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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diversity in agricultural field is an important factor in terms of enhancement of crop production and 

maintenance of agriculture sustainability.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economic value of 

biodiversity in agricultural field. Two factors, reduction of fertilizer with legume crop cultivation and crop 

production with honeybee pollination, were evaluated based on national statistics. Result showed that 

economic value of legume crop cultivation and honeybee pollination was about 2,179 million won and 5.2 

trillion won respectively. In particular, economic value of honeybee pollination was reduced 0.7 trillion won 

compared to 10 years ago. We could assume that global warming might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pollination insect including honeybee and consequently decrease of crop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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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eld and annual income of crops in Korea (2019).

Dependency of insect 

pollination 

(D)

Proportion of honeybee 

among flower visitors 

(P)

Economic contribution of 

honeybee 

(Vhb, million won)

Cereal 0.04 0.75 202,386

Vegetables 0.25 0.75 1,958,798

Fruit 0.35 0.75 2,268,503

Medicinal crop 0.36 0.75 734,196

Total 5,16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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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농경지 토양의 생물 다양성 (biodiversity)은 토양의 생태계 서비스 (ecosystem service)의 주요한 요인이며 생물 다

양성이 풍부함에 따라 건강하고 생산적인 농경지 토양을 확보하여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보장할 수 있다 

(Pimentel et al., 1997; Brady et al., 2015; Adhikari and Hartemink, 2016; Brevik et al., 2018). 하지만 생태계 서비스

의 주요 항목인 바이오매스 생산, 수자원 함양, 탄소 고정 등과 같은 토양의 주요 기능에 대한 연구는 활발한 반면 토양

의 생물 다양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Brussaard et al., 2007; Greiner et al., 2017; Plaas et al., 2019). 

토양의 생물 다양성 기능 향상에 따른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 향상은 토양 내 질소, 인산, 탄소 등과 같은 양분 순환 

기능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곤충에 의한 화수분의 기능에 의해 많은 작물 생산이 이루어 지고 있다 (Pimentel et al., 

1997; Lanno et al., 2004; Pascual et al., 2015; Mamat et al., 2018).

농경지 토양의 다양한 생물 다양성 항목 중 꿀벌에 의한 화수분의 경제적 가치는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

다. 곤충에 의한 화분 매개는 비단 농업뿐만 아니라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전 세계적으로 약 1,500개의 작

물 중 화분 매개를 필요로 하는 작물은 약 30%로 추정되고 있어 화수분이 생태계 서비스에 기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62개 작물의 생산 손실을 바탕으로 꿀벌의 화분 매개체의 경제적 가치를 약 $1.6 - 8.3 billion 으

로 추정하였으며 (Southwick and Southwick, 1992) 국내의 경우 2006년 자료를 기준으로 약 5.9조 원으로 추정하였

다 (Jung, 2008). 하지만 최근 기후 변화에 의해 곤충의 화수분 효율 및 작물의 생산성 등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가치 산정은 필요한 실정이다.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 평가에 대한 선행 연구 중 Costanza et al (Costnaza et al., 1997)에 의하면 전 세계의 토지 이

용에 따른 생태계 서비스의 총 가치는 약 $ 33 trillion 으로 산정하였으며 특히 농경지 토양의 생태계 서비스 기능 중 

화수분 (pollination), 생물학적 조절 (biological control), 그리고 작물 생산 (food production)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각각 14, 24, 54 dollor/ha/yr로 산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다양한 가정과 가설을 통해 생태계 서비스의 총 가치를 

산정하였으며 설문 조사를 통한 willing-to-pay 방법에 의해 가치를 산정하여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가치가 최소로 평

가 되었다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농경지 토양의 생물 다양성 기능 중 

중요한 기능을 선별하여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평가 항목 농경지 토양의 생물다양성에 따른 경제적 평가를 위해 i) 두과 작물 재배에 따른 농경지 토양의 질소 

비료 절감, ii) 꿀벌에 의한 화수분 (pollination) 가치 비용으로 분류하였다.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경지 토양의 

생물 다양성 항목 중 작물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분 순환 및 화수분의 항목을 선택하여 평가 하였다 (Costanza, 

1997).

경제적 가치 평가 생물 다양성에 따른 농경지 토양의 가치 평가를 위해 두과 작물 재배에 따른 농경지 토양의 

질소 비료 절감 비용은 경작지 별 (논과 밭) 콩과 작물 재배 면적과 질소 비료의 단가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Hyun et 

al., 2018). 꿀벌에 의한 화수분 가치는 국내외에서 많이 적용되었던 Robinson (Robinson et al., 1989) 방법을 적용하

였다. Robinson 방법에 의한 꿀벌의 화수분 가치 평가는 작물 별 연 생산액, 곤충 화분매개 의존율, 그리고 화분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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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conomic value of nitrogen fertilizer reduction due to legume crop cultivation.

Land use
Area (ha) Production Value

Soybean Red bean Green bean Others Total kg (million won)

Paddy 11,471 195 45 321 12,032 914,432 365.77

Upland 47,066 5,698 1,496 5,387 59,647 4,533,172 1,813.27

Total 58,537 5,893 1,541 5,708 71,679 5,447,604 2,179.04

곤충 중 꿀벌의 비중을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Jung, 2008) (Eq. 1). 

꿀벌화분 매개의 가치 (Vnb) = V × D × P (Eq. 1)

V: 해당 작물의 년 생산액

D: 곤충 화분매개 의존율 (D = (YO – Yc)/YO)

P: 화분매개 곤충 중 꿀벌의 비중

YO: 야외 또는 화분 매개충을 방사한 후 생산량

Yc: 화분 매개충이 없는 경우 생산량

Results and Discussion

두과 작물 재배에 따른 농경지 토양의 질소 비료 절감 두과 작물 재배에 따른 논, 밭 농경지 토양의 질소 비

료 절감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를 위해 작물별 논과 밭의 재배면적과 비료 단가를 이용하여 가치 평가를 실시하였다 

(Table 1). 국가 통계 포탈 (KOSIS, Korean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의 콩과 작물 재배 면적을 참조하여 2019

년 기준 논과 밭의 콩과 작물 재배 면적은 총 71,679 ha 였다. 이 중 밭토양의 콩 재배 면적이 47,066 ha로 전체 면적의 

약 65.7%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논에서의 콩 재배 면적이 11,471 ha로 전체 면적

의 16.0%를 차지하였다. 콩과 작물에 의해 저감되는 질소 비료의 양은 Eurostat의 환산 계수인 76 kg ha
-1 

yr
-1
를 사용

하여 산출 하였다. 산출 결과 논과 밭에서 재배되는 두과 작물에 의한 총 질소 비료 감소량은 약 5,557.6톤이었으며 논 

914.4톤, 밭 4,533.2톤으로 논에 비해 밭토양에서 약 4.96배 정도 높았다. 산출된 질소량에 유통되는 질소 비료 (요소)

의 가격인 400,000원/톤을 적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결과 두과 작물 재배에 따른 질소 비료의 총 경제적 가치는 

약 21억 7천 9백만 원이며 이 중 논은 3억 6천 5백만 원, 그리고 밭은 18억 1천 3백만 원 정도로 산출되었다 (Table 1).

꿀벌에 의한 화수분의 경제적 가치 꿀벌에 의한 화수분 (pollination)의 경제적 가치는 선행 연구에서 많이 적

용한 Robinson et al. (1989) 모델을 기본으로 사용하였다. Robinson 모델에 의한 꿀벌의 화수분 경제적 가치 평가는 

작물 별 재배면적, 연간 생산량, 연간 생산 이익, 작물생산에 기여하는 화분매개 의존율, 그리고 각 생물 별 화분매개 

기여율을 바탕으로 산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 농업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물 별 경작면적, 수입, 그리고 최

종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였다. 2019년 기준 국내 총 경작 면적은 143만 1,064 ha 였으며 이 중 식량 작물이 약 64.59%

인 92만 4,291 ha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채소 재배 면적이 전체 경작 면적의 18.58%인 26만 5,898 

ha를 차지하고 있었다. 각 작물 별 총 수입을 산출하기 위해 농축산물 소득 자료집을 참고하여 각 작물 별 단위 면적당 



106 ∙ Korean Journal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Vol. 54, No. 1, 2021

Table 2. Cultivation area of varied crops in Korea (2019).

Area
 (ha)

Ratio 
(%)

Unit income 
(won/ha)

Total income 
(million won)

Cereal 924,291 64.59 7,298,790 6,746,209

Vegetables 265,898 18.58 39,289,220 10,446,925

Fruit 160,571 11.22 53,819,905 8,641,916

Medicinal crop 80,304 5.61 33,861,890 2,719,245

Total 1,431,064 100.00 28,554,292

Table 3. Yield and annual income of crops in Korea (2019).

Dependency of insect 
pollination 

(D)

Proportion of honeybee among 
flower visitors 

(P)

Economic contribution of 
honeybee 

(Vhb, million won)

Cereal 0.04 0.75 202,386

Vegetables 0.25 0.75 1,958,798

Fruit 0.35 0.75 2,268,503

Medicinal crop 0.36 0.75 734,196

Total 5,163,884

수입액과 경작 면적을 고려하였다. 작물 별 총 수입액은 약 28조 5,500억 원이었으며 이 중 채소 재배의 총 수입이 약 

10조 4,400억, 과수 8조 6,400억 원으로 산출 되었다 (Table 2).

꿀벌의 화수분에 의한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작물 별 곤충에 의한 화수분의 비율 (D), 그리고 곤충 중 꿀벌

의 화수분 비율 (P)을 고려하여 최종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Table 3). 작물 별 곤충에 의한 화수분 비율은 선행 연

구를 참고하였으며 곤충 중 꿀벌에 의한 화수분 비율은 0.75로 통일하였다. 곤충에 의한 화수분 비율은 약용 작물이 

36%로 가장 높았으며 식량작물의 경우 4%의 화수분 비율을 나타내었다.

꿀벌에 의한 작물 별 경제적 총 가치는 약 5조 1,638억 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이 중 과수의 꿀벌에 의한 화수분의 경

제적 가치는 총 가치의 약 43.9%인 2조 2,685억 원이였으며 다음으로는 채소의 꿀벌에 의한 화수분의 경제적 가치가 

총 가치의 약 37.9%인 1조 9,587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Table 3). Jung (2008)의 연구에 의하면 꿀벌에 의한 화수분의 

경제적 가치는 약 5.9조 원이였으며 2019년을 기준으로 한 본 연구의 경우 약 5.2조 원으로 산정되어 10년 전에 비해 

약 0.7조 원 감소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2019년을 기준으로 농작물의 총 생산액이 약 28.6조 원이었으며 꿀벌에 의한 

화수분의 경제적 가치가 5.2조 원이므로 꿀벌에 의한 화수분이 총 생산액의 약 18.2%를 차지하였다. 

Conclusion

농경지 토양의 생물 다양성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는 생물 다양성의 향상에 따른 작물 생산 및 농업의 건전성 증

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농경지 토양의 생물 다양성 중 두과 작물에 의한 질소 

비료의 절감 비용과 꿀벌에 의한 화수분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 하였다. 평가 결과 두과 작물 재배에 따른 질소 비료의 

총 경제적 가치는 약 21억 7천 9백만 원이며 이 중 논은 3억 6천 5백만 원, 그리고 밭은 18억 1천 3백만 원 정도로 산출

되었다. 꿀벌에 의한 화수분의 경제적 가치는 약 5.2조 원으로 이는 10년전에 비해 약 0.7조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기

후 변화 및 곤충 개체 수 감소 등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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