가치를 높여 토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 가정이나 시장의
임산물이나 산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조림 장려 정책 수립시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시장을 찾아내고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은 농지에서
나무를 기르게 하는데 효과적인 장려책이 될
수 있다.

소규모 농장의 시장 참여에 대한 정책적인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관련 산업의 발달을 위해 공정하고
개방적인 시장을 마련하고, 거시경제의
안정성, 투자 친화적인 전략과 기간산업의
개발을 제공하며, 농부들과 함께 정책 추진을
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

©FAO/Luca Tommas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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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들의 임산물 시장 이용을 활성화하여라

28

2장 - 임농복합경영: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8 방법론을 전달하여라
이해 관계자들에게 정보를 확산해라
임농복합경영은 농업인 연합의 지지와
농업인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와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농부들로 하여금 잘
관리된 임농복합경영은 장단기적으로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키려는 목적과 함께 할
수 있으며 대립 대상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지역에 적합한 나무를 심는 것은
임농복합경영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러한 수종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연간작물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비교하여나무에 대한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농부들은 남부 니제르의 수다노사헬리안지역 초지정원에서의 천연림
관리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생산자들이
참여하는 전략을 실행할 때 비로소
임농복합경영에 참여한다.

교육•훈련은 지역 조직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
임농복합경영에 대한 개념은 임농복합경영의
발전과 연계된 각종 요인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그것은 또한 국가와
지역의 임농복합경영의 잠재력을 연결하는데
필요하다. 그 개념은 미국 농무부(USDA)
(사례12)의 사례에서처럼 국가적일 수도 있고
지역적인 것일 수도 있다.
2005년 필리핀 환경자원부에 의해 시작된
고지대 임농복합경영 과제는 임농복합경영을
위해 농지를 개발하고 4백만ha의 황폐화
산림에 50ha 이상의 나무를 심어 생산성과
고용을 증대하여 빈곤을 감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농복합경영에 대한 정보 확산은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 확산 방법에는 기존 시범사업의
성공사례, 지역별 사업방법, 다양한 유형의
교육프로그램 등이 있다. 또한, 참여자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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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는 공식적으로 국가 소유
산지의 토지 사용권을 지역 공동체와
농부들에게 보장해 주는 몇몇 사회적 산림
개발 과제가 있는데, 이는 임농복합경영이
발전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동체를
기반으로 산림 관리를 함께 하기 위해
개발된 전략들은 임농복합경영의 발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이와 같은
전략들은 적절한 수준에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루기 때문이다. 정부의
인력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임농복합경영을 포함한 농업 기술의 전파는
농부들이 다른 농부들에게 정보를 전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례 12 – 공공계획은 임농복합경영을 촉진하는가? 미 농림부(USDA)의 임농복합경영 전략
2011-2016
미국에서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농부와 토지 소유자들이
임농복합경영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2010년 미 농무부(USDA)는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농가의 수익과
혜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경관적
접근법을 위해서도 임농복합경영은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경관적
접근법은 공동체를 위한 수질 향상과 보다 큰
개념의 생태계(예: 멕시코의 걸프만)적 접근,
생물다양성 및 홍수, 가뭄과 같은 기후 변화에
대한 농지의 회복력 증대를 포함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2011년에 미 농무부의 임농복합경영
전략 2011~2016에서 공식화 되어 임농복합경영에
대한 연구, 기술 이전과 적용 확대를 위한
청사진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임농복합경영 전략은 세가지 전략적 목표를
제시한다:
(i) 채택: 지역 이해관계자간 협력관계 증진,
전문가 양성, 국제적 교류 지원;
(ii) 과학: 수요 계획 및 조사;
(iii) 통합: 임농복합경영과 농업 정책의 통합, 성과
평가 및 경험 전달
미 농무부(USDA) 7개 기관 대표들로 이루어진
임농복합경영 추진위원회는 임농복합경영 전략의
시행 관리를 위해 설립되었는데, 세부적으로 40
개의 행동전략을 가지고 있다. 임농복합경영
전략은 미 농무부(USDA)의 임농복합경영 정책을
발달시키기 위한 것이며, 차후 농지법 안에서
임농복합경영을 정의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 13 – 임농복합경영 프로그램: 과테말라의 산림장려 프로그램(PINPEP)
산림과 임농복합경영 용도의 소규모 토지
소유자에 대한 산림장려 프로그램(PINPEP)이
2010년 과테말라에서 시행되었는데, 이는 15ha
이하의 소규모 농지에 나무를 심는 것을 장려하고
임농복합경영을 채택한 소규모 생산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해당 농부들은
조림을 시작한 해와 그 후 2년간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된다. 소규모 생산자들에게만 혜택을
제한하기 위해, 지원자들은 다른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만 한다. 빈곤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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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지자체를 우선지역으로 선정하였지만,
산림장려 프로그램(PINPEP)은 전국적인 단위로
시행이 되고 있다. 관리 위원회가 감독과 평가를
담당하는 기술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산림장려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다. 79개의 빈곤 지역에
거주하는 45,000명 이상의 사람들(여성 23%)이
산림장려 프로그램(PINPEP)의 혜택을 받고 있다.
시작 단계에서는 국제적인 기부자들의 지원을 받긴
했으나, 2012년 1월 이후로는 전액 과테말라 정부에
의해 자금이 조성되고 있다.

2장 - 임농복합경영: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9 이해 관계자를 포함시켜라
지역 사람들이 원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라
농축산인, 여성과 취약계층을
포함한 임농복합경영에 연관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새로운 기술 채택에 필요한
것들을 선정하는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는 정부 정책이나 과제에
임농복합경영이 포함되지는 않아도,
농부들과 지역주민들이 임농복합경영을
요구하기도 한다. 폭넓은 이해관계자와
자문단, 지역 기관들이 참여하여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임농복합경영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가와 시장이 원하는 산물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나무, 농작물, 가축간의 조합
뿐만 아니라 나무 관리를 위한 연구에도
특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은 체계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들을 정책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토지
정책과 법의 시행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몇몇 국가에서는, 공동체 주도로 혁신을 할
필요가 있다.
인구밀도가 높고 임농복합경영이 자리를
잡은 곳에서의 (예:아프리카의 초원지대)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역간 합의는 지역의
관습을 바탕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동체는 특히 농부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에는
경영 기술, 시장 생산물과 품질 기준 등이
포함된다. 지역의 지식을 확인할 수 있고

사례 14 – 지역 기반 과제는 임농복합경영을 강화시킬 수 있다: 캐나다 퀘백의 지역 협정
지역 과제를 지원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
재정은 임농복합경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지역 협정(Rural Pacts)’이 지방 발달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을 구성하는 캐나다의 퀘백주가
그 예이다. 그 협정은 지방 행정부와 지역
사무소간의 공식 협약으로 구성되며 특정하게
발효된 활동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을 받는다.
오스테-가스페시에 지역에서는, 이 협정이
임농복합경영을 상당히 증가시켰다.

이러한 사례에서, 공공 의사 결정의 상향식
절차는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임을 확실히
고려함으로써, 농부들이 임농복합경영을 더 잘
받아들이는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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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명하게 관리하여라
지방정부를 활동에 참여시켜라
어떠한 정책도 결정된 사항들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다른 전략들도 그렇지만, 임농복합경영은
지속성과 영속성이 특별히 요구되므로
적절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 체계가 약하거나 잘 시행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농지에 나무를 심어 제한된
구역에서 농업 생산량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주변 산림개간과 같은
불법적인 활동을 선호한다.
지방 분권화는 임농복합경영 발전과
관련이 있다. 분권화가 되면 지방의
기관들은 적절한 방식으로 의사 결정에
개입하게 되는데, 그들은 당면한 상황과
가능성, 그리고 문제점들에 대해 현장
지식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지역 단위에서
생산자들간 연결을 확대하고, 지역 단위의
권리를 보호하며, 국가 차원에서 재정과
토지 사용권을 개정하도록 한다. 다른

정책과 같이, 어떤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의 개정은 ‘제공자는 얻고/오염자는
지불하는’ 원칙과 시장에서 고려해야
하는것들을 함께 결합하여 만들수 있다.
이것은 농업과 임업 규제를 개정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데, 임농복합경영의 혜택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해결책은 기관간의 협조와
임농복합경영(그리고 다른 종류의 지방의
자원으로부터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이익이
지속가능하도록 최적화하는 모형들)을
장려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할
때, 더 효과적일 것이다.

사례15 – 임농복합경영: 당신이 열쇠다
국제임농복합경영센터(ICRAF)에서 주최한 세계
임농복합경영 회의에 100개국 이상의 대표들이
참석했다(1차 2004년 미국 플로리다; 2차 2009년
케냐 나이로비).
참석자들은 지난 30년간 임농복합경영의
과학적 기반이 상당히 발전하였음을 주목했다.
그들은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와의 연관성을
인식하며, 국가, 국제 기구, 민간 영역과 시민
사회 대표들에게 임농복합경영의 모든 가능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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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시행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을 모아줄 것을 요구했다.

프랑스의 예에서 처럼(사례10), 임농복합경영의
전파를 촉진하고 경제적이고 생태학적인 이득을
증가시키려는 공공 정책, 제도적 혁신과 전략은
의사 결정자, 과학자, 관련 관계자와 농부간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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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용어 설명
책무(Accountability): 정치적 행동가와
전문가들이 그들의 행동과 결정에 대해 사회
구성원에게 갖는 책임.
적응 관리(Adaptive management): 이전에
적용된 정책이나 실행의 결과물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워 정책 관리와 실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려는 체계적인 과정.
행정(Administration): 공정한 약속이나
명령에 따른 관리.
신규조림(Afforestation): 이전까지 산림이
아니었던 지역을 나무를 심거나 종자를 뿌려
산림으로 만드는 것. 조림은 산림이 아닌
지역이 산림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
임농복합경영(Agroforestry): 다년생 나무들을
의도적으로 농작물, 가축과 같은 토지 영역
안에서 공간적, 시기적 구분을 통해 함께
심는 것으로, 다양한 요소간의 생태학적이고
경제적인 결합을 위해사용되는 모든 토지
이용 체계나 방식.
바이오디젤(Biodiesel):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으로부터 얻어지는 순수한
형태 혹은 석유로 된 연료와 혼합된 형태로
만들어진 대체 연료.
탄소 제거(Carbon sequestration):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을 통해 나무, 풀,
그리고 다른 식물에 흡수되거나 식물(줄기,
가지, 잎, 뿌리)과 토양에 탄소의 형태로
저장되는 과정; 산림과 임산물의 탄소 흡수는
대기 중에 배출된 이산화탄소(산림의 황폐화,
산불, 화석연료 방출)를 상쇄함.
인증(Certification): 공인되고 위임 받은
개인이나 기관이 평가, 확인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특성, 특징, 품질, 자격 또는
상품과 서비스의 상태, 절차 또는 과정, 개인

또는 기관, 사건 또는 상황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입증하는 공식적인 절차.
인증(Certification): 공인되고 위임 받은
개인이나 기관이 평가, 확인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특성, 특징, 품질, 자격 또는
상품과 서비스의 상태, 절차 또는 과정, 개인
또는 기관, 사건 또는 상황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입증하는 공식적인 절차.
기후변화(Climate Change): 지구 대기 구성을
변화시키며, 인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기인하는 일정기간 동안 관찰되는 자연적인
기후 변화에 더 해지는 기후의 변화.
보상(Compensation): 서비스나 손실에 대한
지불이나 배상금으로 주어지는 것.
지역사회 기반의 산림 경영/관리
(Community-based forest management): 상업,
비상업적 목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산지와 산림 자원을 경영/관리하는 것.
계약 재배(Contract farming): 구매자와
농부들 간의 합의에 따라 수행되는 농업
생산으로 농작물과 다른 생산물들의 생산과
판매 조건을 결정함.
산림 파괴(Deforestation): 산림이 다른 용도의
토지로 이용되거나 나무가 10퍼센트 이하로
장기간에 걸쳐 감소하는 변화.
생태 관광(Ecotourism): 독특한 자연적,
생태학적 특성을 가진 특정 장소나 지역을
보는 여행. 이와 같은 여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서비스 제공을 포함함.
친환경적인(Environmentally friendly):
환경에 최소 혹은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다
여겨지는 상품과 서비스, 법, 지침과
정책들을 일컫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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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임업(Farm Forestry): 농지에 작은
땅이나 경계수로 나무를 심고 목재, 땔감
또는 경계를 위해 나무를 기르는 것.
세포질(Germplasm): 유기체에 대한 유전자적
자료의 집합; 번식을 위해 사용되는 식물의
어떤 부분일 수도 있음; 나무의 생존에
필요한 씨앗, 삽수, 접가지, 꽃가루, 그리고
공생자.
녹색 시장(Green market): 환경적 이득을
기반으로 하는 생산물과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 그러한 생산물과 서비스는 그 자제로
친환경적이거나 친환경적 방식으로 포장된
것일 수 있음.
제도(Institutions): 산림과 연관된 사용, 권리,
의무, 혜택의 공유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관습, 행동 방식과 규정.
통합형 식량-에너지 체계(Integrated foodenergy systems/IFES): 식량과 에너지의
동시적인 생산을 집약적으로 통합하고
증가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농업 방식으로,
농작물, 가축, 어업 생산과 목재를 포함한
재생 가능 에너지원들 사이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추구.
간작(Intercropping):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을
같은 농지에서 열을 맞추거나 섞어서 경작;
하나의 작물이 다 자란 후에 다른 작물을
같은 농지에 심어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을
기르는 것을 일컫기도 함.
경관(Landscape): 비슷한 생태계가 유사한
형태로 되풀이 되는 집합으로 이뤄진 복합
토지 구역.
다목적 임업(Multipurpose forestry): 생산물,
서비스 혹은 다른 이로움들 중 무엇이
되었든, 두가지 이상의 관리상 목표를
충족시키는 산림 행위.
초원지대(Parkland): 여기저기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열린 토지로 나무들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길러지거나 방목을 위해
사용되는 곳.
참여(Participation): 직접적이거나 자신의
이익을 대표하는 적법한 중개를 통해 시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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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과정에 관련되는 것.
환경서비스 지불제(Payments for
environmental services/PES): 토지 사용을
통해 환경 서비스가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 구매자가 서비스의 제공이 보장되는
조건으로 구매하는 자발적 거래.
민간 영역(Private sector): 정부에 의해
소유되거나 운영되지 않는 이익 사업들을
포괄.
이동농업(Shifting cultivation): 특정 지역의
토지를 정리하고 짧은 기간 경작한
후, 경작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이전 경작지에 원래의 초목이 자라도록
내버려두는 경작 방식.
산간초지(Silvopastoral): 방목과 목축을
포함한 임농복합경영의 한 체계.
이해관계자(Stakeholders): 해당 자원에
영향을 받거나 관심이 있고, 그것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토지 사용권(Tenure):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합의로 소유권의 권리와 의무를 법적,
관습적으로 받아들여 특정 토지나 자원의
사용과 접근을 허용하는 것.
투명성(Transparency):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과정, 제도, 정보에 접근하고 그것을
이해하며 감독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명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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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농복합경영 연구보고서

no.1

임농복합경영은 생태학을 기반으로 자연자원을 역동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농장과 농업 지대에 수목을 통합하여 토지 사용자들의 사회, 경제, 환경적 이득을
증가시키며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이 보고서는 임농복합경영을 국가 과제로 채택하려는 정책 입안자, 전문위원 그리고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위한 지침서로 국가가 임농복합경영 도입에 필요한 정책과 법적,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임농복합경영 채택과 발전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장에서는 임농복합경영의 이로움, 임농복합경영 발전 및 제약 요인에 관해 설명한다.
2장은 임농복합경영을 위한 10가지 정책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 정책 과제들을
제대로 따르면, 소규모 토지, 농지 그리고 경관 단위에서의 임농복합경영 실행과
임농복합경영의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침서는 여러
국가들의 모범 사례와 연구를 통해 임농복합경영이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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