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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10년도 

자원․환경 대책의 개요*

백 선 혜

1. 자원·환경 대책의 추진

농림수산업·식품 산업에 있어서 지구온난화 대책의 가속화

  자원․환경 책의 핵심은 교토 의정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비 6% 삭감

을 목표로 3.8%를 차지하는 삼림 흡수원 책을 착실히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동

시에 농림수산업․식품 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 삭감 책을 가속화

하는 것이다.

  일본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해 교토의정서 제 1 약속기간(2008~2012년)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1990년 비 6% 삭감하는 의무를 지고 있으나 2007년도(확정치)의 

배출량은 역으로 9%로 증가하여 삭감 약속의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 「 탄소사회 만들기 행동 계획」의 2008년 7월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국

제 으로 온실가스 배출 삭감을 더욱 더 엄격하게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배출량 

거래와 CO2 감 효과 표시 등 국가 체가 탄소화를 목표로 움직이기 해 새

로운 온실가스 배출 삭감 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교토의정서 차기 구조 결정(2009년 12월, 덴마크)에서 일본 삼림 정비 책이 

* 본 내용은 일본 농림수산성의 2010년도 농림수산 예산개산 요구(자원․환경 대책)의 개요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백선혜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back1514@krei.re.kr, 

02-3299-4159)

대책의 포인트는 교

토 의정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

비 6% 삭감을 목표

로 3.8%를 차지하는 

삼림 흡수원 대책을 

착실히 추진함에 더

하여 농림수산업․식
품 산업에 있어서 새

로운 온실가스 배출 

삭감 대책을 가속화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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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평가됨과 함께 농지 토양이 새로운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

록 국제 교섭 이다.

  정책 목표로는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배출량 6% 삭감 약속 달성과 농림수산업·

식품산업의 배출을 더욱 더 삭감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 삭감·흡수 책의 추진이다. 이를 

해 1) 농림수산 분야에 있어서 배출량 거래를 추진한다. 농림수산업으로부터 발

생하는 메탄, 일산화이질소 등 온실가스와 련된 새로운 배출 삭감 방법의 검토·

책정을 지원한다. 한 온실가스 배출 삭감·흡수에 집 하여 신용을 창출하는 농

업인들(공 자)과 기업(수요자)과의 매칭 등, 배출량 거래 제도로의 참여 지원 등을 

실시한다. 2) 농림수산업·식품 산업에 있어서 CO2 감 효과 표시의 추진이다. 이

를 한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먼  CO2 감 효과 표시를 목표로 한 툴(tool) 

구축이다. 농림수산업에서 사용하는 생산자재와 수입원재료 등에 계된 온실가스 

배출원 단  등 CO2 감 효과 표시에 필요한 기  데이터의 충실한 수집과 온실

가스 배출량을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는 툴 개발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CO2 감 

효과 표시 책을 통한 환경 정비이다. 농림수산물과 련된 품목별 온실가스 배

출량 산정 기  책정  CO2 감 효과 표시의 시행(試行) 실시, 농산물에 계된 

CO2 감 효과 표시 규정의 검토, 식품산업에 있어서 업종별 CO2 감 효과 표시

에 계된 추진 기  책정 등을 지원한다. 3) 농지 토양의 온실가스 흡수원 기능을 

활용하는 책 추진이다. 농지 토양은 한 리를 통해 탄소 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기물 사용 등 탄소 축에 효과가 높은 농 활동을 실시하는 모범 인 

책을 지원한다.

  둘째, 농림수산성 지구온난화 책 종합 략에 근거한 지구온난화 책의 강화

이다. 이를 해 1) 삼림 흡수원 책을 충실히 추진한다. 비용으로 재조림(再造

林)을 실시하는 경우에 정액으로 조성하는 책과 고성능 임업 기계를 사용한 효

율 인 작업 시스템에 의한 이용간벌(利用間伐) 등을 추진하기 한 삼림시업도(森

林施業道)의 정비를 추진하는 책 등, 교토의정서 제1약속기간에 따른 삼림 흡수 

목표 1,300만 탄소 톤의 달성을 한 책을 착실히 추진한다. 2) 바이오매스 이활

용을 한층 더 추진한다. 지역에서 발생·배출되는 바이오매스 자원을 최 한 순환 

이용하는 종합  이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해, 바이오매스 변환·이용 시설의 

일체 인 정비 등, 지역의 주체 인 책을 지원한다.

  상기(上記) 외에 시설원 ·농업기계와 어선의 에 지 약 책과 같은 지구온난

화 방지책, 온난화에 의해 심각한 향이 발생하고 있는 산지에 한 진단과 기술

지도, 응(適應) 기술의 개발·실증과 같은 지구온난화 응책, 우리나라 기술을 활

용한 국제 력을 계속하여 추진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째, 새로운 온실가

스 배출 삭감·흡수 

대책의 추진이다. 

둘째, 농림수산성 

지구온난화 대책 

종합 전략에 근거

한 지구온난화 대

책의 강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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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항목 예산액

1.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 삭감·흡수 대책의 추진

 1) 농림수산 분야에 있어서 배출량 거래 추진

  (1) 지구 환경 종합 대책 추진 사업 중 농림수산 분야에 있어서 배출량 거래 추진 사업 107

  (2) 사회적 협동에 의한 산촌 재생 대책 구축 사업 350

 2) 농림수산업·식품산업에 있어서 CO2 절감 효과 표시의 추진

  (1) 농림수산 분야에 있어서 CO2 절감 효과 「가시화」 추진 사업 17

  (2) 지구 환경 종합 대책 추진 사업 중 농림수산 분야에 있어서 CO2 절감효과의  
      표시 추진 모델 사업

109

 3) 농지 토양의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의 기능을 활용하는 대책 추진

  (1) 생산 환경 종합 대책 사업 4,049

2. 농림수산성 지구온난화 대책 종합 전략에 근거한 지구온난화 대책의 강화

 1) 삼림 흡수원 대책을 충실히 추진

  (1) 삼림 정비 사업·치산 사업 316,897

  (2) 삼림·임업·목재 산업 만들기 교부금 중 저비용 조림 촉진 특별 대책사업 1,000

 2) 바이오매스 이활용을 한층 더 추진

  (1) 지역 바이오매스 이활용 교부금 10,997

표 1  지구온난화 대책의 가속화에 관한 사업 항목별 예산액(2010)

단위: 백만 엔

비식료(非食料)를 원료로 한 국산 바이오 연료 생산 확대와 같은 바이오매스 

이활용의 추진

  바이오 매스 이활용의 추진 책 포인트는 「바이오매스활용추진기본법」에 근

거하여 바이오매스를 제품 원재료  에 지원으로서 최 한 이용함이 가능하도

록 종합 , 일체 , 효과 인 추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2006년 12월 기 , 폐기물계(系) 바이오매스(가축배설물, 하수진흙, 식품폐기물, 

제재공장의 잔재 등)의 부존량은 2억 9,800만 톤, 이용률은 72%, 미이용 바이오매

스(농작물 비식용부문, 임지 잔재 등)의 부존량은 1,740만 톤, 이용률은 22%이다. 

  바이오매스의 이활용 추진을 도모하기 해 「바이오매스·일본 종합 략(2006

년 3월 각료회의결정)」, 「국산 바이오 연료의 폭 인 생산 확 (2007년 2월 총

리보고)」에 근거하여 계있는 7부성(府省)의 연  하에서 각종 시책을 실시한다.

  한 「농림어업바이오연료법」(2008년 9월 공포), 「바이오매스활용추진기본

법」(2009년 9월 공포 정) 등, 법 으로도 바이오매스 이활용을 추진할 체제가 

갖추어진 상태이다.

  바이오매스는 지역에 ‘넓고 희박하게’ 존재하고 있는데다가 부피가 크고 수분함

바이오 매스 이활용

의 추진 대책 포인트

는 바이오매스활용

추진기본법에 근거

하여 바이오매스를 

제품 원재료 및 에너

지원으로서 최대한 

이용함이 가능하도

록 종합적, 일체적, 

효과적인 추진을 도

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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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이 많은 등 취 하기 어려운 성질 때문에 수집 방법, 고효율 인 변환 기술의 

개발, 사업의 채산성 등이 과제이다.

  정책 목표로는 셀룰로스계 원료 등을 활용한 국산 바이오 연료의 폭 인 생산 

확 (2030년경에 600만 ㎘)와 바이오매스 타운을 2010년도 말까지 300지구를 구축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바이오매스활용추진기본법」에 근거한 바이오매스 이

활용의 추진이다. 이를 해 1) 바이오매스에 한 국민 이해 증진과 지방공공단체,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진시켜야 한다. 지역의 계자에게 폭넓게 바이오매스의 

필요성과 의의를 주지시키기 해 국 으로 보 ·계발 활동을 개한다. 한, 

지역의 바이오매스를 종합 으로 이활용하는 바이오매스 타운에 하여 역 인 

이활용 모델을 구축하는 등 바이오매스 이활용을 더욱 가속화한다. 2) 국제 인 연

 확보  국제 력의 추진이다. 바이오매스에 한 기술 이 , 개발도상국에 

한 능력 강화 지원 등을 통하여 국제 인 연 를 확보하면서 바이오매스 보 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진한다. 한, 개발도상국에 바이오매스 타운 구상을 목표로 

한 인재육성과 계자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둘째, 「농림어업바이오연료법」에 근거한 생산 제조 연  사업의 추진이다. 바

이오 연료 제조와 계있는 농림어업인과 바이오 연료 제조 사업을 연계하여 「농

림어업바이오연료법」에 근거한 「생산 제조 연  사업」을 지원한다.

  셋째, 일본형 바이오 연료 추진 등 바이오 연료 생산의 확 이다. 이를 해 1) 

소 트 셀룰로스의 수집·운반에서 이용까지 기술의 확립이 필요하다. 식료 공 과 

양립할 수 있는 볏짚과 같은 소 트 셀룰로스를 원료로 하여, 수집·운반에서 바이

오 연료를 제조·이용하기까지의 기술 실증(實證)을 일체 으로 실시하여 소 트 셀

룰로스의 이활용 기술을 확립한다. 2) 미이용 삼림 자원을 에 지로 이용하는 시스

템의 구축이다. 임지 잔재와 간벌재 등 미이용 삼림 자원의 활용을 해 에 지 이

용을 목표로 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 수 에 따른 목질 

펠릿의 안정 인 공  체제의 정비, 이용 설비의 도입 지원을 강화하여 목질 바이

오매스의 이용 확 를 도모한다. 3) 비용·고효율 인 바이오 연료 생산 기술의 

개발이다. 볏짚 등 작물의 비식용 부분으로부터 비용·고효율로 에탄올을 생산하

는 기술을 개발한다. 4) 바이오 연료 제조·이용 시스템의 확립이다. 원료를 조달하

여 바이오에탄올을 제조·이용하기 해 기술의 실증을 실시한다. 한 지산지소 

형 바이오 연료의 도입을 진하기 해 유채씨 등 유량(油糧) 작물의 재배에서부

터 바이오디젤 연료의 제조·이용까지 일 된 책을 지원한다. 한 지역에 합

한 유량 작물과 미이용 수산 자원을 이용하여 바이오디젤 연료를 고효율 으로 생

산·이용 가능한 시스템의 개발 등을 실시한다.

  넷째, 세계 최첨단 환경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연료 제조에 따른 신산업의 창조

주요 내용으로는 첫

째, 바이오매스활용

추진기본법에 근거

한 바이오매스 이활

용의 추진이다. 농림

어업바이오연료법에 

근거한 생산 제조 연

대 사업의 추진이다. 

셋째, 일본형 바이오 

연료 추진 등 바이오 

연료 생산의 확대이

다. 넷째, 세계 최첨

단 환경 기술을 활용

한 바이오 연료 제조

에 따른 신산업의 창

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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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항목 예산액

1) 바이오매스활용추진기본법에 근거한 바이오매스 이활용의 추진

 (1) 식(食)과 농(農)의 미래를 개척하는 신산업 연대 창출 사업 중 자원·환경 대책 791

 (2) 바이오매스 이활용 가속화 사업 24

 (3) 광역 연계 등 바이오매스 이활용 추진 사업 189

 (4) 바이오매스 이활용 추진 지원 사업 190

 (5) 지역 바이오매스 이활용 교부금 10,997

 (6) 국제 재생 가능 에너지 기관 분담금 87

 (7) 동아시아 등에 대한 바이오매스 이활용 추진 사업 57

 (8) 동아시아에 있어서 바이오매스 타운 구상 보급 지원 사업 13

2) 농림어업바이오연료법에 근거한 생산 제조 연계 사업의 추진

 (1) 지역 바이오매스 이활용 교부금 10,997

3) 일본형 바이오 연료 추진 등 바이오 연료 생산 확대

 (1) 소프트 셀룰로스 이활용 기술 확립 사업 2,021

 (2) 삼림 자원 활용형 뉴비지니스 창조 대책 사업 750

 (3) 삼림·임업·목재 산업 만들기 교부금 중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 촉진정비 351

 (4) 지역활성화를 위한 바이오매스 이용 기술의 개발 (중 일본형 바이오 연료  
     연구 개발)

916

 (5) 바이오 연료 지역 이용 모델 실증 사업 3,763

 (6) 농업 생산 지구 온난화 대책 사업 중 지구 온난화 방지책 중 시설 원예·농업  
     기계의 온실 가스 배출 삭감 대책

1,143

 (7) 어선 등 에너지 절약·안전 추진 사업 중 바이오 연료 자급형 어선 어업 창출 사업 88

4) 세계 최첨단 환경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연료 제조에 따른 신산업의 창조

 (1) 녹색과 물의 환경기술혁명 종합 전략 책정 사업 20

 (2) 녹색과 물의 환경기술혁명 프로젝트 사업 2,000

이다.「녹색(綠)과 물(水)의 환경기술 명」 종합 략을 책정함과 동시에, 종합 

략의  분야·기술에 있어서 바이오 연료 제조와 련한 변환·공  기술에 한 

신기술 개발을 실증한다.

표 2  바이오 매스 이활용의 추진 대책에 관한 사업 항목별 예산액(2010)

단위: 백만 엔

농림수산업에 있어서 생물다양성 보전의 가속화

  생물다양성 보 의 가속화 책 포인트는 2010년 10월 나고야에서 개최될 생물

다양성조약 제10회 체약국(締約國) 회의(COP10)를 계기로 농림수산업의 보  책

을 가속화 하는 것이다.

  농림수산업은 자연계의 다양한 생물이 련된 순환 기능을 이용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농림수산업의 유지·발 을 해서는 생물다양성의 보 이 불가결하다.

생물다양성 보전의 

가속화 대책의 포인

트는 2010년 10월 

나고야에서 개최될 

생물다양성조약 제

10회 체약국 회의

(COP10)를 계기로 

하여 농림수산업에 

있어서 보전 대책을 

가속화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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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후계자의 감소 등에 따른 농림수산업 활동의 정체에 동반하여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생물 종의 감소와 조수(鳥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해 생물다

양성 보 을 시한 농림수산업을 강력히 추진하기 한 지침으로서 2007년 7월에 

농림수산성 생물다양성 략을 책정했다.

  COP10에서는 「2010년까지 생물다양성의 손실 속도를 히 하시킨다」는 

행 목표를 바꾸어 새로운 목표를 결정할 정이어서 생물다양성 보  책의 가

속화가 필요하다.

  정책목표로는 생물다양성 보 을 보다 시한 농림수산업의 추진, COP10을 계

기로 하여 일본 농림수산업이 생물다양성 보 에 공헌하는 들을 국내외에 달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생물다양성 보 을 시한 농림수산업에 한 이해 진

이다. 식료 생산과 생물다양성 보 이 양립하는 책을 실천하는 논의의 경우에 

생물다양성 모니터링과 농 조건 등과 같은 사례 수집을 통해 책의 확 를 도

모한다. 한 COP10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업이 생물다양성 보 에 공헌하는 

들을 국내외에 달한다.

  둘째, 원 지역·사토치사토야마(里地里山; 자연의 혜택을 받으며 야생동물과 인

간이 당한 조화를 이루며 공생할 수 있는 지역)의 보 이다. 이를 해 1) 국

으로 유기 농업 참여 진·보  계발에 집 함과 동시에 토양 만들기 추진을 도모

하면서, 유기 농업 진흥을 핵심으로 하는 모델 타운을 육성한다. 2) 조수피해방지

특조법에 따라 시정 ( 町村)이 작성한 피해 방지 계획에 근거하여 포획 개체 수 

조정, 방호책(防護柵)의 설치를 통한 피해 방제, 완충 의 설치를 통한 생식 환경 

리 등의 책을 종합 으로 지원한다. 3) 농  경 , 생물다양성의 보 ·재생을 

해 활동하는 단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함에 따라 생물다양성을 보 하는 활동

과 원 지역 등을 활용한 농  진흥 책을 지원한다. 4) 생태계를 고려한 논 정비 

등을 실시한 지역에 해 주변 상황 변화에 따라 생태계를 고려한 시설 리를 실

시하여 생물다양성 보 을 한 층 더 추진한다.

  셋째, 삼림의 보 이다. 이를 해 1) 삼림 생태계 다양성에 하여 일본의  삼

림을 상으로 한 거시 인 조사·분석을 실시한다. 한 삼림 생태계에 하여 다

양한 각도로 상 악을 실시하기 해 디지털 항공사진 등과 같은 디지털 데이터

를 활용하여 효율 이고 정 한 조사·분석 방법에 계된 실용화 기술을 개발한다. 

2) 생물다양성 보 을 목표로 활엽수의 유 인 다양성 평가, 고령 침엽수림의 확

보· 리에 련된 기술 개발, 일본 책을 국내외로 달 등을 실시한다. 한 야생 

조수 피해 책 기술의 개발과 임야 화재 방지 기술의 향상을 진한다.

  넷째, 이해(里海)·해양의 보 이다. 이를 해 1) 어업인과 지역 주민에 의한 조장(藻

場; 바다 속에 해 가 많은 곳)·갯벌 등의 보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보  활동의 

주요내용으로는 첫

째, 생물다양성 보전

을 중시한 농림수산

업에 대한 이해 촉진

이다. 둘째, 전원 지

역·사토치사토야마의 

보전이다. 셋째, 삼림

의 보전이다. 넷째, 

이해(里海)·해양의 

보전이다. 다섯째, 삼

림·시내·바다를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의 

추진이다. 여섯째, 농

림수산업 생물다양성 

지표의 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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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항목 예산액

1) 생물다양성 보전을 중시한 농림수산업에 대한 이해 촉진

 (1) 지구 환경 종합 대책 추진 사업 중 생물다양성 보전 추진 사업 116

 (2) 생물다양성 조약 제 10회 체약국 회의 및 카르타헤나 의정서 제5회 체약국  
     회의 개최 경비

747

2) 전원 지역·사토치사토야마 보전

 (1) 지구 환경 종합 대책 추진 사업 중 생물다양성 보전 추진 사업 4,049

 (2) 조수 피해 방지 종합 대책 사업 3,644

 (3) 농촌 경관·생물다양성 보전 재생 활동 촉진 사업 130

 (4) 논 환경 향상 기반 정비 지원 사업 80

3) 삼림 보전

 (1) 삼림 생태계 다양성 기초 조사 407

 (2) 디지털 삼림 공간 정보 이용 기술 개발 사업 843

 (3) 삼림 환경 보전 종합 대책 사업 316

4) 이해·해양 보전

 (1) 환경·생태계 보전 대책 1,330

 (2) 어장 환경·생물다양성 보전 종합 대책 사업 중 수산 생물 생활사에 따른  
     어장 환경 형성 추진 사업

80

5) 삼림·시내·바다를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의 추진

 (1) 어장 보전 삼림 만들기 사업 10,000

6) 농림수산업 생물다양성 지표의 개발

 (1) 농업에 유용한 생물다양성 지표 및 평가 수단의 개발 218

 (2) 어장 환경·생물다양성 보전 종합 대책 사업 중 어장 환경에서의 생물다양성  
     지표화·정량화 수단 개발

49

우량 사례 보 과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2) 수산 생물의 성장 단계, 계  환에 따

른 어장 환경 조성 방법 검토, 어장 기능을 강화한 기술의 개발·실증을 실시한다.

  다섯째, 삼림·시내·바다를 통한 생물다양성 보 의 추진이다. 어장 환경이 악화

되고 있는 폐쇄 인 만(灣), 이리에(入り江; 호수·바다가 뭍으로 고 휘어들어간 

곳) 등 배후지 삼림과 하천 유역에 있어서 양염류(營養鹽類) 공 ·탁수의 완화 

등 어장 보 에 이바지하는 삼림 만들기를 추진한다.

  여섯째, 농림수산업 생물다양성 지표의 개발이다. 환경 보 형 농업을 비롯한 농림수

산 련 시책을 효과 으로 추진하기 해 생물다양성 지표와 그 평가 지표를 개발한다.

표 3  생물다양성 보전의 가속화 대책에 관한 사업 항목별 예산액(2010)

단위: 백만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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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항목 예산액

1) 바이오매스 신산업 창출 프로젝트

 (1)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매스 이용 기술 개발 1,414
 (2) 삼림자원 활용형 뉴비지니스 창출 대책 사업 750
 (3) 경작 방기지 활용형 바이오디젤 연료 사업 600
 (4) 선진 임업 기계 도입·신작업 시스템 개발 모델 사업 170

2) 농업·건강 산업 개척 프로젝트

 (1) 농업·건강 실용화 연구 촉진 프로젝트 808
 (2) 신농업 개발 게놈프로젝트 3,965
 (3) 신수요 창조 대책 사업 518

3) 미이용 에너지 활용 프로젝트

 (1) 농산어촌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 교부금 중재생 가능 에너지 공급 시설 정비 40,621
 (2) 지역용수 환경 정비 사업 2,351
 (3) 농촌 진흥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 지원 사업 1,846
 (4) 삼림 바이오매스 가공·유통·이용 체제의 육성·강화 대책 981

4) 각 프로젝트 공통의 추진 대책

 (1) 이노베이션 창출 기초적 연구 추진 사업 7,469
 (2)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 지원 사업 4,755
 (3) 이노베이션 촉진 종합 대책 2,420
 (4) 농림수산 연계 지원 사업 2,050
 (5) 식과 농의 미래를 개척하는 신산업 연대 창출 사업 중 판로 확대·가치    
     향상·기업 체질의 강화

3,190

2. 녹색(綠)과 물(水)의 환경기술혁명 추진

  본 사업 책의 포인트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농림수산업․농산어 의 잠재력

을 발휘시켜 새로운 산업 창출을 한 책을 지원하는 것이다.

  농림수산업·농산어 에는 풍부한 미이용 바이오매스와 태양열과 같은 자연 에

지 등 국민생활에 새로운 혜택을  수 있는 자원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정세는 농업소득 감소, 고령화, 소득 기회 감소 등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신 인 기술을 핵심으로 다른 분야를 끌어들인 이노베이션을 일으

켜 농림수산업·농산어 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 한으로 활용한 새로운 산업

을 창출함으로써 농림수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농림수

산업·농산어 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순환형 사회 형성을 진하는 것이 

요하다.

표 4  녹색과 물의 환경기술혁명 추진에 관한 사업 항목별 예산액(2010)

단위: 백만 엔

본 사업 대책의 포

인트는 첨단 기술

을 활용하여 농림

수산업․농산어촌의 

잠재력을 발휘시켜 

새로운 산업 창출

을 위한 대책을 지

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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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목표로는 10~20년 후에 6조 엔 규모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바이오매스 신산업 창출 로젝트이다. 농림수산물로부

터 신소재를 창조하는 기술, 환경 부하 억제를 통해 다음 세 에 풍부한 환경을 계

승하기 한 기술 등 개발에서 실용화·보 까지를 지원한다.

  둘째, 농업·건강 산업 개척 로젝트이다. 근년 실용화되고 있는 농작물· 에 등

의 유 자 조작 기술을 활용한 「삼나무 알 르기 완화 」·「명주실 단백질을 

이용한 인공 」 등의 개발과 신품종을 활용한 새로운 식품·신소재의 사업화를 

목표로 한 책을 지원한다.

  셋째, 미이용 에 지 활용 로젝트이다. 농산어 에 풍부하게 존재하고 재 이

용되고 있지 않은 바이오매스, 태양 , 수력 등의 자연 에 지를 효과 으로 활용

하는 사회 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한다.

  넷째, 각 로젝트 공통의 추진 책이다.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신 인 기

술 창출을 향한 연구 개발과 신기술의 확립을 도모하기 한 조사  기술이다. 

한 다른 업종까지 포함한 계자와 연구 측면에서의 연 를 진하기 한 코디네

이터(coordinator)의 설치·육성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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