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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기후변화와 에 지 기에 선제 으로 응하기 해 정부는 미래의 국

정패러다임으로 ‘탄소 녹색성장’ 략을 제시하고, 부문에 걸쳐 녹색

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농업부문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 인

향,유가상승에 따른 농업경 비의 상승,과도한 농자재 사용 부 한

축산분뇨 처리에 따른 농업환경의 악화 등 농업이 안고 있는 환경 이슈들

에 응하기 해 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농업부문 녹색성장

사례로 바이오매스 에 지화 진,녹색기술․장비 보 확 ,기후변화

응역량 강화 등을 들 수 있다.이러한 녹색성장을 보다 효과 으로 추진

하기 해서는 녹색성장에 한 심층 인 분석을 통해 체계 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 략이 요구된다.

이 보고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동과제로 2010~11년의 2년에

걸쳐 수행될 정인「농업․농 부문 녹색성장 추진 략 개발」연구의 1

차연도 결과물이다.여기에서는 농업․농 부문 녹색성장 여건진단,정책

평가,실증분석 등을 기 로 핵심 과제발굴에 한 기 연구를 수행하

다. 한,녹색성장을 한 농업․농 련정책의 통합의 실태진단과 평

가를 통해 정책통합 방향을 제시하 다.아무쪼록 이 연구가 보다 실효성

있는 농업부문 녹색성장 략을 수립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 농업분야 임계유체 실용화 방안을 제시한 서

울 학교 이윤우 교수,녹색 융 활용방안을 제시한 보험연구원 진익 박

사,농업․농 정책 통합이론과 해외사례를 분석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성

지은 박사,연구자문 원으로 이 연구에 많은 도움을 앙 학교 김정

인 교수와 농림수산식품부 신우식 사무 등 계자들께 감사드린다.

2010.10.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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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계 10 에 지 소비국으로 총에 지 소비량의 97%를 수입에 의존하

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의 응과 화석연료의 고갈에 비한 새

로운 돌 구 마련이 시 한 당면과제로 부각되었다.지구온난화가 진행될

수록 국제사회는 온실가스를 이기 한 국제 공조를 해 국제규범을

통한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이러한 국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

기후변화와 에 지 기에 선제 으로 응하기 해 정부는 ‘탄소 녹색

성장(lowcarbongreengrowth)’을 제시하 다.녹색성장의 국가 략을 성

공 으로 추진하기 해서는 녹색성장에 한 심층 인 분석을 통해 실효

성 있는 실행 략 제시가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경제사회연구회의 동과제로 2010~11년의 2년에 걸쳐 수

행될 정인 ‘농업․농 부문 녹색성장 추진 략 개발’연구의 1차연도 연

구결과이다. 체 으로 녹색성장 련 국내․외 논의 동향과 산업 ․공

간 측면에서 녹색성장을 심층 으로 분석함으로써 농업․농 부문 녹색

성장 추진을 한 체계 이고 단계 이며 실효성 있는 실행 략을 제시하

는 데 연구 목 이 있다.1차연도인 2010년에는 농업․농 부문 녹색성장

여건진단과 실태 악 정책평가 등 실증분석을 한 기 연구를 수행하

다. 한,녹색성장을 한 농업․농 련 정책통합에 한 황 악

진단을 통해 정책통합의 추진방향을 제시하 다.

이 보고서의 구성을 살펴보면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선행연

구,연구방법 등을 제시하 다.2장에서는 녹색성장의 개념과 련 이론을

정리하 다.3장에서는 녹색성장 정책 로그램 진단 평가,농업계의

녹색성장 인지도 조사 분석,정책통합 실태진단 등을 통해 녹색성장 여건

을 진단하 다.4장에서는 생태효율성,한계감축비용 분석,농업부문의 녹

색생산성,녹색성장 잠재력 등 녹색성장 실증분석을 시도하 다.5장에서

는 국제기구의 녹색성장에 한 논의 동향을 살펴보았고,미국, 국,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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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EU등의 녹색성장 사례를 제시하 다.6장에서는 농업․농 부문

의 녹색성장을 한 주요 추진과제와 녹색성장을 한 정책통합 추진방안

을 제시하 다.끝으로 7장에서는 요약과 결론을 제시하 다.

이 연구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2020년 BAU 망치를 IPCC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에 따

라 망한 결과,2005년보다 0.5%감축할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국가 온

실가스 감축목표치인 -4.0%보다 높은 수 으로 향후 농경지 온실가스 배

출 감축기술,토양 내 유기탄소 장기술,반추가축 장내발효개선 기술,바

이오매스 활용기술,농업에 지 자립마을 등 농업부문에서 다양한 온실가

스 감축 흡수 확 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을 평가한 결과,녹색성장 수단이 하

게 결합된 것으로 단되나,녹색성장의 가시 인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녹

색기술을 효과 으로 보 할 수 있는 정책 로그램 개발 한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농 정책 역에서 추진해야할 세부과제를 심으로 농

부문 녹색성장을 평가한 결과,세부과제를 구체 으로 실 할 정책수단과

재의 농 의 녹색성장 련정책 제도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다.

셋째,녹색성장 인지도 조사결과 농업인과 문가들의 녹색성장에 한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환경보 과 경제성장의 병행여부에 해

서도 정 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바이오매스 에 지화 진’,

‘녹색기술 보 확 ’등을 우선 추진해야할 정책으로 응답하 고,그 외에

도 ‘기후변화 응 방 조치 강화’,‘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확 ’등

을 요하게 평가하 다.

넷째,녹색성장 련 정책 통합의 실태를 문가 조사결과와 정책통합의

이론 련 자료에 근거하여 진단한 결과,녹색성장 련 정책 통합을

해 경제와 환경이 조화․균형 잡힌 농정 기본방향 설정이 필요하고,정

책통합을 한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성과 리와

연계된 산 체계 ․장기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특정 정

책에 한 녹색성장 기여도의 평가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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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녹색성장 정도를 계측하기 해 녹색성장의 핵심사업인 유기농

업과 지열히트펌 의 생태효율성을 분석한 결과,유기농업은 행농업보다

32.0,지열히트펌 는 기름난방시설보다 5.1높게 나타났다. 유기농

생산농가의 기술효율성을 분석하고,생태효율지수와 비교한 결과,기술효

율성이 높은 그룹일수록 생태효율지수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농업부문 녹색생산성을 탄소생산성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

과,탄소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이는 벼 재배면 감

소에 의한 질소질 화학비료의 사용량 감소와 축산부문 돼지 사육증가에 따

른 GDP증가의 결과로써 녹색기술 투입에 의한 녹색성장의 형태는 아니

었다.이는 재배면 당 질소질 비료 투입량 감소,반추가축의 온실가스 감

축기술 등 녹색기술 투입에 의한 녹색성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일곱째,농 지역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를 OECD지표 틀을 이용하여

도출한 결과,‘녹색생산’,‘녹색소비’,‘녹색 자원 기반’,‘주민의 환경 삶

의 질’등 네 부문 지수를 종합한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는 강원도 경상

북도의 산간지역, 라남도와 라북도의 일부 평야 지 등 상 으로

도시화가 덜 진행된 곳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농업부문 녹색성장을 해 온실가스 감축 는 흡수 련 농

행 에 하여 소득증 와 연계된 탄소 정책 로그램,탄소배출권거래

제 활용과 같은 온실가스 완화를 한 가시 인 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에 지비용을 이고 환경부담도 일 수 있는 지열․LED․바이

오가스 랜트,바이오매스 자원으로부터 생태 효율 으로 식량 에 지

각종 화학원료와 제품을 생산하는 임계유체공정,고도의 환경제어 자

동화를 통해 공장생산과 동일하게 농산물을 생산하는 수직농장 등은 매우

유용한 녹색기술이다.녹색기술은 기에 고비용이 투자되므로 험을 완

화시켜 주는 녹색 융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홉째,농 부문 녹색성장을 한 정책 과제로 정책 목표를 지역 여건

에 맞게 수립하고 목표를 충실하게 하기 한 농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

장 정책 추진 여건 마련,다양한 녹색자원을 효과 으로 리할 수 있는

녹색 자원 리 체계 구축,녹색산업 육성 녹색 일자리 창출,재생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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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활용 에 지 감 기반 구축 등이 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제와 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농정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농업․농 련 에 지 환경 련 정책 담과 신설,녹색성

장 책 원회(가칭)설립 등 정책 추진 체계를 개편하고, 산과 성과 리

의 연계성을 강화하며,개별 정책의 녹색성장에 한 향 기여 정도를

평가하고, 산 설명서에 반 되게 하는 농업․농 정책의 녹색성장 성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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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ategyDevelopmentforPromotingGreenGrowthin
AgriculturalandRuralSectors

Green growth is the pursuit of economic growth, while preventing en-

vironmental degradation and unstainable natural resource use. Korea im-

ports about 97 percent of consumed gross energy as one of 10 energy con-

suming countries and has a challenge for a new source of energy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nd exhaustion of fossil fuels. As the climate gets 

warmer and warmer, the international society further tightens the environ-

mental restrictions with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international coopera-

tion in order to reduce greenhouse gases (GHGs). Under such changing cir-

cumstance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the Korean government presented 

'low carbon green growth'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nd energy crisis 

as a preemptive measures. In this note, it is necessary to present fruitful 

practical strategies for promoting green growth through in-depth analysis in 

order to successfully implement master plan for green growth.

This report is the outcome from the first year of the 'Development 

of strategy for promoting green growth in agriculture and rural sectors' to 

be carried out for two years from 2010 to 2011 as a cooperative task of 

the Korea Council of Economic & Social Research Institutes. The purpose 

of research is to present a systematic, step-by-step and fruitful strategy for 

promoting green growth in agriculture and rural sectors by further examin-

ing the direction of discussion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concerning 

green growth.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mount of emitted GHG in the agricultural sector occupies 

2.9% of the gross amount of emitted GHG. The BAU figure in 2020 was 

estimated to reduce the figure by 0.5% as compared to the number in 2005,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e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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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G of IPCC. This is higher than -4.0% which is a target figure for na-

tional GHG reduction and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for 

reducing and absorbing GHG in the agricultural sector, e.g., technology of 

reducing emitted GHG from farmland, technology of storing organic carbon 

in soil, technology of improving enteric fermentation of ruminant livestock, 

and etc. 

Second, the assessment of green growth policy in the agricultural sec-

tor showed that green growth means have been properly combined, but it 

is necessary to develop policy programs to be able to achieve fruitful out-

comes of green growth and to effectively supply green technology. The as-

sessment of green growth in the agricultural sector for the detailed tasks 

to be promoted in the sector showed that it is necessary to include policy 

means to embody the tasks, policies and systems related to green growth 

in current rural sectors. 

Third, the survey of farmers' and specialists' recognition of green 

growth showed high, and positive for combined promotion of environ-

mental conservation and economic growth. They said 'furthering biomass 

energy' and 'spreading and supplying green technology' should be first driv-

en policies. In addition, they evaluated it is important 'to enhance pre-

ventive measure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nd 'drive the project of cre-

ating ecofriendly agricultural sectors'. 

Fourth, diagnosis of current policy integration associated with green 

growth on the basis of specialists' investigation, policy integration theory 

and related data showed that it is necessary to set the basic direction of 

agricultural administration in which economy and environment is harmon-

ized and balanced for integrating green growth related policies, and to en-

hance the policy promotion system for policy integration. It is indicated 

that the budget system related to outcome management and mid- and 

long-term plans are not satisfactory, and there is needed an assessment sys-

tem for green growth contribution to a specific policy. 

Fifth, analysis of organic agriculture which is the key project of green 

growth and of eco-efficiency of geothermal heat pumps to measure the lev-

el of green growth showed that organic agriculture was higher than conven-

tional agriculture by 32.0 and the geothermal heat pump was higher than 

the petroleum heater by 5.1. Analysis of technical efficiency of organic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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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ing to compare it with the eco-efficiency index showed that higher 

technical efficiency groups had higher eco-efficiency indices as well. 

Sixth, analysis of green productivity in the agricultural sector by 

means of the carbon productivity index showed increasing carbon 

productivity. However, this results from the reduced amount of nitrogen 

fertilizer due to the reduced area for cultivating rice and from the increased 

GDP due to the increase in pig farming, and is not the type of green 

growth resulting from applying green technology. This implies that there 

is a need of green growth by reducing the amount of applied nitrogen fer-

tilizer per cultivation area, and by technology of reducing GHG from ru-

minant livestock, etc. 

Seventh, for the derived green growth potential index in rural sectors 

by means of the OECD index, it was shown that the green growth potential 

index generalizing the indices in four items of ‘green growth’, ‘green con-

sumption’, ‘green resource basis’ and ‘environmental living quality of resi-

dents’ were found in relatively less urbanized areas, e.g., the mountainous 

sectors in the Gangwondo and the Gyoungsangbookdo, and a part of plain 

fields in Jeolanamdo and Jeolabookdo. 

Eighth, it is necessary to develop low carbon policy programs asso-

ciated with income increase with respect to farming related to GHG reduc-

tion or absorption for green growth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feasible 

programs for reducing GHG, e.g., using the carbon trading system. 

Exemplary very useful green technology includes vertical farms for produc-

ing farm products as produced in factories through the supercritical fluid 

system for eco-efficiently producing food, energy, raw chemicals and prod-

ucts from geothermal, LED and biogas plants and biomass resources which 

can reduce energy costs and environmental load, through high-tech environ-

mental control and automation. Green technology should accompany appro-

priate green finance support which can reduce risk because it initially needs 

high-cost investment. 

Ninth,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policy targets as a policy project 

for green growth in the agricultural sector to be suitable for local con-

ditions, to create a basis for promoting the green growth policy of a local 

body in the rural sectors for enriching the target, to set up a green resource 

management system for efficiently managing various green resource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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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ster green industry and create green employment, and to construct a basis 

for using renewable energy and reducing energy. 

Lastly, in order to achieve the agricultural policy target for the econo-

my and environment to be harmonized and balanced, it is necessary to in-

troduce an environmental impact evaluation system for agriculture and rural 

sectors, e.g., in order to reorganize the policy promotion system by organ-

izing a task force to be devoted to energy and environment related policies 

in connection with agriculture and rural sectors, and establishing a 

(provisional) green measure committee, to enhance connectivity between 

budgets and outcome management, to evaluate impact of individual policies 

on and contribution to green growth and to reflect the result on budgets.  

Researchers: Chang-Gil Kim, Jeong-Seop Kim, Myoung-Ki Lee, Hak-Kyun 

Jeong, Yoon-Hyung Kim, Jeong-Kyung Jang, Young-Dan 

Kim and Tae-Hoon Kim

E-mail address: changgil@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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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연구의 필요성

지구온난화는 상당히 과학 인 근거를 통해 미래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메가트랜드로 제시되고 있으며,화석연료를 비롯한 에 지의 과도한 사용

으로 자원․환경은 기에 직면해 있다.실제로 세계 각지에서 홍수,폭

염과 산불,산사태 등 자연재해의 강도가 커지고 피해가 속출하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재앙이 실화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지

구온난화로 인한 부정 향이 실화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한 국

제 공조 규제는 불가피하고 자원․에 지 기가 실 으로 등

장하면서 에 지와 환경문제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변수로 부

각되고 있다.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세계는 BRICs(Brazil,Russia,Indiaand

China)국가의 본격 인 경제개발에 따른 에 지와 자원 수요의 증으로

“ 로벌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이러한 추세로 가면 화석연료의 에 지

원 사용 가능 연수는 석유 43년,천연가스 62년으로 각각 추정된다.

지구온난화와 에 지․자원 기가 지속되는 여건 변화 속에서 미국과

일본,독일, 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20여 년 부터 녹색산업과 녹색기술

을 국가발 의 성장엔진으로 활용하는 실천 략을 추진해오고 있다.최근

에는 신재생에 지 분야에 한 집 인 투자와 시장을 활용하여 온실가

스 감축을 유도하는 배출권거래제 실시 등 기후변화에 응하는 정책기조

를 강화해오고 있다.



2 서론

세계 10 에 지 소비국으로 총에 지 소비량의 97%를 수입에 의존하

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의 응과 화석연료의 고갈에 비한 새

로운 돌 구 마련이 시 한 당면과제로 부각되었다.지속 인 에 지와 자

원 사용의 증가에 의존하는 기존의 “요소투입(고투입-고산출)” 주의 경

제성장은 환경 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 인 측면

에서도 한계에 도달해 있다는 비 시각이 제기되었다.자원․에 지 가

격의 등에 따라 자원 에 지의 량 투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는 경

쟁력을 상실하여 차 성장이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지구온난화

가 진행될수록 국제사회는 온실가스를 이기 한 국제 공조와 국제규

범을 통한 환경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 기후변화와 에 지 기에 선제 으

로 응하기 해 정부는 2008년 8월 새로운 60년의 국가비 패러다

임으로 ‘탄소 녹색성장(lowcarbongreengrowth)’을 제시하 다.녹색성

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고 자원이용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

고,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구조를 이룬다는 계획

이다.녹색성장의 국가 략을 실천하기 한 제도 틀을 갖추기 해

2009년 1월 ‘녹색성장 원회’가 출범하 고,2009년 7월에는 녹색성장의

실천 략을 담은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이 발표되었다.2010

년 4월 녹색성장 추진을 한 법 기반으로 ‘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어 발효되었다(2010.4.14시행,<부표 1>참조).

녹색성장을 한 제도 ․법 틀이 갖추어지고 녹색성장 기계획이

발표된 이후 정부 각 부처별로 다양한 정책 로그램과 투자계획이 수립되

어 본격 으로 추진되고 있고,정책목표 달성을 해 각 분야별로 활발한

논의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농업 농 부문에서도 녹색성장 정책추진

과 함께 공감 형성을 한 심포지엄과 세미나 등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

고 있다.그러나 농업계의 여건을 고려한 녹색성장의 체계 인 실태진단과

분야별 과제발굴은 미흡한 실정이다.미래농업의 성장 동력 발굴과 국가발

략에 부응하기 해서는 농업 농 부문 녹색성장 추진을 한 실

효성 있는 추진 략 개발이 시 하며 향후 상당기간 동안 국내․외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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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의 연구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상됨에 따라 체계 이고 선도 인

연구수행이 필요하다.

2.연구목 범

이 연구는 녹색성장 련 국내․외 논의 동향과 산업 ․공간 측면에

서 녹색성장에 한 심층 인 분석을 통해 농업․농 부문 녹색성장 추진

을 한 체계 이고 단계 인 실효성 있는 실행 략을 제시하는 데 목 이

있다.

1차연도에는 농업․농 부문 녹색성장 여건 진단과 실태 악 정책평

가,주요국의 사례검토 등 실증 분석을 한 기 연구를 수행하 다. 한

녹색성장을 한 농업․농 련 정책통합의 황 악과 진단을 통해 정

책통합의 추진방향을 제시하 다.

2차연도에는 농업․농 부문 녹색성장 실태진단과 핵심과제 발굴을 기

로 농업․농 분야 녹색성장을 한 단계 인 세부 실행 략과 략의

우선순 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한 녹색성장을 한 농업․농 련

정책을 통합하기 한 구체 인 추진 략이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농업분야 녹색성장 연구범 는 기후변화에 응한 온실가스 완화,온난

화 응,환경 친화 농업자원 리,녹색기술,미래성장동력 등의 분야 등

을 상으로 한다.녹색성장의 경우 온실가스 완화에 비 을 두고,녹색성

장의 기반 구축 분야에서 응분야를 다루고 있어 감과 응 모두를

상으로 하나 탄소 분야에 상당한 비 을 두도록 한다.농업분야는 경종

부문과 축산부문을 상으로 한다.

농 부문 연구범 는 농 공간의 녹색 자원 보존 활용에 련된 녹색

성장 잠재력 지표,녹색성장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농 정주공간 정비,녹

색성장형 농 발 정책 추진을 한 거버 스 문제 등을 상으로 한다.

정책통합에 있어서 농업 련 정책은 농업정책(생산기반 확충,농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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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화,생산․유통 개선,기술 개발,인력개발,소득보 등),농 정책(농

개발,생활환경 개선),환경정책,에 지정책 등을 포함한다.

3.선행연구 검토

3.1. 녹색 장  개 에 한 논

국내에서 녹색성장에 한 본격 인 연구는 2008년 후반부터 시작되었

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주 하는 녹색성장 토론회에

서 발표된 논문으로 한진희,김재훈(2008)은 녹색성장의 개념과 국가 략

으로 환경과 경제의 종합 고려에 한 이론 근을 제시하 다. 한

환경과 경제성장을 종합 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과 분배문제,배

출 감정책의 정치경제학 측면 산업 정책 측면 등을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 다.미래기획 원회(2009)는 녹색성장의 개념과 추진방식 분야

별 핵심과제를 제시하 다.녹색성장 원회(2009)는 분야별 문가와 소

부처의 녹색성장 논의내용을 종합하여 녹색성장의 개념,비 ,추진 략,단

계별․분야별 추진방안 등 녹색성장 추진을 한 마스터 랜을 제시하 다.

3.2. 녹색 장에 한 판  시각

녹색성장에 한 비 시각은 개념 측면과 정책 로그램 내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윤순진(2009)은 ‘지속가능한 발 ’개념과 ‘생태근 화’

를 이론 으로 비교 분석하여 녹색성장을 조명하 다.정부의 녹색성장 추

진내용에 한 검토를 기 로 설정된 녹색성장 개념은 성장지상주의 본

질을 내포하고 있고,지속가능한 발 의 개념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는 하

개념으로 단하 다.이상헌(2009)은 탄소 녹색성장 략을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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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회 계,경제성장에 한 물질-에 지 차원의 고찰 등 정치경제

학 시각에서 조명하 다.녹색성장은 기존의 경제성장 우선주의에서 벗

어나지 못하고 있고 재정 계획도 불투명하며,기술지향 해결책은 우선

순 도 불분명한 채로 사회 합의도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진단하 다.

3.3. 농업분야  녹색 장에 한 논

김창길(2009)은 농업부문 녹색성장을 “지속가능농업보다 포 인 개념

으로 농업생태계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환경 으로 건 하고,경제 으로

수익성이 보장되는 성장”으로 설정하 다.실제로 농업부문 녹색성장은 지

역별․수계별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재배기술과 농법 환,환경 친화

탄소 농업을 통한 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시하 다.이충원 외 3인

(2010)은 농림수산식품 분야 녹색성장의 추진방향,비 과 략, 투입 고

효율 녹색산업화,자연자원의 지속가능 이용․ 리,국민건강 증진과 국력

제고 등 3 략과 탄소 녹색성장 50개 실천 로젝트,2009〜2013년

까지의 투․융자 계획 기 효과를 제시하 다.

3.4. 녹색 장  한 책통합 분야 논  

이상엽(1998)은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목표를 자연보호의 요성

과 결부된 농업정책이 실 될 수 있는 생산조건의 실 이라고 설정하고,

환경문제는 본질 으로 장기 인 과 근이 요구됨을 제시하 다.시

장경제의 원칙을 바탕으로 농업 환경정책 통합수단으로 환경세와 생태

보호를 한 인센티 정책,연구․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성지은․송 진(2008)은 정책 통합론 등장 배경을 검토하고 정책 통합론

의 요성과 정책조정과의 차이 을 제시하 다. 한 정책통합의 상과 주

요 쟁 ,실효성 있는 정책통합을 구 하기 한 방안 등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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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은(2009)은 핀란드의 신정책과 환경정책 통합사례를 분석하 다.

핀란드의 환경 친화 신정책을 시스템 환과 정책통합의 에서

략수립,집행,평가 단계로 나 어 분석하고,우리나라 환경 신 정책통합

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정책통합의 효과 추진방안을 제시하 다.

MickwitzandKivimaa(2007)는 정책통합에 따른 결과와 성과진단을 기

로 정책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정책의 발 을 해서 요하다고 제시하

다.환경과 기술정책의 통합, 신과 환경정책의 통합 등 환경분야의 정

책통합 평가사례를 제시하 다.

3.5. 농 분야  녹색 장에 한 논

박시 ․송미령(1999)은 ‘지속가능한 개발’패러다임 하에 제시되는 목

표를 보다 정책 지향 이고 실 가능한 개념으로 농 공간 정비 문제에

용하고자 ‘환경 친화 농 마을’이라는 개념을 제안하 다.

최 국(2008)은 녹색성장 시 에 응한 10 국토 리 략과 련 ‘지

역문화를 비롯한 지역가치 재창조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국토경 가치

의 제고를 통한 아름다운 국토 형성’등 상 수 의 략을 제안하 다.

한 하 과제로써 도․농교류 활성화,농 경 정비 등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나 행 농 발 정책은 반 하지 않아 선언 수 에 그치고 있다.

송미령 등(2008)은 농 발 지수를 통해 기 지자체 수 에서 지역의 발

정도를 ‘일터’,‘삶터’,‘쉼터’,‘공동체의 터’등 네 가지 역지표를 활용하

여 추정하 다.‘쉼터’와 련 지표들은 녹색성장 평가지표와 연계된다.

이인희(2009)는 기후변화가 농업․농 생태계에 미치는 향을 악하

고,기후변화 응책으로 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녹색기술 용을 한

략과 과제를 제시하 다.특히 농 부문 녹색성장 추진 방안으로 그린홈 사

업과 에 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등을 제시하 다.최은희 등(2009)은 일본에

서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 바이오매스 타운 조성사업의 국내 도입 가

능성을 검토하 다.주로 농업계,산림계,폐기물계 바이오매스의 에 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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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도입에 따른 기술 문제를 검토하고,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 다.

3.6. 타 분야  녹색 장 연구

국토분야에서의 연구로 김명수 외(2009)는 녹색성장은 녹색경제․녹색

환경․녹색사회 등의 세 가지 견인 축을 기 로 국토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녹색성장 6 정책과제를 제시하 다.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로 배용호 외

(2009)는 탄소 녹색성장 달성을 해서 국가 차원의 합리 인 기술개

발과 성장 략이 요구되며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성장 략의 효율 인 연

계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에 지 분야의 연구로 오진규(2009)는 녹색성

장을 기후변화 응과 연계하여 개념 정립과 수단의 도출 효과 분

석 등을 기 로 에 지와 산업부문 녹색성장 략을 제시하 다.지방자치

단체 분야의 연구로 김 호 외(2009)는 녹색성장에 한 개념 이해를 바

탕으로 녹색성장의 특성 악과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분석을 토 로 지방자

치단체 녹색성장의 성과창출을 한 주요 추진 략을 제시하 다.

3.7. 녹색 장 실증분

김창길,정학균(2009)은 녹색성장의 핵심요소인 생태효율성의 개념과 방

법론을 농업분야에 용하여 지열히트펌 를 상으로 생태효율성을 분석

하 다.표학길 외 3인(2009)은 녹색성장회계이론을 기 로 녹색성장모형

을 정립하고,하이 리드 산업연 표를 이용한 총요소생산성 추정을 통해

산업부문별 녹색생산성을 산출하여 제시하 다.

McKinsey& Company(2009)는 한계감축비용곡선을 이용하여 부문별

온실가스 완화수단의 비용효율성을 분석하고 농업분야의 11개 온실가스

완화수단을 상으로 2030년 BAU 비 비용효과 인 잠재 한계감축비

용을 산정하여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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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농업분야  새 운 녹색  용

강희찬(2009)은 기후변화에 응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천후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식물공장 도입의 필요성,국내․외 사례,식물

공장의 비용구조,도입방안 등을 제시하 다.김정호(2009),김정호․장승

동(2009)은 식물공장의 변천과 최근 동향,유비쿼터스-빌딩농장 모델개발

과 시범사업 추진방안,식물공장 사업화의 조건과 경제 타당성 검토,식

물공장의 향후 망과 과제 등을 제시하 다.

3.9. 행연구  본연구  차별

이 보고서에서의 농업․농 부문의 녹색성장 연구는 그동안 녹색성

장 개념과 이론,정책통합,실증분석 녹색기술 등 련분야에서 추

진된 연구를 종합 으로 검토하여 체계화하는데 상당한 비 을 두고

추진되었다.특히 친환경농업 기후변화 응 분야의 연구로 KREI에

서 이루어진「친환경농업 체제로의 환(2003〜‘04)」,「교토의정서 이

행에 따른 농업부문 응 략(2006〜‘07)」,「농업부문 바이오매스 이

용활성화 략(2006〜‘07)」,「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향분석과

응 략(2008〜‘09)」등 일련의 연구가 기 가 되었다.기존의 연구와

의 차별성은 녹색성장에 을 맞추어 농업․농 분야의 체계 인 실

태 진단과 실증 분석,해외사례 검토 분야별 과제발굴이 이루어졌다

는 이다.농업․농 분야의 녹색성장 련 녹색기술과 녹색 융

정책통합 등 새로운 분야는 국내․외 문가와의 동연구를 최 한

활용하여 심층 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 다.이밖에도 농업․농

분야의 녹색성장을 다루는 외부 문가와 정책담당자와의 정보교류와

의견수렴 학제간 효과 인 연구수행 등을 해 2009년 기후변화

응과제 수행시 구축된 ‘KREI기후변화 응포럼’을 ‘KREI농업․농

부문 녹색성장포럼(KREI녹색성장포럼)’으로 재편하여 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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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과제 >

농업․농 부문 녹색성장
추진 략(1/2년차)

<세부과제 1> <세부과제 2> <세부과제 3>

농업부문 녹색성장 진단과
평가

농 부문 녹색성장 진단과
과제

녹색성장을 한 농업․농
련정책 통합 추진방향

․부문별 녹색성장 추진
실태 진단과 실증분석
수행

․농 부문 녹색성장 진단,
지표개발 추진과제
제시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
극 화를 한 련 정책의
통합화 방안 제시

4.연구과제의 구성과 흐름도

농업․농 부문 녹색성장 추진 략 개발에 한 효과 인 연구수행을

해「농업부문 녹색성장 실태 진단과 평가」,「농 부문 녹색성장 진단

과 과제」,「녹색성장을 한 농업․농 련정책 통합추진방향」등 세

가지 과제로 나 어 수행하 다<그림 1-1>.

그림 1-1.농업․농 부문 녹색성장 략수립 연구과제의 구성도

<세부과제 1>인 「농업부문 녹색성장 실태 진단과 평가」는 녹색성장

련 이론의 체계화,녹색생산성과 생태효율성을 용한 녹색성장 실증분

석,주요국의 녹색성장 사례분석 등을 다루었다.<세부과제 2>인 「농 부

문 녹색성장 진단과 과제」에서는 농 부문의 녹색정책 진단과 녹색성장

잠재력 지표개발, 문가 심층조사에 기 한 농 부문 녹색성장 정책 과제

발굴 등을 제시하 다.<세부과제 3>인 「녹색성장을 한 농업․농

련정책 통합추진방향」에서는 녹색성장 정책성과 극 화를 한 정책의

통합화 방안 과제를 제안하 다.이 보고서는 세부과제별 1년차 연구 성과

의 핵심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 총 보고서로 구성되고 있고,세부과제별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결과에 한 요약은 <그림 1-2>에 제시하 다.2년차

연구에서는 녹색성장을 성공 으로 추진하기 한 구체 인 실천 략과

체계 인 정책통합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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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농업․농 부문 녹색성장 1년차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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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농업․농 부문 녹색성장 2년차 주요 연구내용

세부과제 주요 연구내용

1세부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에 한 심층평가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착을 한 추진 략 단계 로드맵 제시
∘주요 선진국 녹색성장 사례 발굴 시사 제시

2세부
∘농 부문 녹색성장 정책에 한 심층평가
∘농 의 녹색성장 련 주요 정책과제별 방안 추진 략 제시

3세부
∘녹색성장 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시장을 활용한 정책통합 방안

5.연구방법

5.1. 헌연구

국내문헌으로 녹색성장 련 정부정책자료와 연구보고서 등을 활용하

다.먼 농림수산식품부,농 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환경부,녹색성장

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지경제연구

원 등의 녹색성장 련 문서와 연구결과물을 검토하 다. 한 해외문헌으

로는 미국, 국,호주,일본 등의 녹색성장 련 정부자료와 련 분야 연

구자료를 검토하 고,OECD,FAO,UNESCAP등 국제기구의 녹색성장

련 자료와 농업분야의 연구 자료를 활용하 다.

5.2. 녹색 장  실태진단과 평가를 한 실증분

녹색성장의 실태진단과 평가를 한 실증 분석을 해 정량 ․정성

근의 다양한 방법론이 용되었다<그림 1-3>.녹색성장에 한 농업계

의 인지도 조사결과에 한 빈도 교차분석(Frequencyanalysisand

Crosstabulation)을 이용하 다.농업부문 녹색성장의 실증 분석으로 유기

농업과 행농업의 성과비교를 해 생태효율성 기 을 용한 자료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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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DataEnvelopmentAnalysis,DEA)을 수행하 다. 한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완화 수단별 비용효과성 평가를 한 한계감축비용곡선(Marginal

AbatementCostCurve,MACC)도출을 시도하 다.농업부문과 비농업부

문 간의 녹색생산성 비교 분석을 해 탄소생산성 분석과 탄소생산성 기여

도별 요인을 밝히기 한 회귀분석 등을 용하 다.농 분야에서는 지역

별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를 산출하고 GIS를 활용하여 시각화하 다. 한

문가,지자체 공무원,농 주민 등을 상으로 Q-방법(Q-methodology)

을 용하여 농 부문 녹색성장 추진과제를 도출하 다.1

그림 1-3.녹색성장 진단과 평가를 해 용한 방법론

5.3. 국내․외 가   지조사

녹색성장에 한 인지도 평가와 정부정책에 한 반응조사를 해 농업

1Q-방법은 특정 사안에 해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에 한 동의 정도가

유사한 몇 개의 집단으로 응답자들을 분류하는 통계 기법으로,기술 으로는

요인분석의 일종이다(Stephenson,1953;김홍규,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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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문가(정책담당자 포함)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농 부

문 녹색성장 정책과제 도출을 해 문가 패 을 구성하여 면담조사와 토

론회를 실시하 다. 한 녹색성장 련 정책통합에 한 실태진단을 해

문가를 상으로 면담조사(이메일 조사)를 실시하 다.

국내에서 녹색성장 연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 과 유 기 을 방문하

여 련 분야 자료수집, 문가들과의 정보교류 네트워킹을 추진하

다. 한 해외의 녹색성장 련 정책이 집행되고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연구자 정책담당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하 다.2

5.4. 미나  회 개  계획

농업부문 녹색성장 련 의견수렴과 의를 해 국내외 문가를 청

하여 세미나와 의회 등을 5회 개최하 고,「KREI농업‧농 부문 녹색성

장포럼」을 7회 개최하 다. 한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 략개발에

한 연구과제의 1년차 연구 성과를 알리고 국내․외 문가 의견을 수렴하

기 해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2010년 11월 19일

국제세미나를 개최하 다.녹색성장 국제세미나에서는 ‘미국의 탄소 녹

색성장’(오 곤주립 수잔 카팔보 교수),‘호주농업 녹색성장을 한 정책

근’(호주 ABARE허랄 아하마드 박사),‘일본농업의 녹색성장을 한

정책 근’(일본 농림수산성 마사미치 사이고 과장),‘농업부문 녹색성장

의 평가와 과제’(KREI김창길 박사)등 국가별 문가의 주제발표와 종합

토론이 이루어 졌다(국제세미나 자료집 발간,김창길 외 3인,2010b).

2농업분야 녹색성장 련 해외조사를 해 일본(2010.5.12～5.16)과 국(2010.

9.12～9.18)출장을 실시하 다.일본의 농림수산성,농업정책연구소,농업기술

정책총합연구기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 고, 국은 환경식품농 부,스코틀

랜드농업 학,유럽환경정책연구원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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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국내․외 동연구 추진 상  

농업․농 부문 녹색성장 진단과 과제발굴에 한 1년차 연구과제 수행

에 있어서 효과 인 과제수행을 해 외부 연구진의 문성이 요구되는 녹

색기술,녹색 융,농 분야 녹색지표,정책통합 등의 분야를 심으로

동연구(원고의뢰)를 추진하 다<표 1-2>.국내 탁연구로는 농업분야의

새로운 녹색기술 응용분야로 ‘임계유체를 이용한 농업분야 녹색기술

용방안’(서울 학교 이윤우 교수),‘농업분야의 녹색 융 활용방안’(보험연

구원 진익 박사),‘농 ‧농업문제의 에서 본 탄소 녹색발 ’(환경정

책학회장 정회성 박사),정책통합의 이론 해외의 정책통합 사례를 다룬

‘정책통합의 사례와 정책 시사 ’(과학기술평가연구원 성지은 박사)등

이 이루어졌다.3해외 탁연구로는 미국 농업을 상으로 녹색생산성 실

증 분석과 녹색성장 정책 로그램 등을 다룬 ‘미국농업의 탄소 녹색성

장’(오 곤 주립 학교 수잔 카팔보 교수)등에 한 과제가 수행되었다.

표 1-2.국내․외 탁연구 추진 상황

구분 연구 책임자 (소속) 주요내용

국내
공동
연구

이윤우 교수
(서울 화학생물공학부)

∘농업분야 임계유체 실용화 녹색기술 활용방안
∘ 기반 바이오리 이 리 시스템의 구축방안

진익 박사
(보험연구원)

∘녹색 융의 개념과 용 실태
∘농업분야 녹색성장을 한 녹색 융 활용 방안

정회성 박사
(환경정책학회장)

∘농 발 의 에서 본 녹색성장이론 체계화
∘농 부문 녹색지표개발 방법론

성지은 박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통합의 이론 검토
∘정책통합의 외국사례와 시사

해외
공동
연구

SusanCapalbo교수
(미국 OregonState
University,응용경제학부)

∘미국의 농업부문 녹색생산성 실증분석
∘미국의 농업부문 녹색성장 략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설계와 한국 용가능성 검토

총 5과제(국내:4과제,해외:1과제)

3녹색성장 1년차 과정에서 외부 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물을 모아 2011년 상반

기에「농업‧농 분야 녹색성장 자료집」을 발간할 정이다.



녹색성장의 개념과 련 이론 제2장

녹색성장의 개념과 이론은 아직 체계 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제2장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련 분야의 문헌을

기 로 녹색성장과 지속가능성장의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녹색성장기

본법에 제시된 녹색성장의 개념을 제시하 다.환경 쿠즈네츠 가설을 이용

하여 녹색성장의 이론 배경을 제시하 고,녹색성장의 목표달성을 한

제조건을 검토하 다. 한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개념과 녹색성장 달성

을 한 정책수단을 제시한다.

1.녹색성장의 개념

지속가능한 발 (sustainabledevelopment)은 환경보 과 경제개발을 조

화시키면서 지속 인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의미로,1972년 스톡홀름 유

엔회의의 환경선언에 제시된 이후 1987년 환경․개발에 한 세계 원회

(WCED)의 개념 정립을 거쳐,1992년 UN의 ‘환경․개발에 한 리우 선

언’과 실천과제인 ‘의제 21’의 근간이었다.지속가능한 발 의 개념은 주류

경제학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인 경제성장을 우선으로 하되,환경문제(growth

first,cleanuplater)를 해결하려는 시각에 한 반성으로부터 나왔다.

WCED에서는 지속가능한 발 을 “세 간의 형평성을 기 하여 미래세

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세 의 필요도 충족시키는 발 ”으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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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김창길․김정호,2002,pp.7-9).

녹색성장(greengrowth)은 지속가능한 성장(경제성․환경성․사회성)의

개념 추상성 범 성을 보완하기 해 도출된 개념으로 환경 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즉,녹색성장은 생태 ․경제

건 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질 성장’으로 볼 수 있다.

한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에서 경제와 환경 간의 상충 계라면,녹색

성장은 상호보완 계로 설정할 수 있다<표 2-1>.

한국 정부는 녹색성장을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면서도 신성

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성장”으로 규정하고 있다(녹색성장 원

회,2009).이와 같이 녹색성장은 여러 측면에 다르게 규정되고 있어 새로

운 문명과 변화의 질서를 수용하는 복합 이고도 열린 개념(open-ended

concept)으로 이해될 수 있다.이런 맥락에서 녹색성장은 많은 논의를 거치

게 되면서 지속 으로 발 할 개념으로 볼 수 있다.4 탄소 녹색성장기본

법(제2조)에서 제시하는 녹색성장의 개념을 “에 지와 자원을 약하고 효

율 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이고 청정에 지와 녹색기술

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2-1.기존의 패러다임과 녹색성장의 패러다임 비교

구분 기존 경제성장 패러다임 녹색성장 패러다임

성장방식 요소투입 주 환경고려 최 투입

핵심가치 양 성장 질 성장

환경과 경제 계 상충 계 상호보완 계

성장 동력 에 지 다소비 업종 녹색산업 녹색기술

사회구조 에 지 낭비,환경오염 탄소 순환사회

4“녹색성장”용어는 이코노미스트지(2000.1.27)에서 최 로 언 되어 학술 인 측

면보다는 에서 제시된 용어로 볼 수 있다.이후「2005UNESCAP환경과 개발

장 회의」에서 녹색성장에 한 심층 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다보스 포럼을 통

해 리 사용되기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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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에 한 정의는 입장에 따라 다르나 기본 인 작동원리는 성장

패턴과 경제구조의 일 환을 통해 환경과 경제성장 간의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녹색성장은 생산과정

에서 녹색자본(녹색기술,녹색지식)을 투입하여 환경오염을 이고 자연자

본(에 지,환경자원)을 확충하여 생산력을 지속 으로 제고시키는 것이다.

녹색성장이 이루어지면 생산․기술 소비패턴 변화와 환경 친화 인 정

책을 통해 환경용량에 부합하고 생산․소비 측면의 경제 효율성과 환경

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생태 효율성이 향상된다.따라서 녹색성장은 환경

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시 지 효과를 극 화하는 국가발

략이다.경제성장이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환경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환되는 - 략으로 볼 수 있다<그림 2-1>.

실 으로 녹색성장은 환경 지속가능성(environmentalsubstantiality)

과 환경 성과(environmentalperformance)가 결합될 때 실 가능하다.

기존의 환경 근은 규제 등을 통한 환경 성과 개선에 주력하며,환경

지속가능성은 생산과 소비와 련된 사회 시스템의 환을 필요로 한다.

그림 2-1.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지향하는 녹색성장 달성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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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녹색성장 패러다임으로 환

녹색성장은 탄소사회 실 녹색산업화를 통해 지속 인 경제성장

을 구 하고자 하는 정책기조와 사회가치 을 내포하고 있다.녹색성장의

실 을 해서는 상당한 경제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특히 편

리함을 추구해온 기존의 생활방식을 탈피해야 한다.그러므로 녹색성장 목

표 달성을 해서는 경제 유인책,녹색기술 개발․보 , 련주체의 이

해와 력이 건이며 발상의 환과 신속한 응이 긴요하다.

2.녹색성장의 이론 배경과 제 조건

녹색성장은 생태근 화론에 이론 기 를 두고 있다.생태근 화론은 상

충 인 계로 인식되어온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산업 근 화의 틀 안에

서 통합되고 양자가 이익이 되는 계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그림

2-2>.자본주의 경제구조 안에서 환경을 배려하고 환경 외부효과를 내

부화함으로써 환경개선과 경제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므

로 생태 근 화의 발상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양립 가능한 것으로 간

주한다.녹색성장은 탄소사회 실 녹색산업화를 통해 지속 인 경제

성장을 구 하고자 하는 정책기조와 사회가치 을 내포하고 있다.

자료:김명수 외(2009),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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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통 경제성장 모형과 녹색성장 모형의 비교

통 경제성장 모형 녹색성장 모형

경제와 환경
의 계

환경보호는 경제성장과 립 환경보호는 경제성장의 견인차

계획의 ․단기 망 장기 망

정책

정부정책은 시장실패에 한
재자 역할을 수행

정부정책은 시장실패에 한
해결책,조정을 진하기 해
녹색기술, 리기법과 구조변화
추진

환경 책임
역

정부기 들과 민간부문은 친환
경 경 의 책임

모든 정부기 ,기업,넓게는
사회 역

환경 정책
개입

모든 생산과 소비 양상에 한
개선

경제활동의 패턴을 환경 부
하가 은 것으로 변화

경제 정책
개입

환경 외부효과에 한 세
과 부과

녹색 신,비즈니스,직업 등에
한 지원과 재정 인센티

경제지표
GDP와 생산성과 같은 경제성
장 비율과 정도 계측

성장의 질 인 면이나 환경을
포함하는 웰빙에 한 측정

환경지표
자원사용과 오염물질 배출에
한 측정

경제활동과 환경 재화와 서
비스의 공 과 경제활동 간의
연계성 측정

정책지표
지원의 변화수 에 한 생산
효과와 지지의 체 인 수

지지의 구성요소 변화수 에
한 생산과 환경 효과와 지
지의 구성요소 변화

자료:OECD(2010c).

녹색성장 모형이 통 경제성장 모형과의 기본 인 차이는 환경보호가

경제성장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견인차(driver)로 보는 데

있다<표2-2>.따라서 녹색성장의 계획 수립 은 ․단기 망보다는

장기 망을 시하고 정책 에서는 시장실패의 재자의 역할을 넘어

조정을 진하기 해 녹색기술과 리기법 등 구조변화를 필요로 한다.녹

색성장을 진단하기 해서는 경제지표인 GDP와 생산성에 추가하여 성장의

질 측면과 환경이슈를 포 하는 녹색생산성과 생태효율성 지표가 요구된

다. 한 녹색성장 모형에서 환경지표의 경우 통 경제성장에서 용된

자원사용과 오염물질 배출량에 한 측정뿐만 아니라 경제활동과 환경 재

화와 서비스 공 과 경제활동 간의 연계성 측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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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의 이론 배경은 환경과 소득수 과의 계를 경험 으로 설

명한 환경 쿠즈네츠 가설을 이용하여 설명될 수 있다(UNESCAP,2008).5

이는 환경오염과 경제성장 간에도 분배와 성장의 계와 같은 경향이 존재

한다는 가설이다.환경 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alKuznetsCurve,

EKC)은 경제개발 기단계에는 성장할수록 환경오염 수 이 증가하다가,

어느 수 을 넘어서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환경오염 수 이 감소함을 나타

낸 역 U자 모양의 곡선을 지칭한다.경제성장은 환경성과 개선을 해 필

요하나,소득이 증가한다 해도 환경오염이 자동 으로 감소하지는 않으며,

경제성장은 환 에 도달하기 에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따라서 성장

심의 국가들의 경우 EKC를 평평하게 하고 우리 경계에 도달하는 시간

을 이기 해 녹색성장 체제로 환하여 환경 성과를 개선하는 것이 필

요하다.

그림 2-3.녹색성장을 통한 환경성과 개선 -EKC하향 이동

 

5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쿠즈네츠(Kuznets)교수가 가설로 제시한 이론

은 경제성장의 기에는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지만,국민소득이 일정한 수 을

넘어서면 소득 분배가 개선된다는 내용이다.환경과 소득수 을 연계하여 보면

소득수 이 증가할수록 환경은 악화되지만 어느 시 을 지난 후에는 환경이 개

선된다는 ‘환경 쿠즈네츠 가설’(EnvironmentalKuznetsHypothesis,EKH)이다.

환경 쿠즈네츠 곡선(EKC)의 존재는 경제성장이 환경문제의 원인인 동시에 치

유책이라는 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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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달성한 후에는 환경오염에 한 우선순 가 올라

가고,환경정책 집행을 한 기술이나 인력 산이 풍부하게 됨을 국

내․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한 고소득과 높은 교육수 이 지역사회

로 하여 환경기 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한다는 이다.일반 으로 국

민소득이 약 8,000~10,000달러가 되는 시 에 환경오염 문제가 개선된다

는 주장이 어느 정도 지지를 얻고 있다.온실가스 배출량 문제는 개선이

그리 쉽지 않지만,역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들에서 배출량 증가율

이 둔화되는 등의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사실이다.

‘환경 쿠즈네츠 가설’이 정부나 민간부문의 역할과 무 하게 자동 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경제 수 이 향상되고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정부나 민간은 환경보 을 한 기술개발과 환경 친화 산업 발 에 상당

한 심과 투자를 증가시키게 된다. 한 정부는 환경규제를 강화하기

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이러한 민간기업과 정부의 상호 보완 인 역할

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선순환 인 계가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이다.그런

데 ‘환경 쿠즈네츠 가설’은 환경이 성장과 결합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

을 보여 과 동시에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불공정한 실을 보여주고 있

다.이 곡선 로라면 개도국은 경제가 일정수 으로 성장할 때까지 환경문

제에서 자기역할을 할 수 없지만, 재의 기후변화 상은 개도국의 동참

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6

기후변화 에 지 문제와 련하여 후발국들이 선진국의 길을 그 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녹색성장을 수용하여 선진국의 발 된 기술과 지식

을 수받게 되면 환경훼손을 게 하면서 경제발 을 추구할 수 있다.

재 개도국은 A에서 B사이에 치해 있고,선진국은 C에 치해 있다고

하자<그림 2-4>. 재의 경제발 상태에서 보면 선진국들은 험범 의

6이에 한 답으로 IPCC부의장으로 2007년 노벨평화상을 공동수상한 무나싱

헤(Munasinghe)는 ‘지속가능 경제(sustainomics)'가설을 제시하 다.이는 통

인 환경 쿠즈네츠 곡선을 수정하여 국가 간의 조라는 새로운 변수를 추가

한 것이다(Munasinghe,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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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선진국과 개도국의 녹색성장 추진 궤도

자료:Munasinghe(2010)

환경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나 앞으로 기후변화 약에 따라 탄소 녹색성

장 략을 구사하면서 C에서 E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그 다면 진국과

빈곤국들은 어떠한 정책을 사용해야 하는가?경제성장을 멈추어야 할 것

인가?이때 지속가능경제 가설에서는 B에 도달한 진국에게 다른 길이

열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즉,선진국들의 탄소 성장기술(녹색기술)과 지

식을 이용하여 환경 안정선 이하 경로를 따라가는 터 효과(tunneleffect)

를 린다는 것이다.따라서 선진국들은 C에서 E로 이동하지만,후발 주자

들은 같은 경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B에서 D를 거쳐 E로 가는 다

운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이러한 이론의 실화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국제 인 조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7

7물론 선진국이 개발하여 이용하는 녹색기술을 개방하고,개도국의 감축 노력을

지원하는 등의 국제 조가 이루어질 때에만 가능하다.그런데 각자의 이익

을 심으로 돌아가는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조가 가능할 것인지가 건이다.

로벌 어젠다인 기후변화 문제만큼은 세계 인 조가 필요하며,실패하면

모두가 공멸한다는 인식을 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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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농업부문 녹색성장 개념

지속가능발 과 녹색성장의 차별성에 해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다.농

업부문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농업보다 포 인 개념으로 농업생태계의 환

경용량을 고려하여 환경 으로 건 하고,경제 으로 수익성이 보장되는

성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실 으로 농업부문 녹색성장은 지역별․수계

별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재배기술과 농법 환,환경 친화 탄소 농업을

통한 성장을 의미한다.녹색성장의 목표 달성은 친환경농업과 탄소농업

확 등 지속가능한 농업체제로의 환과 환경 친화 농업․농 기반정

비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그림 2-5>8.

그림 2-5.농업부문 녹색성장의 개념 치

8친환경농업은 합성농약,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

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산업 부산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

경을 유지․보 하면서 안 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의미한다. 탄소농

업은 질소비료와 농약 등 화학 농자재를 게 사용하는 친환경농법도 포함하

나 건답직 , 개조 ,무경운,바이오작물 재배,바이오가스 랜트,장내발효

진 사료첨가제 사용 등을 통해 탄소배출을 게 하는 농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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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에서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농업을 그린농업(greenagriculture)

로 규정할 수 있으나 공식 으로 리 이용되는 용어는 아니다.농업부문

에서 녹색과 연계하여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녹색성장과 직

련된 것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를 들면 국에서는 친환경의

의미를 소비자들에게 보다 다가가는 의미로 ‘녹색식품(greenfood)'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 농업분야에서 다수확 품종개발(통일벼 계통의

신품종 IR667)을 통한 획기 인 생산성 증 를 “녹색 명(greenrevolution)”

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겨울철 유휴농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제2의 녹색 명”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녹색성장과 직 으로

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농업부문 녹색성장은 경제성과 환경성이 통합된 개념으로 사람(People),

지구환경(Planet),이윤(Profit)의 3P의 에서 근 가능하다.먼 ,사람

은 농업부문 녹색성장 실천과 련된 생산자․소비자․정책담당자․연구

자․ 련단체 등의 한 역할분담과 력체계 구축을 의미하며,지구환

경은 토양․물․공기 등 농업생태계를 구성하는 환경요소에 해 환경용

량 범 에서 지속 인 리와 유지를 의미한다.마지막으로 이윤은 농업이

생명산업 는 생업으로 지속 으로 유지되고 경 하기 해 녹색경 능

력제고,녹색기술 신,정책지원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수익성 유지

등을 의미한다.

탄소 농업구조 개편(GreenAgriculturalRestructuring)은 에 지 효율

성 제고와 융합기술 활용을 통해 농업 반을 탄소농업으로 환해야 함

을 의미한다.가치사슬의 녹색변환 달성(greenvaluechain)은 ‘생산-유통-

가공-소비-재자원화’에 이르는 가치사슬 과정의 친환경화(녹색화)를 통

한 농업의 녹색성장 기반조정이 필요하다. 한 녹색가치사슬을 해서는

녹색기술 인증제도입 IT,NT,BT등 융합기술을 활용한 녹색변환을

진해야 한다.기후변화에 응하고 자원순환이나 에 지 효율 향상과 련

된 국내 표 화 국제표 선 을 통해 농업부문 녹색기술을 보호하고

환경경쟁력을 향상해야 한다.IT기술을 활용한 에 지 효율성 향상과 환경

문제 해결 등 농업분야 GreenIT를 통해 농업 련 산업의 녹색화를 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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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농산물 유통,수출 마 물류 등 간단계의 녹색화 추진 등 생산과

소비의 녹색 환을 통한 공 체인 반의 녹색화를 유도해야 한다. 한

탄소형 농업구조의 재설계를 통해 친환경농자재 산업과 농업 련 산업의

그린화를 통한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유기농,LED,지열활용 식

품산업 등 환경 친화 산업부문을 핵심녹색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4.녹색성장의 정책수단

실 으로 지구온난화와 환경문제로부터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정확하

게 계측하여 온실가스(는 환경오염)배출자에게 해당하는 경제 비용을

부과하는 최선책(firstbestsolution)모색은 거의 불가능하다.이러한 실

여건을 반 하여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한 녹색성장 정책수단으로 조

세개 (탄소세)과 탄소배출권거래제 등의 경제 수단,총량규제와 질소비

료 살포기 과 가축사육 도 등 직 규제, 정 농규범 등 자발 약,

연구 로그램과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보 ,온실가스 모니터링과 사업이

행 제고 등 정보제공․인식제고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표 2-3>.

표 2-3.녹색성장 정책수단의 분류

구분 감축수단

경제 수단
부과 제도,탄소세( 는 온실가스세),배출권거래제,보조
제도

직 규제
총량규제,질소비료 살포기 ,퇴액비 살포기 ,사육 도규
제

자발 약 정 농규범,자원순환형 마을조성

연구개발․보 연구 로그램,기술개발,실증사업

정보제공․인식제고 온실가스 모니터링,사업이행 지원

자료:Perman,etal(2003);OECD(2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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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을 한 정책수단으로는 온실가스 완화와 기후

변화 응의 기후정책 수단,에 지 효율화와 재생에 지,새로운 에 지

개발 등 에 지 정책수단,녹색공간 조성과 자원 리 등 환경․자원 리정

책 수단,친환경농업(유기농업 포함)․녹색식품․녹색 융․생명산업․일

자리 창출 등의 녹색산업 정책수단,녹색기술인증제․녹색기술통합사업

단․녹색기술 표 체계와 DB구축 등 녹색기술정책 수단 등을 들 수 있다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인벤토리를 제시한 <부표 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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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 부문 녹색성장 과제 발굴을 해서는 정확한 실태진단이 필

요하다.제3장에서는 농업․농 부문 녹색성장 실태 악을 해 온실가스

배출실태와 망 온실가스 리수단 등을 심으로 여건 변화를 진단하

다. 한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 로그램에 한 황과 정책평가를

제시하 다.녹색성장 인지도에 한 농업인과 문가(정책담당자 포함)의

반응조사 결과를 다루었고,녹색성장을 한 농업․농 부문의 정책통합

실태를 검토하 다.

1.농업부문 녹색성장 여건 변화

1.1. 농업부  실가스 출 실태  망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2007년 기 )은 약 6억 2천만 CO2톤으로 년

비 2.9%증가하 다.산업부문별 년 비 변동률을 보면 에 지부문

은 3.9%,농업부문은 5.3%증가한 반면,산업공정부문은 4.4%,폐기물부

문은 2.2%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2007년 기 )은 약 1,840만 CO2톤으로 국

가 총배출량의 2.9%를 차지하며,2006년까지 매년 감소 추세 으나,가축

사육두수 증가와 화학비료 사용량 증가 등으로 증가 추세로 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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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벼 재배,농경지토양,잔사소각 등 경종부문

이 65.4%,장내발효와 분뇨처리 등 축산부문이 34.6%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망치와의 비교를 해 감축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BusinessasUsual,BAU)의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량 측이 가능하다.시나리오 구성에 있어서 외 인 여건 변화 요인

으로 세화 유 와,2011년부터 주요국과의 FTA발효 등을 반 하

다. 한 내부 요인으로 볏짚 투입률 20%,간단 개 50%, 만생종

품종비율 89% 등을 용하 다.

경종부문 메탄은 2005년 31.2만톤 보다 2010년 7.2%,2015년 10.4%,

2020년 13.5%수 으로 감소하여 2020년 27.0만톤으로 망되었다.경종

부문 아산화질소는 2005년 1.9만톤 보다 2010년 10.9%,2015년 7.8%,

2020년 3.9% 수 으로 증가하여 2020년 2.0만톤으로 망된다. 한 축

산부문 메탄은 2005년 21.3만톤 보다 2010년 21.3%,2015년 14.1%,2020

년 7.3% 수 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 22.8만톤으로 망되었다.축산부

문 아산화질소도 2005년 0.4만톤 보다 2010년 33.2%,2015년 25.1%,2020

년 17.2% 수 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 0.5만톤으로 망된다.농업부문

의 2020년 BAU 망치는 1,827만CO2톤으로 2005년 기 치인 1,836만

CO2톤 보다 0.5% 감축할 것으로 망된다<표 3-1>.

표 3-1.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망

단 :만톤

연도
경종 축산 계 (가스종류별환산)

CH4 N2O CO2환산 CH4 N2O CO2환산 CH4 N2O CO2환산

2005 31.2 1.9 1,255.3 21.3 0.4 581.1 52.4 2.4 1,836.3

2008 29.7 1.8 1,197.1 23.8 0.5 661.4 53.5 2.4 1,858.5

2010 28.9 2.1 1,273.6 25.8 0.6 720.7 54.7 2.7 1,994.3

2015 27.9 2.1 1,234.1 24.3 0.5 677.5 52.2 2.6 1,911.6

2020 27.0 2.0 1,190.5 22.8 0.5 636.7 49.8 2.5 1,827.1

자료:김창길 외 4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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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CO2환산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단 :만CO2톤

자료:김창길 외 4인(2010)

1.2. 농업부  실가스 리 책

농업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흡수 확 를 해 농경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기술,토양 내 유기탄소 장기술,반추가축 장내발효개선 기술,가축

분뇨 처리시설 개선,바이오매스 활용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기술 등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어 상당한 수 의 실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표

3-2>.여러 가지 온실가스 감기술 가운데 표 으로 활용되는 기술은

크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술,유기농․축산업 기술,토양유기탄소 장

기술,바이오에 지 활용 기술 등 네 가지로 별된다.

첫째,배출량 감기술(emissionsreductiontechnology)은 시비 리와 물

리 등 작물재배기술과 사료 여 개선 발효 진 첨가제 투여 등 가축

사양기술을 용함으로써 메탄과 아산화질소 배출 감축이 이루어지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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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술이다.경종부문에 있어서 논의 감축기술로는 질소비료 시비량 감축,

유기물 사용 확 ,간단 개로의 개방법 환,건답직 로의 재배방식

변경 등을 들 수 있다.밭의 감축기술로는 화학비료 시비량 감축과 친환경

농업의 실천 등을 들 수 있다.축산부문의 경우는 사료의 에 지 함량

소화효율 향상,가축개량,양질 조사료 여,반추 발효조정제(사료첨가

제,미생물제제 투여)첨가 등에 의한 반추가축 장내발효 개선기술이 있다.

한 슬러리 장기간 호기처리시설 확 ,가축분뇨 장탱크의 덮개

설치 등의 가축분뇨처리 시설개선 기술을 들 수 있다.

표 3-2.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기술 목록

부 문 감 기술

농경지 메탄
아산화질소 배출량 감축

유기농법 친환경농법 확

농방법 개선을 통한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휴경 농경지 목 조성
휴경지 조림, 지 조성

휴경지 피복작물 재배

토양 내 유기탄소 장

보 경운(홑경,무경운),윤작

화학비료의 유기물 체(작물잔사,슬러리 활용 등)

토양피복, 개방법 개선(물 리 방법 개선)

반추가축 장내발효 개선

사료의 에 지 함량 소화효율 개선

가축개량,양질조사료 여

반추 발효조정제(사료첨가제,미생물제제 등)투여

축산분뇨 처리시설 개선
슬러리의 호기처리시설 확 ,덮개설치

메탄포집 자원화

바이오매스 활용
화석연료 사용 감축

바이오에 지 작물 재배를 통한 화석연료 체

바이오가스․바이오매스 자원화기술 확

겨 이용 발

둘째,유기농․축산업 실천기술은 온실가스 감기술의 일종으로 이산

화탄소와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기술이다.유기농업은 윤작을 하

거나 부산물비료나 유기질비료의 투입 등으로 토양을 리하며 화학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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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농법이다.유기농업의 핵심은 토양미생물

활성도 진,두과작물과 생물학 질소고정,윤작 등을 통해 토양비옥도

를 리하고 경종-축산의 유기 인 연계를 통해 외부투입물을 최소화하고

자원순환농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이러한 자원순환형 유기농․

축산업은 이산화탄소와 아산화질소 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것으로 제시되

고 있다.국제유기농업운동 연맹(IFOAM)보고서에 따르면 유기농․축산

업은 환경 친화 농경지 이용 리,가축분뇨자원화 폐기물의 재활

용,친환경 가축사육 리,자원순환 양분 리는 물론 녹색소비자로의 행

동 변화 등을 통해 직․간 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밝 졌다(KotschiandMuller-Samann,2004).실제 으로 유기농법 실천은

토양 양분 리를 통해 외부 농자재 투입을 최소화하고 한 배합사료

등 외부 투입사료를 최소화하는 경우,화석연료 에 지가 게 투입됨으로

써 이산화탄소 배출을 일 수 있다.

셋째,토양유기탄소 장(soilorganiccarbonsequestration)기술을 들 수

있다.토양유기탄소는 식물의 합성작용을 통해 장된 탄소가 생물의 잔

해로 토양에 들어온 후 토양 내에서 분해되는 과정 에 있는 물질이다.9

토양유기탄소는 토양 내에서 느린 속도로 분해되면서 장기간 토양 속에 존

재하며 지표면 토양탄소의 장과 기 이산화탄소와의 계를 조

하는 요한 역할을 한다.토양유기탄소의 장은 토양 내 탄소의 추가 축

기능을 통해 화석연료의 연소로 방출되는 탄소를 토양유기탄소의 축

으로 상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토양유기탄소 장을 한 리기술로

는 토양 리,피복작물재배,보 경작,종합 양분 리,무경운 농,환경

을 고려한 최 의 작물재배 등을 들 수 있다.

넷째,농업부문 바이오에 지 활용기술을 들 수 있다.바이오에 지는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된 에 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바이오매스는 태양에

9토양유기탄소는 농작물 생장을 한 양분의 근원이며 농산물 생산성을 유지하

는 데 요한 수단이다.토양유기탄소가 심하게 유실되면 토양의 질이 악화되

고 바이오매스 생산이 감소한다(정원교,20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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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받은 식물과 미생물의 합성을 통해 생성되는 식물체․균체와 이

를 먹고 살아가는 동물체를 포함하는 생물 유기체를 지칭한다.

바이오매스 자원은 곡물,감자류를 포함한 분질계의 자원과 본,임

목과 볏짚,왕겨 같은 농수산물을 포함하는 셀룰로오스계의 자원과 사탕수

수,사탕무 같은 당질계의 자원은 물론 가축의 분뇨,사체와 미생물의 균체

를 포함하는 단백질계의 자원까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성상을 지닌다.따라

서 바이오에 지 생산기술이란 생물 유기체를 각종 가스,액체 혹은 고형

연료로 변환하거나 이를 연소하여 열,증기 혹은 기를 생산하는 데 응용

되는 화학,생물,연소공학 등을 일컫는다.

농업부문의 바이오에 지는 바이오매스 종류에 따라 가축분뇨와 식품폐

기물 등을 이용하는 바이오가스,유채와 유지작물 등을 이용하는 바이오디

젤,옥수수와 사탕수수 감자․고구마 분 등을 이용하는 에탄올,왕겨와

톱밥 등을 이용하는 메탄올 등을 들 수 있다.이 농업부문의 표 인

바이오에 지 실용화 기술로는 유채와 유지작물 재배를 통한 바이오디젤

생산기술과 가축분뇨의 메탄발효를 이용하는 바이오가스 랜트 기술 등

을 들 수 있다.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랜트는 최근 국내․외 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10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발 시설은 개별농가형인

독일식과 공동처리형인 덴마크식이 있다.독일식 개별농가형은 개별농가의

가축분뇨를 기 소화시켜 메탄가스를 발 기에 공 , 력을 매하고 처

리가 끝난 축산폐기물은 량 액비로 사용하는 방식이다.공동처리형은 축

산폐기물과 음식물쓰 기 등 유기성폐기물의 처리수요가 증가하면서 두

된 기술이다(박순철,2006).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랜트로 에 지를 생산

하게 되면 재생가능에 지 생산,가축분뇨처리,지구온난화 가스 감이라

는 효과를 얻게 된다.

10바이오가스 랜트는 랜트 내에 열병합 발 기를 설치해 바이오가스를 연소

시켜 발 함으로써 기와 열을 생산하여 랜트에서 자 하거나 매하여 수

익을 얻게 하는 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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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 진단

2.1. 농업부  녹색 장 추진 책

2008년 8월 미래 국가발 패러다임으로 ‘탄소 녹색성장’이 발표된 이

후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9월에 부처 내 녹색성장 책을 수립하기

해 실․국별 탄소 녹색성장 련 정책 제안을 기 로 녹색성장을 한

본격 인 책마련을 착수하 다.112008년 12월에 ‘농림수산식품 분야 녹

색성장 책 의회’(원장 농림수산식품부 장 )를 설치하고,2009년 1～

10월까지 세 차례의 의회를 거쳐 2009년 11월에 농림수산식품 분야

탄소 녹색성장 추진 략을 확정하 다.

농식품 분야의 종합 이고 체계 인 녹색성장 추진을 해 2009년 4월

녹색성장 정책 을 신설하 고,녹색성장 업무를 총 하는 부서로 ‘녹색미

래 략과’를 설치하 다.녹색미래 략과에서는 녹색성장 원회의「녹색

성장 5개년 계획(2009～2013)」의 50 실천과제 가운데 농식품 부문과

련된 사업을 리하고 있다<부표 3>.농식품 분야의 녹색성장 추진을

해 ‘국민행복과 국가번 을 선도하는 농림어업․농산어 ’으로 비 을 설

정하고,3 략(투입․고효율 녹색산업화,자연자원의 지속가능 이

용․ 리,국민건강 증진과 국격 제고)과 9 추진과제,50개 실천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부록 4>.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추진의 기본방향은 “실질 성과창출을 한 역

량 집 과 단계 ․ 략 정책 근을 통한 성과의 극 화 도모”로 설정

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10b).녹색성장 정책의 추진 원칙(3-G&S)으

로 선제 자발 응(GreenSpontaneity),시스템화 된 정책추진(Green

11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과 련 한국농 경제연구원은 2008년 10월 7일 농림

수산식품부 회의실에서 장 주재 유 기 계자회의에서「농업부문 녹색

성장의 개념과 추진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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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녹색성장 성과확산(GreenSpread)을 제시하 다.즉,선제 정책

추진은 녹색성장을 가속화하고 주도 으로 추진하기 해 구체 인 성과

창출이 가능하고 새로운 정책 환경에 합한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다.정

책시스템 강화는 발굴한 정책과제에 해 가시 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

록 련 기 의체 공조강화 등 시스템화 된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의미한다.정책홍보는 성과확산을 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농

식품 분야 녹색성장 정책의 국민 근성을 제고를 의미한다.녹색성장의

정책목표로 생활공감형 녹색정책 발굴 추진을 통한 녹색가치 확산,

탄소․녹색에 지 정책의 정착 기반 구축,농림수산식품 분야 그린 로벌

리더십 구 등을 제시하 다.

그림 3-2.농업 농 분야 녹색성장 비 과 추진과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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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극 화를 한 6 추진과제 2 리과제가 있다.먼 6 추

진과제로 ①녹색생활 분야에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속의 녹색 실천,

②녹색에 지 분야에서 바이오매스에 지 활용 에 지 고효율화 진,

③ 탄소정책 분야에서 탄소 농림수산식품 정책의 정착화,④녹색산업기

반구축 분야에서 녹색 R&D투자 확 친환경 농산업 기반 육성,⑤지

속가능 자원 리 분야에서 해양 산림생태계 보호,⑥국제 력강화 분야

에서 녹색 로벌 트 십 강화 등을 설정하 다.2 리과제로는 ①50

과제 추진실 검 환류(feedback)강화의 성과 리 분야와 ②농식품

분야 녹색성장 홍보강화를 통한 성과확산 등 홍보 리 등으로 설정하 다.

2 리과제로 50 과제 추진실 검 환류(feedback)강화를

해 련 분야 문가로 구성된 자체평가단을 구성하여 자체 검을 강화하

고,추진실 미흡과제는 계획이행 향후 개선독려 등 환류를 강화하도

록 한다. 한 성과확산을 한 농식품 분야 녹색성장 홍보강화를 해 우

수사례 발굴과 사례집 제작․배포,녹색성장 추진, 국민 근성이

높은 매체를 활용할 계획이다.

앙정부의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정책에 부응하여 각 도에서도 합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표 3-3>.기후변화 완화와 련된 로그램

의 경우 탄소캐시백 포인트제도,탄소성 표지제도,온실가스 목표 리제 등

앙정부의 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아직 농업분야의 경

우 앙정부 로그램과 연계되어 추진되는,직 인 온실가스 감축 로그

램은 거의 없고 간 인 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등이 앙정부와 연

계되어 추진되는 로그램이다. 재 여러 지자체에서 기후변화에 응하여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특화된 정책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강원

도의 경우 기후변화 응과 녹색산업 육성에 을 맞추고 있고,경기도는

온실가스 감과 세계유기농 회에 비한 유기농 육성,경상북도는 환경자원

리와 녹색농업타운 조성,식물공장의 복합산업단지 육성,경상남도는 기후

변화 응과 물 자원 리 등에 비 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라북도와 라

남도는 기후변화 응과 녹색산업육성,충청북도와 충청남도 제주도는 새

로운 녹색기술을 활용한 산업단지조성에 상당한 비 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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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시도별 녹색성장 농업부문 특화 정책

구분 농업부문주요내용

강원도

기후
․풍수해 감종합계획수립,풍수해보험가입(18시․군)
․지역우 략작목개발․육성,고랭지채소안정생산기술․ 체작목개발
․동해안해양기후자원이용기술개발

녹색산업
․탄력 인식량수 한국제 력확 (몽골튜 도‘강원농업타운’운 )
․친환경농식품산업육성(생태그린바이오특구지정ㆍ운 )
․고부가식품산업육성(우량모삼포,약 명품화,특화품목육성사업)

경기도
기후

․‘농사도 문경 시 !’ 문경 인육성
․온실가스배출 감신제형화학비료개발

녹색산업 ․2011세계유기농 회성공개최로유기농 련산업확산

경상북도

환경․자원 리 ․낙동강수계 수지증고사업

녹색산업
․녹색농업타운조성(그린에 지시설원 단지조성)
․로컬푸드활성화

녹색기술
․식물공장 심복합산업단지조성
․신재생에 지원 단지조성

경상남도

기후 ․자연재해보험활성화

환경․자원 리 ․맑은물농업용수공 사업(맑은물공 하여품질고 화 생산성향상)

녹색산업 ․생명환경농업육성(고성군)

녹색기술 ․시설원 순환식수막시스템보 (농업기술원)

라북도

기후 ․자연재해피해최소화를 한농작물재해보험활성화사업

환경․자원 리
․4강(강,섬진강)주변농업용 수지증축
․다목 농 용수개발

녹색산업

․탄소순환해수농장시범사업
․Seed밸리조성사업
․친환경천일염명품화사업
․친환경허 산업육성
․녹색비즈니스 문가(농업CEO)육성산업
․녹색일자리창출을 한녹색 장인턴사업)

라남도 녹색산업

․도시농업(UrbanAgriculture)활성화
․ 로벌농식품복합단지조성
․남도맛산업의명품화ㆍ세계화(남도맛산업애그리비즈니스모델구축)
․종자산업(SeedIndustry)육성
․친환경식품산업육성
․천일염의세계명품화

충청북도

기후 ․기후변화 응양분종합 리기술개발

녹색산업
․태백산맥한방바이오산업클러스터조성
․제천약 산업클러스터육성사업

충청남도

환경․자원 리 ․해외농업개발 국제교류 력강화

녹색산업 ․발 소폐열이용고부가농축산산업단지조성

녹색기술 ․ 농축산 바이오 R&D클러스터 조성:서산,홍성

제주도
환경․자원 리 ․ 물 산업 육성(농 용수 체수자원 개발사업)

녹색기술 ․ 시설원 탄소 에 지 감 실증(지하공기열,지열히트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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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업부  녹색 장 책평가

농업부문 녹색성장 실 을 한 비 과 기본방향은 실제 이고 설득력

있게 잘 수립된 것으로 단된다.정책추진을 한 원칙과 정책목표 한

체계 이고 하게 설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녹색성장을 한 50개 실천과제 가운데 농식품 분야의 정책 로그램은

34개로 녹색성장 수단이 하게 결합된 것으로 단된다.농업부문 녹색

성장 정책 로그램에서 제시된 온실가스 감축량 등 정책성과와 기 효과

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제시된 34개 정책이 성공 으로 추진

되는 경우를 상정하면 연간 약 127만CO2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약 1,900만톤)의 6.7%정도를 감축

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부표 4>.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핵심 녹색산업으로 유기농식품산업이 선정되어

「유기농식품산업 육성방안」(농림수산식품부,2010a)이 수립되어,생산기

반구축,가공 농자재산업 육성,유통․소비 활성화, 리체계 확립 등

유기농식품 육성을 한 마스터 랜이 수립된 것으로 단된다.유기농식

품 육성정책 성과를 극 화하기 해서는 분야별 산투입과 세부 실행

로그램이 마련되어 지속 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농업부문 녹색성장에 한 인식도를 높이고 정책 로그램에 한 참여

도를 높이기 해서는 우선 농업․농 장에서 녹색성장의 가시 인 성

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농업부문의 탄소 농

법으로 개발된 수단을 면 하게 검토하여 장에 쉽게 용할 수 있는 사

례를 발굴해야 한다.아울러 이들 사례에 한 모니터링과 계량 평가를

통해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성과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성과 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국내 농업여건에 합한 온실가스 감축기술이 분야별로

개발되어 있다.경종분야의 수도작에 있어 건답직 와 간단 개 질소시

비량 감축<그림 3-3>,축산부분의 장내발효 개선과 사료첨가제 사용 등의

탄소 기술을 농가에 보 함으로써 상당한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국립농업과학원,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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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수도작의 온실가스 감수단별 효과 비교

자료:국립농업과학원(2009).

따라서 개발된 녹색기술의 보 이 효과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경종부문의 경우 벼 재배면 의 30%정도가 건답

직 로 환하는 경우 메탄 감량이 연간 약 80만CO2톤에 달하므로 상당

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김창길 외 4인,2007).수도작 농가

들에 건답직 와 간단 개 등을 유도할 수 있는 탄소직불제 로그램에

한 극 인 검토가 필요하며,축산부문의 경우 양질의 조사료 사용,사

료첨가제 사용,가축생산성 개선 등 반추가축의 장내발효 개선을 통해 축

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므로 이들 기술을 보 하는 정책 로그램

개발이 긴요하다.농업분야 녹색성장 추진 34개 로그램에 한 추진실

검과 평가(자체평가 외부 문가 평가)를 통해 정책의 보완과 조정 등

피드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12

12국무총리실 정책분석 평가실에서는 련 분야별 문가로 녹색성장평가단을 구

성하여 각 앙행정기 의 탄소 녹색성장의 효율 ․체계 인 달성을 한 추

진노력 성과에 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평가방식은 탁월,우수,보통,미

흡 등 4등 으로 실시되고,결과가 통보되어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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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농 부문 녹색성장 정책 진단과 평가

3.1. 국가 녹색 장 5개  계획  농  부  책과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녹색성장 추진을 한 기본 원칙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사업자․국민 등의 책무를 포 으로 규정하고 있다.이

가운데 농 지역에서 주도 으로 실행해야 할 주요과제로는 지방자치단체

의 녹색성장 계획 수립,친환경 농림수산 진 탄소 흡수원 확충,생태

진,녹색성장을 한 생산․소비문화의 확산 등 네 가지를 들 수

있다.법규에 담긴 이들 내용만으로는 재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정책

로그램을 ‘농 ’이라는 에서 구체 으로 검토하기가 어렵다.농 부

문 녹색성장 정책을 악하기 해서는 녹색성장 원회의 ‘녹색성장 5개

년 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는 3 략 방향,10 정책 방향,50 실천

과제와 과제별 세부과제들이 제시되어 있다.여기서는 공간 으로 도시와

농 을 구분하여 정책과제를 분류하지는 않고 있어,농 정책의 역에서

근할 필요가 있는 정책 과제들을 별도로 분류하 다<표 3-4>.

농업정책과 긴 한 련성 있는 것을 제외하고,농 정책 역에서 추진

해야 할 12개의 세부과제가 있다.그러나 세부과제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보완사항이 있다.첫째,녹색성장 정책 세부과제를 실 할 정책수단이

시되어 있지 않다.어떤 형태의 정책수단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해당 과제

를 실행할 정부 부처의 응 략과 방향이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요한 문제이다.둘째,농 의 녹색성장과 련 있음이 분명한 재

의 정책이나 제도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는 락되어 있다.녹색성장 기

본법에서 언 하고 있는 ‘생태 활성화’ 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정책 과제 목록에서 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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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방향

정책방향 실천과제 세부과제명
추진시기 주 부처

조부처착수 완료

신성장
동력
창출

산업의
녹색화
녹색산업
육성

산업별
녹색 환

신
확산

친환경농식품산업육성 2009 2016
농식품부,
(농진청)

녹색경제
기반
조성

녹색
일자리
창출
진

녹색뉴딜사업추진을통한일자리
창출

2009 2013 11개부처

녹색사회 기업의 극 육성 2009 2013
노동부,
각부처

녹색일자리종합정보네트워크구축 2010 2013
노동부,
각부처

삶의질
개선과
국가 상
강화

녹색국토
․
교통의
조성

녹색
국토․도
시조성

탄소흡수원가치가높은산림,
도시숲,농지,수자원,해양 극
보존

2010 2012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산림청

생태공간
확충

생물서식,홍수 감,수자원확보등
도시속다기능생태공간확충

2010 2013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참여를통한 탄소녹색림조성
도시공원확 로생활권녹지확충

2009 2013
환경부,
산림청,
농식품부

녹색건축
물확

친환경 에 지주책인그린홈모델
개발 지역별보 확

2009 2013
지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생활의
녹색 명

녹색소비
활성화

(일반국민)생활 반의녹색소비
생활문화확산

2009 2013

환경부,
지경부,
농식품부,
(식약청)

소비자가쉽게이용할수있는
그린유통망확

2009 2013
환경부,
(농식품부)

녹색마을
조성
운동
개

정부주도형 탄소녹색마을
조성․확

2010 2013

환경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림청

녹색마을운동 개 2010 2013

환경부,
(행안부),
(농식품부),
(식약청)

자료:녹색성장 원회(2009).

표 3-4.녹색성장 5개년 계획 농 정책 련 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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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녹색 장  농 개  책 검토

3.2.1.정책 검토의

녹색성장이라는 패러다임을 두고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다.하나는

규범 ․당 가치의 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사실

가능성의 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이 두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

가 있으며,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정책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타당성이

나 효과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한편 구체 인 정책 로그램의 역에서

논의할 때 ‘농 의 녹색성장은 가능하다’ 는 ‘불가능하다’라고 단정 으

로 결론을 내리는 오류를 피해야 한다.1990년 수년 동안 OECD를 심

으로 깊이 있게 진행된 ‘농 어메니티’논의는 요한 시사 을 제공한다

(OECD,1999).당시 논의로부터 농 의 환경보 과 경제성장 사이의 계

를 ‘양립 가능’아니면 ‘양립 불가능’이라는 두 가지 명제 하나로만 규

정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즉,농 지역의 경제성장과 환경보 사

이에는 다양한 유형의 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표 3-5>.

환경보존 환경 괴

경제
성장

시 지
- 정수 에서농 환경을보호하면서
자원등으로활용

(랑스RegionalNatureParks)

계
-과도한 이이루어져난개발이진행되
는일부농 지역

경제
침체

계
-환경보호를 한 규제의 강도가 매우 커
서경제 활동이제약되는농 지역
(일본아스카마을)

상호의존 계
-경제활동 침체,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환경,경 이 리되지못하는산간지역

표 3-5.농 의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계

엄 한 의미에서 녹색성장의 개념은 <표 3-5>에서 제시된 네 가지 유형

가운데 ‘시 지’ 계에 부합한다.그 지만 농 의 녹색성장 련 정책은

반드시 시 지 계가 형성되는 역에만 개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기는 어

렵다.나머지 유형의 계를 ‘시 지’ 계의 형태로 환시킬 수 있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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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수단을 찾아야 하는 폭넓은 이 필요하다.

농 에 펼쳐진 다양한 상황들마다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사이에 어떤

계 유형에 해당되며 공공 부문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성격과 규모가 무

엇인가에 따라 서로 다른 여러 유형의 정책 투입이 필요할 것이다.농 에

서 실행해야 할 녹색성장 정책을 그 작동 메커니즘에 따라 ‘인센티 ’,‘규

제’,‘시장형성 진’,‘국민의 집합 행동 진’등의 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농 의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활동에 해 직 으로 경제 인센티

를 지원하는 정책은 가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유형의 수단이다.직 지불

제처럼 생산 활동과 분리(decoupling)하여 지원하거나,생태계 녹색자원

을 복구하거나 보 하는 일에 한 투자를 보조 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한편,규제 정책은 특정 장소에 존재하는 자원의 경제 활용을 제약하는

것으로 경제성장과는 무 하거나 오히려 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기 쉽

다.그러나 녹색성장 논의에서 규제 정책은 ‘성장 동력으로의 녹색자원’을

장기 으로 보존하는 보수 인 수단으로서 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규제 정책을 실행하는 방식에는 표 인 몇 가지가 있다.첫째는 특정 장

소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토지 이용이나 행 를 제한하는 것이다.둘째

는 토지이용계획을 따라 용도별로 토지를 구분하여 구획하고 특정한 행

나 특정 형태의 토지 이용을 한정된 공간에서 제한하는 것이다.

‘녹색상품’시장 형성을 진하는 정책은,생태 근 화론이 주장하는

‘환경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진하는 공공개입’의 형 인 유형의 정책

이다.이런 유형의 정책 수단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첫째,농

의 녹색자원(표 으로 경 등의 어메니티)에 한 근을 제한하고

그 이용에 해서는 요 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의 ‘이용권 시

장 진 정책’이 있을 수 있다. 를 들어,여러 선진국에서는 시민이 여가

활동을 목 으로 하천에 근하려면 어족자원을 리하는 지역의 클럽으

로부터 낚시 허가권을 구입해야만 하는 제도를 만들어 운 하고 있다.둘

째,‘녹색상품’표시를 통한 상품 차별화 정책도 가능할 것이다.표 화된

형태의 품질 인증 는 보증체계를 공공 부문이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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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으로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신뢰하고

구매하도록 진하는 것이다.셋째,녹색성장과 련된 농 기업을 지원

하는 것이다.농 의 환경 보호에 기여하면서 일정한 이익을 창출하는 기

업에 해 인 라,교육훈련,정보 컨설 ,조세 감면 등의 다양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음식물쓰 기,가축 분뇨 등을 리사이클링

하는 방식의 사회 기업에 한 지원을 그 로 들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농 의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경제 활용은 정 수 에서

유지하도록 련 주체들의 집합 인 행동을 유도하는 정책을 생각해볼 수

있다.농 의 환경 자원 리와 직 련된 경제활동(공 자)주체들의 자

발 규제(self-regulation)를 장려하는 것이 가장 표 인 이다.보호해

야 할 환경 가치가 특별히 요한 특정 지역에서 농업인들은 친환경 농

업을 하고,그 게 생산된 농식품을 소비자들이 우선 구매하는 네트워킹 같

은 것을 진하는 것이 그 사례이다.‘지역개발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을

진하는 제도 틀 구축’과 ‘집합행동에 한 직 인 지원’등 여러 수단

을 통해 그런 종류의 집합 행동을 진할 수 있다.농 지역의 많은 개발

행 들은 일정한 ‘계획’을 근거로 진행된다.특히,토지이용과 직 련이

있는 각종 ‘지역계획’은 농 의 녹색성장과 련해 요한 의사결정이 이루

어지는 무 이기도 하다. 한 의사소통 구조를 형성하여 련된 주체들

이 농 지역에서 정보와 비 을 자유롭게 교환하면서 계획 수립과정에

등한 트 십을 유지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틀을 갖추는 것이 요

하다.

3.2.2. 련정책 검토의 시사

녹색성장 기본법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정책 과제,농림수산

식품부가 시행하는 농 분야 정책 사업 가운데 녹색성장과 련이 있는

것,타 정부 부처가 시행하는 농 분야 정책 사업 가운에 련이 있는 것

등을 목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표 3-6>.목록에는 투입 가능한 정책 수단

유형을 검토한 결과와 기존에 시행되는 정책 사업을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44 농업․농 부문 녹색성장의 내․외 여건 진단

방식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기 한 기본 인 방향을 제시했다.이러한 내

용은 2차연도에 수행할 ‘녹색성장 추진 략 개발’에 있어 기 이고 소

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어떤 유형의 정책 수단을 투입할 것인가에 따

라 구체 인 실천 계획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규제 정책을 투

입해하는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일이

요해질 것이다.인센티 정책에서 요한 것은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다.

녹색상품 시장을 진하는 방식의 정책은 국가 수 에서 녹색경제(green

economy)로의 이행 정도에 따라 그 구체 인 내용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집합행동을 진하는 정책에 있어서 요한 것은 시민사회와의 소통,거버

스 등의 문제이다.

구분 정책사업아이디어

투입가능한
정책수단유형 비고

시장
진
집합행
동 진

규제
인센
티

녹색성장
기본법,
녹색성장
5개년계획

녹색뉴딜사업일자리창출 ○

녹색사회 기업육성 ○

탄소흡수원가치가높은숲,
농지,수자원보존

○ ○ ○

탄소녹색림조성등생활권
녹지확충

○ ○ ○

친환경 에 지주택모델
개발 보

○ ○ ○

녹색소비생활문화확산 ○ ○

그린유통망확 ○ ○

탄소녹색마을조성확 ○ ○

생태 활성화 ○ ○ ○

‘삶의질
계획’
농식품부
소 이
아닌사업

[노동부]
농 지역사회 기업활성화

○ ○
녹색성장’목 에
부합하는회사지원

[문화체육 부]
슬로시티녹색 자원화

○ ○

[교과부]
․ 등학생농어 체험․교
류확

○
‘생태’,‘환경’의테마를

으로부각시킨
체험활동장려

[환경부]
농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

표 3-6.녹색성장 련 주요 농 정책 사업 과제 검토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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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계속

구분 정책사업아이디어

투입가능한
정책수단유형

비고
시장
진
집합행
동 진 규제

인센
티

‘삶의질
계획’
농식품부
소 이
아닌사업

[환경부]
축산분뇨자원화
에 지화

○

[소방방재청]소하천정비 ○

농림수산식품
사업지침
‘삶의질계획’
농식품부

사업
(농진청,
산림청포함)

경 보 직 지불제 ○ ○

농어 휴양자원개발사업 ○
사업 상지 일부에서
생태 에

농어 뉴타운조성사업 ○ ○
주택생활기반시설
친환경․에 지 감시설
도입

농어 공동체회사육성 ○ ○
녹색성장목 에따라
경 하는회사지원

신규마을조성 마을재개발 ○ ○
주택,공동체시설
친환경․에 지 감시설
도입

소생활권종합정비 ○ ○
주택등인 라에
친환경․에 지 감
시설도입

수강 만들기사업 ○ ○ ○
녹색성장반 한
통합 지역계획모델
수립

농어 주거환경개선 ○
패시 하우스등
에 지주택시설
도입

지역간연계․ 력
로그램지원

○
녹색성장도입
복수지자체
력개발사업지원

산림휴양공간조성 ○

자생식물원 생태숲조성 ○

농어 경 보 을 한
제도 기반구축

○ ○

녹색성장개념을
도입한지역계획
수립의제도
기반으로활용

농 체험활동활성화지원 ○ ○
농 체험활동 ‘생태’,
‘환경’의테마체험활동
장려

목재펠릿사용확 ○

[특회계]
일반농산어 개발사업

- - - -

[특회계]
농어 자원산업화지원사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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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농업계의 녹색성장 인지도 조사결과

4.1. 농업인 조사

4.1.1.설문조사 개요

농업인의 농업부문 녹색성장 인지도와 련 정책에 한 평가를 해 설

문조사를 실시하 다.설문문항은 녹색성장 련 일반사항 4문항,녹색성

장 련 정책 7문항,녹색성장 정책 로그램 참여도 련 5문항 등으로

구성하 다.설문조사 기간은 2010년 8~9월이며,조사 상은 한국농 경

제연구원 지통신원 786명(우편조사)으로 구성되었다.조사 상자의 지역

분포는 경상권 31.7%, 라권 26.1%,충청권 20.4%,강원권 9.3%,경기권

8.9% 제주권 1.7%이었다<표 3-7>.

설문조사에 응답한 농업인 786명의 사회경제 특성을 분석해보면,성

별은 남성 85.8%(674명),여성 12.8%(101명)이었으며,연령은 60세 이상이

56.2%,50～60세 미만이 29.3%,50세 미만은 14.5%로 50세 이상이 체

의 85.5%를 차지하 다.학력은 고졸 이상이 62.1%, 졸 이하는 37.2%를

차지하고,농사경력은 30년 이상이 70.2%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주재배 작목은 미․맥류 44.5%,과실류 13.7%,채소류 6.6%,

과채류 4.3%,기타 10.9% 등이었다.

조사 자료에 한 통계분석은 SPSS12.0을 이용하 고 빈도 교차분

석을 사용하 으며 교차분석의 통계 유의성은 χ2검정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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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응답자의 사회경제 특성

항 목 응답 수 비

성 별

남 674 85.8

여 101 12.8

무응답 11 1.4

나 이

40세 미만 17 2.2

40~50세 미만 97 12.2

50~60세 미만 230 29.3

60~70세 미만 202 25.7

70세 이상 240 30.5

학 력

등학교 이하 64 8.1

학교 졸업 229 29.1

고등학교 졸업 370 47.1

학교 졸업 이상 118 15.0

경 력

20년 미만 96 12.2

20~30년 미만 124 15.8

30~40년 미만 227 28.9

40~50년 미만 173 22.0

50년 이상 152 19.3

주작목

미곡 맥류 350 44.5

채소류 52 6.6

과실류 108 13.7

과채류 34 4.3

기타 86 10.9

결측값 156 19.8

계 786

4.1.2.녹색성장에 한 인지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인지도와 련하여 ‘들어본 은 있다’

45.8%,‘어느 정도 알고 있다’43.3%,‘자세히 알고 있다’6.0%,‘ 모

른다’는 3.7%로 조사되어 약 89%의 농업인들이 녹색성장에 해 인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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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 에 한 인지도는 ‘들어본 은 있다’55.1%,‘어느 정도

알고 있다’28.1%,‘자세히 알고 있다’3.6%로 녹색성장이 지속가능발 에

비해 인지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 의 계에 해 45.9%의 농업인이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 은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고 응답하 으며 ‘지속가능발 이

녹색성장을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다’는 22.9%,‘녹색성장이 지속가능발

을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다’는 18.2%,‘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 은 별개

의 개념이다’가 6.0% 등으로 분석되었다.

환경보 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해

56.7%의 농업인이 ‘그 다’고 응답하 으며,매우 그 다는 응답까지 포함

할 경우,61.3%의 농업인이 환경보 과 경제성장의 병행에 해 정 인

견해를 나타냈다.반면,부정 인 견해는 9.2%에 그쳤다.

4.1.3.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

농림수산식품부의 50개 세부과제 가운데 농업 련 33개 녹색성장 정책

로그램에 한 요도 여부를 물어본 결과, 요하다는 응답 비 이

체 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녹색성장 정책수단 가운데 요하다는 의

견이 70%이상인 로그램은 ‘바이오매스 에 지화 진’,‘녹색기술 보

확 ’,‘기후변화 응 방 조치 강화’,‘탄소 녹색마을 친환경주택 보

’,‘친환경 농자재산업 육성’,‘한식세계화 확 ’,‘응기술 기상재해

응’,‘새로운 일자리 창출’등으로 조사되었다.반면,‘새만 지역 녹색

성장 진기지’,‘탄소흡수 녹색공간 확 ’,‘식품클러스터 친환경 조성’

은 요하다는 의견이 50%이하로 상 으로 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표 3-8>.

농업인들은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 가운데 실질 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후변화 응정책 에 지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등을 요하

게 평가하는 반면,단기 으로 가시 인 성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정책들에

해서는 요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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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 정책 로그램 요도

단 :%

부분별과제 세부내용

요
하지않다

요
하다

① ② ③ ④ ⑤

바이오매스
에 지화 진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에 지화 시설확충,농
작물을이용한바이오에 지기술개발

3.8 6.2 13.2 31.7 42.2

녹색기술보
확

● 원 농업시설보온력향상 에 지 감장치,
화석연료 체를 한지열,인공 (LED)등

3.2 6.0 15.8 35.4 35.6

녹색기술활용
장비보 확

● 농업용 수지의 개용수․하천유지수 잉여
수를이용한 기에 지생산․공

4.1 9.2 20.4 29.1 33.1

기후변화 응
방 조치강화

● 가뭄․폭우 등 기상재해 비,농작물 재해보험
활성화등사 방 조치를통해피해최소화

3.2 4.5 12.0 31.6 44.9

탄소녹색마을
친환경주택보

● 바이오매스․태양력․풍력 등을 이용한 탄소
녹색마을 시범조성,친환경․ 에 지형 농어
주택개발․보

4.2 7.1 14.0 30.0 41.2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필요성에 해 85%정도가 ‘그 다’고 응답하 는

데,이는 농업인들이 농업부문 녹색성장을 특히 기후변화 응 에 지

련 정책과 연계시켜 생각하기 때문으로 단된다<그림 3-4>.

그림 3-4.농업부문 녹색성장 필요성

농업부문 환경 규제에 해서는 ‘지 보다 강화시켜야 한다’가 44.6%로

‘지 보다 완화시켜야 한다’의 25.4%보다 높았으며,환경보 을 한 부담

여부에 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가 38.2%로 ‘부담이 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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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의 34.4%보다 다소 높으나 비슷한 수 이었다.농업인들이 환경규

제 수 을 재보다 강화 하는 것을 수용하면서 환경보 을 한 어느 정

도의 부담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표 3-9.농업 환경규제 강화 여부 환경보 을 한 부담 수용 여부

단 :%

비슷

농업에 한 환경규제를
지 보다 강화시켜야 한다

17.4 27.2 23.4 13.6 11.8
농업에 한 환경규제를
지 보다 완화시켜야 한다

환경보 을 해서 어느 정도
부담은 수용할 수 있다

13.0 25.2 21.8 15.3 19.1
환경보 을 해서 부담이

늘어서는 안 된다

녹색성장의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한 기여도에 해서는 70.5%가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하 으며,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이 미래농

업 발 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 응답이 69.7%로 나타나 녹색성장의 기 효

과에 해 정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농업인이 직 으로 체감할 수 있는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이 되기

해서는 ‘농업인의 생활환경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실 있는 로그

램의 구성이 요하다’가 54.6%로 가장 높았고,‘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

에 한 농업인 교육의 시행이 요하다’도 23.4%로 나타났다<표 3-10>.

표 3-10.농업인에게 실질 인 효과를 나타내기 한 요 사항

단 :%

농업생산 활동 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면 한 인센티 (보상)지 이 요 17.4

농업인의 생활환경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실 있는 로그램의 구성이 요 54.6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에 한 농업인 교육의 시행이 요 23.4

향후 농업부문 녹색성장 련 문성 개발을 한 교육방법으로는 ‘농업

기술센터 등을 통한 농교육’이 68.3%로 나타났다.농업인 상 녹색성장

교육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교육에 농업인 선호가 높은 것으로 단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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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심으로 농업부문 녹색성장과 련한

문성 개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농업인이 농과 련하여 문

가에게 자문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

다.

표 3-11.녹색성장 련 문성 개발 한 교육 방법

단 :%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한 농교육 68.3

연구회 조직 등을 통한 자체 인 학습활동 8.3

농 련한 각종 문가에 의한 자문(컨설 ) 16.0

개인 으로 농상의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거나 서 구독,이웃 농가 등을 통해 학습 2.0

4.1.4.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 로그램 참여 여부

농업부문 녹색성장을 한 정부정책 참여여부는 ‘그 다’가 67.9%로 높

았으며,‘아니다’8.4%,‘잘 모르겠음’21.0%로 나타났다.정책참여에 한

부정 ․불확실한 응답 이유로는 ‘정부의 정책은 검증되지 않아 불확실성

이 높기 때문이다’,‘정부의 정책이 재 농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에 한 응답비 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3-8>.따라서

농업인의 정책 참여를 높이기 해서는 농업인이 장에서 용이 쉬우며

직 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로그램 개발과 홍보․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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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 참여 여부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표 로그램인 친환경농업(유기농업)실천여부

는 ‘그 다’가 52.2%로 ‘아니다’보다 다소 높았으며,친환경농업(유기농업)

을 실천하지 않는 이유로는 ‘기술도입에 한 정보 교육의 부족’

26.3%,‘소득 감소 우려’18.0%,‘로 확보의 어려움’16.6%등으로 나타

났다<그림 3-6>.친환경농업(유기농업)을 육성하기 해서는 친환경농업

(유기농업)의 기술지원, 로 확보를 한 정책 개발,친환경농업 실천 시

소득감소분에 한 한 보상책(직 지불제도)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림 3-6.친환경농업(유기농업)실천여부 실천하지 않는 이유

<친환경농업(유기농업)실천여부> <친환경농업(유기농업)실천하지 않는 이유>

향후 간단 개 물깊이를 조 하여 탄소배출량 감소 동참 의사에 ‘그 다’

는 응답이 73.2%로 향후 간단 개 시행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7>.간단 개 농법을 실천하지 않는 이유로는 ‘농업실천의 경우 번거롭고 많

은 노동력이 필요하다’가 45.8%,‘소간단 개 농법이 무엇인지 몰라서’가 21.6%

로 나타나므로 간단 개의 보 을 더욱 높이기 해서는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과 간단 개에 한 교육 홍보가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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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향후 간단 개 실천여부 하지 않는 이유

<간단 개 실천여부> <간단 개 실천하지 않는 이유>

농업 생산활동 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 수 있는 무경운 농법 실천 동

참 의사는 ‘그 다’가 33.2%,‘아니다’39.1%,‘잘 모르겠음’20.0%로 나타나,

무경운 농법 실천의사는 타 탄소감축 농법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무경운 농법을 실천하지 않는 이유로는 ‘무경운 농법을 실천하는 경우

생산량 감소 우려’가 59.4%로 높았으며,‘무경운 농법이 무엇인지 몰라서’도

19.0%로 높게 나타났으므로 무경운 농법에 한 홍보와 함께 한 소득

보 로그램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그림 3-8>.

그림 3-8.무경운 농법 향후 실천여부 실천하지 않는 이유

<무경운 농법 실천여부> <무경운 농법 실천하지 않는 이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경우,향후 간단 개 무경운 농법에 한 실천

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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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친환경농업 실천 시 간단 개 무경운 농법 실천의사

단 :%

간단 개 실천의사 무경운 농법 실천의사

그 다 아니다 잘모르겠음 그 다 아니다 잘모르겠음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그 다 85.4 6.6 7.9 46.1 38.6 16.7

아니다 71.7 14.0 14.3 23.7 46.4 27.7

향후 에 지효율화를 해 정부가 한 지원을 해주는 경우,지열,바

이오가스 랜트,LED등 신재생에 지 이용 로그램 참여 의사에 ‘그

다’가 66.5%로 높게 나타났다.에 지효율화 기술 보 을 확 하기 해서는

한 지원정책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농업부문 탄소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신재생에 지 활용을 한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로는 ‘ 한 기술과 정보가 부족해서’가 40.9%,‘농가경 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21.1%,‘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없어서’12.1%로 나타났다.

그림 3-9.신재생에 지 로그램 참여의사 불참 이유

< 로그램 참여 의사> <참여의사 없는 이유>

4.1.5.농업인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

농업부문 녹색성장에 한 농업인의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보 과 경제성장의 병행여부에 해서도 정 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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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지속가능발 인지도 역시 높은 편이나,녹색성장의 인지도에 비해

낮았으며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 의 계에 해 45.9%의 농업인이 녹색성

장과 지속가능발 은 별개이나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 련 녹색성장 정책 로그램 33개에 한 요

도는 부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바이오매스 에 지화

진’,‘녹색기술 보 확 ’,‘기후변화 응 방 조치 강화’,‘탄소 녹

색마을 친환경주택 보 ’,‘친환경 농자재산업 육성’,‘한식세계화 확 ’,

‘응기술 기상재해 응’,‘새로운 일자리 창출’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즉,농업인들은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 가운데 실질 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후변화 응 정책 에 지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을 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단된다.

농업인들이 환경규제를 재보다 강화하는 것을 수용하면서 환경보 을

해 어느 정도의 부담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많은 농업

인들은 농업부문 녹색성장이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미래농업 발 에

정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부문 녹색성장을 한 정부 정책에 농업인들의 참여의지는 높았는

데 농업인의 정책 참여를 높이기 해서는 농업인이 장에서 용이 쉬운

로그램의 선별을 통한 홍보 교육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

다. 한 농업 생산활동 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 수 있는 간단 개

무경운 농법 등의 시행을 높이기 해서는 홍보와 함께 한 소득보

로그램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4.2. 가 조사

4.2.1.설문조사 개요

농업부문 녹색성장 인지도와 련 정책의 평가에 한 문가조사를 실

시하 다.조사 상은 학,연구기 , 앙 지방정부 공무원,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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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원 등의 농업부문 녹색성장 련 문가 20명이며,조사는 이메일

을 통해 2010년 9월에 이루어졌다. 문가조사에 한 분석은 SPSS12.0

을 이용하 다.

표 3-13.응답자의 사회경제 특성

항 목 응답 수(명) 비 (%)

성 별 남 20 100.0

나 이

30세 미만 - 0.0

30~40세 미만 3 15.0

40~50세 미만 14 70.0

50~60세 미만 2 10.0

60세 이상 1 5.0

소속

학 8 40.0

연구기 (출연,민간) 3 15.0

앙 지방정부 공무원 2 10.0

진흥청(농업기술원) 3 15.0

농업기술센터 1 5.0

기타 3 15.0

공

농업경제학(경제학) 8 40.0

농학 6 30.0

행정학(법학) - -

기타 6 30.0

련 분야 업무경력(평균) 15.5년

계 20 100.0

4.2.2.녹색성장에 한 인지도

2009년 7월에 확정된 “녹색성장 국가 략 5개년 계획”에 해 정도

의 차이는 있으나,모든 문가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도 60%를 차지하 다.

“녹색성장 국가 략 5개년 계획”에서 농업부문을 어느 정도 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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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루는지에 해서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35%로 나타났고,‘비 을 두

고 다루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비 있게 다루고 있다’는 의견과 비슷하

기는 하나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0.“녹색성장 국가 략 5개년 계획” 농업 비

녹색성장이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의미한다고 할 때,

‘환경보 ’과 ‘경제성장’의 병행여부에 해 부분의 문가들은 정

으로 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성장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경제와 환경의 비 ’에 해 ‘비슷하다’

는 10%를 제외한 문가들은 ‘경제’의 비 을 더 크게 단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반면,‘지속가능발 ’역시 ‘경제(60%)’의 비 이 ‘환경

(30%)’보다 높으나 녹색성장에 비해 경제의 비 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부문 녹색성장 문가들은 ‘녹색성장’개념은 성장으로 단하나,‘지

속가능발 ’은 경제와 환경이 함께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표 3-14>.

표 3-14.‘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 ’개념의 경제와 환경 비

경제
요

비슷
환경
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녹색성장 25.0 25.0 30.0 10.0 10.0 - - - -

지속가능발 15.0 20.0 20.0 5.0 10.0 10.0 - 20.0 -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 의 계에 해 ‘지속가능발 이 녹색성장을

포함하는 더 큰 개념’으로 단하는 문가의 비 이 60%로 높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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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 은 일부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는 응답은

25%,‘녹색성장이 지속가능발 을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라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4.2.3.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필요성에 해 모든 문가가 ‘그 다’고 응답하

다.농업부문 녹색성장 개념이 과연 농업의 어느 부분까지 포함하는지에

해,많은 문가들은 ‘지속가능농업’,‘친환경농업’,‘탄소농업’을 선택

하 으며,이에 다소 못 미치기는 하나 ‘첨단기술농업’까지 포함하는 개념

으로 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1>.

그림 3-11.농업부문 녹색성장이 포함하는 개념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 시 ‘농업에 한 환경규제를 지 보다 강화시켜

야 한다’와 ‘환경보 을 해 어느 정도 부담은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문가들이 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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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농업 환경규제 강화 여부 환경보 을 한 부담 수용 여부

단 :%

비슷

농업에 한 환경규제를
지 보다 강화시켜야 한다

20.0 60.0 20.0 - -
농업에 한 환경규제를
지 보다 완화시켜야 한다

환경보 을 해서 어느 정도
부담은 수용해야 한다

30.0 60.0 10.0 - -
환경보 을 해서 부담이

늘어서는 안된다

농업부문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25.0%를

차지한 ‘농업부문 녹색성장을 한 실태 진단․평가 련 심층연구’가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녹색성장을 한 농업정책,환경정책,에 지정책의

통합’22.5%,‘녹색성장 국가 략을 한 농식품 분야 투․융자 확 ’

19.2% 순이었다<표 3-16>.따라서 농업부문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해서

는 이를 한 실태 진단․평가를 통해 련 정책의 통합 투․융자확

가 시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3-16.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 해 가장 필요한 사항

단 :%

녹색성장 국가 략을 한 농식품 분야 투․융자 확 19.2

녹색성장을 한 농업정책,환경정책,에 지정책의 통합 22.5

농업부문 녹색성장을 한 실태 진단․평가 련 심층연구 25.0

농업 련 정책의 녹색도 측정지표 개발 7.5

농업부문 녹색성장을 한 조직 통합 리시스템 구축 10.8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을 한 교육 홍보 강화 5.0

민간부문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녹색산업 개발 1.7

농업분야 녹색기술 개발 8.3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에는 기후변화 련 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

후변화 정책은 완화정책과 응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우리나라 농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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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후변화 완화정책의 구축 추진정도, 응정책의 구축 추진 정도

에 해 부분의 문가들은 미흡한 수 으로 단하고 있었다<그림

3-12>.특히,기후변화 완화정책에 비해 응정책의 구축 추진정도를

더욱 미흡한 수 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향후 기후

변화 완화정책과 더불어 응정책에 비 을 두어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

으로 사료된다.

그림 3-12.농업부문 기후변화 완화․ 응정책 구축 추진정도

<기후변화 완화정책 구축정도> <기후변화 완화정책 추진정도>

<기후변화 응정책 구축정도> <기후변화 응정책 추진정도>

‘친환경농업 확 ’,‘간단 개 논 물깊이 조 ’,‘무경운 재배’시행

시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해서는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응

답하 다.<표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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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방안별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여도

단 :%

매우 기여할
것이다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다

보통이다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친환경농업
확

30.0 40.0 10.0 10.0 - 5.0

간단 개
논 물깊이 조

10.0 60.0 20.0 - 5.0 -

무경운 재배 10.0 65.0 10.0 10.0 - -

신재생에 지 지원제도인 발 차액지원제도(FIT)가 2012년 폐지되고 의

무할당제도(RPS)가 도입될 정이다.이에 해 55%의 문가는 부 한

것으로 단하고 있었으며, 안으로는 “두 제도의 장단 이 있으므로 두

제도를 병행하여 운용하면서 단 을 보완해야 한다.”고 응답하 다.

그림 3-13.발 차액지원제도 폐지 후 의무할당제도 도입 성 여부

표 3-18. 하지 않을 경우 안

단 :%

의무할당제도(RPS를도입할필요없이발 차액지원제도(FIT)를계속유지 9.1

의무할당제도(RPS)의도입은필요하나시기가 무이르므로도입시기를늦출필요있음 -

두제도의장단 이있으므로두제도를병행하여운용하면서단 을보완해나가야함 81.8

기타(두제도의장 이있으므로RPS의상한량과나머지량의FIT로보완)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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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문가들은 농업부문 녹색성장이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우리나라 미래농업 발 ’에 기여할 것으로 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4.농림수산식품부 추진 략 정책 요도

농림수산식품부가 2009년 11월에 발표한 “농림수산식품 분야 탄소 녹

색성장 추진 략”에 해 거의 부분의 문가들은 알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3-19.농림수산식품 분야 탄소 녹색성장 추진 략

비 ․국민행복과국가번 을선도하는농림어업․농산어

목표

․CO2배출량:2005년1,470만톤CO2→국가감축계획에따라설정

․바이오에 지공 비율:2007년6.6%→2013년8.8%→2020년15.7%로확

․친환경농산물비 :2007년3.0%→2013년10.0%→2020년15.0%로확

3 략 ․ 투입․고효율녹색산업화 ․자연자원의지속가능이용․ 리 ․국민건강증진과국격제고

9

추진과제

․바이오매스에 지화 진

․녹색기술․장비보 확

․기후변화 응역량강화

․농산어 활력증진

․탄소흡수녹색공간확

․고부가생명산업육성

․친환경농산업기반육성

․ 탄소국가식품시스템구축

․녹색생활실천확산

“농림수산식품 분야 탄소 녹색성장 추진 략”에서 설정된 비 의

성에 해 ‘그 다’는 응답이 65%로 ‘아니다’의 35%보다 높았다.

표 3-20.비 이 하지 않은 경우 제시된 의견

● 실제 정책에는 농업과 농 정책의 균형이 맞지 않으며,농업인에게 실질 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미흡

● 비 이 녹색성장의 특징을 담아내지 못하고 일반 농정목표와 차이가 없이 무 일반 임.

농업부문 녹색성장 최종목표의 성에 해서는 ‘ 하지 않다’는 의

견이 60%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 않을 경우, 한 목표수 에 한

평균 CO2배출량은 2005년 1,470만톤 비 2020년 4.6% 감축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4%보다 높았다.바이오에 지 공 비율은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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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에서 2013년 8.6%,2020년 15.8%로 비슷한 수 으로 나타났으나,친

환경농산물 비 은 2005년 3.0%에서 2013년 10.5%,2020년 19.0%로 더

높게 설정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21.농업부문 녹색성장 최종목표 정 수

2005년(2007년) 2013년 2020년

CO2배출량(만톤) 1,470 - 4.6

바이오에 지 공 비율(%) 6.6 8.6 15.8

친환경농산물 비 (%) 3.0 10.5 19.0

주:CO2배출량 2005년,바이오에 지 공 비율․친환경농산물 비 은 2007년 기 임.

“농림수산식품 분야 탄소 녹색성장 추진 략”에서 설정된 ‘3 략’

과 ‘9 추진과제’는 하다는 응답비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3 략이 하지 않은 경우 제시된 의견

구분 제시 의견

3
략

● 곡물자 률 향상은 수송에 지 약과 CO2 감과 직결, 략에 곡물자 률
제고 추가 필요

● ‘자연자원의 지속가능 이용․ 리’보다 ‘농업환경자원의 지속가능 이용․ 리’가
합

● 3 략은 부분 기존 자원의 효율 이용 리에 치 .자원 보 , 통성
같은 고유가치 증진에 한 부분 포함 필요

● ‘국민건강 증진과 국격제고’는 농업부문 녹색성장 략으로 부 합

9
추진과제

● 식량작물과 바이오에 지작물 재배를 하게 안배하여 정책과제 추진

● ‘고부가 생명산업 육성’보다 ‘고부가 농식품 생명산업 육성’이 합

● 농업부문 녹색 융 지원 부분 취약

● 농업부문 그린잡 활성화 재교육 등에 한 부분의 보강 필요

● 기후변화 응 역량 강화 과제는 자연자원의 지속가능 이용․ 리 략,친환경

농산업 기반 육성 과제는 투입․고효율 녹색 산업화 략으로 재조정 필요

● 목표 리제 탄소배출권 거래제 산업에서 시행 정,농업부문 응 필요

● 기존 행농업과 농정을 녹색화하는 의미의 략 과제 제시 필요

● 자연자원의 지속가능 이용 리와 련 있는 구체 과제 제시 필요

● 목표- 략 추진과제 간 상호 계의 체계화 필요



64 농업․농 부문 녹색성장의 내․외 여건 진단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수산식품 분야 탄소 녹색성장 추진 략”을 계획

로 추진 시 향후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실효성에 해 ‘높다’는 의견이 60%

로 높게 나타났으며,‘보통이다’는 응답은 30%를 차지하 다<그림 3-14>.

그림 3-14.농림수산식품부 략 추진 시 농업부문 녹색성장 실효성 여부

“농림수산식품 분야 탄소 녹색성장 추진 략”의 진척 정도에 해 ‘보

통이다’는 의견이 70%로 높게 나타난 반면,‘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과

‘잘되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15%를 차지하 다.

그림 3-15.농림수산식품부 추진 략 진척 정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녹색성장을 해 추진하는 정책 로그램 가운데

농업부문 33개의 각 정책별 요도를 평가하 다.이 가운데 요하다는

응답이 90%이상을 차지한 정책은 ‘녹색기술 개발 투자 확 ’,‘기후변화

응 통계시스템 구축’이었으며,다음으로 ‘바이오매스 에 지화 진’,

‘농업부문 탄소표시제 도입’,‘주요국 작황 찰 네트워크’등이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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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반면,상 으로 요하지 않다는 응답 비 이 높은 정

책으로는 ‘지역별 특성 녹색공간 조성’,‘새만 지역 녹색성장 진기지’,

‘식품클러스터 친환경 조성’등으로 분석되었다.즉,기후변화 응 정책

에 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요하게 평가하는 반면,단기

으로 가시 인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공간 련 정책들에 한 요도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3-23.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 정책 로그램 요도
단 :%

부분별과제 세부내용

요
하지않다

요
하다

① ② ③ ④ ⑤

바이오매스
에 지화 진

●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에 지화시설확충,농작
물을이용한바이오에 지기술개발

- - 15.0 35.050.0

녹색기술개발
투자확

● 녹색기술개발재정투자확 ,녹색기술인증제를
도입하여민간투자활성화유도

- 5.0 5.0 35.055.0

녹색기술보
확

● 원 농업시설보온력향상 에 지 감장치,
화석연료 체를 한지열,인공 (LED)등

- - 25.0 40.035.0

녹색기술활용
장비보 확

● 농업용 수지의 개용수․하천유지수 잉여
수를이용한 기에 지생산․공

- 10.055.0 25.010.0

기후변화 응
통계시스템구축

●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 등에 비,분야별(농
업․축산․식품)정확한온실가스산정 등통계
시스템구축

- - 10.0 50.040.0

기후변화 응
생태계감시

● 기후변화에따른 생태계변화모니터링강화 등
생산분야 응력향상

- 10.020.0 45.025.0

기후변화 응
방 조치강화

● 가뭄․폭우 등 기상재해 비,농작물 재해보험
활성화등사 방 조치를통해피해최소화

- 5.0 15.0 50.030.0

지역별특성
녹색공간조성

● 지역별특성에맞는체험․휴양시설등녹색공간
조성

10.035.025.0 15.015.0

새만 지역
녹색성장 진기지

● 새만 지역을녹색성장의 심지역으로육성 10.025.040.0 15.010.0

탄소녹색마을
친환경주택보

● 바이오매스․태양력․풍력 등을 이용한 탄소
녹색마을 시범조성,친환경․ 에 지형 농어
주택개발․보

5.0 - 40.0 40.015.0

4강수질개선
재해 방

● 4강수질개선 재해 방을 해기반시설정
비등물 리강화

10.010.035.0 40.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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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의 녹색성장 로그램 농업분야 33개 정책 로그램

에서 가장 요하다고 단되는 정책의 1-3순 를 선택 후 종합한 결과,

가장 비 이 높은 정책은 ‘바이오매스 에 지화 진’이었으며,‘녹색기술

개발 투자 확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확 ’,‘농업부문 탄소표시제

도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4.33개 정책 로그램 가장 요한 정책

단 :%

바이오매스 에 지화 진 17.5

녹색기술 개발 투자 확 13.3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확 9.2

농업부문 탄소표시제 도입 6.7

녹색 식문화 확산 5.8

기후변화 응 통계시스템 구축 5.8

국내 식품원료 사용 기반조성 5.0

응기술 기상재해 응 5.0

기후변화 향 평가 측 5.0

4.2.5. 문가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

“녹색성장 국가 략 5개년 계획”에 한 문가의 인지도는 매우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나,“녹색성장 국가 략 5개년 계획”의 농업부문 비

에 해서는 보통이거나 비 이 낮은 편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환경보 과 경제성장의 병행여부는 정 으로 단하고 있었으며,‘녹

색성장’개념은 경제만,‘지속가능발 ’은 경제의 비 이 크기는 하나 환경

도 같이 고려하는 개념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한 ‘녹색성장’과 ‘지속가능

발 ’의 계는 지속가능발 이 녹색성장을 포함하는 더 큰 개념으로 단

하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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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녹색성장의 필요성에 모든 문가가 공감하고 있었으며,농업

부문 녹색성장을 지속가능농업,친환경농업, 탄소농업,첨단기술농업까

지 포 하는 개념으로 평가하 다.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 시 농업에 한 환경규제 강화,환경보 을

한 부담 수용을 부분 수 하 으며,농업부문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해

서는 ‘농업부문 녹색성장을 한 실태 진단․평가 련 심층 연구’,‘녹색성

장을 한 농업정책,환경정책,에 지정책 통합’,‘녹색성장 국가 략을

한 농식품 분야 투․융자 확 ’등을 가장 필요하다고 선택하 다.

농업부문 기후변화 정책의 구축 추진정도는 미흡한 수 으로 단하

고 있었으며,친환경농업 확 ,간단 개 논 물깊이 조 ,무경운 재배

등의 방법이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단하고 있었다.

발 차액지원제도의 폐지에 따른 의무할당제도의 도입에 부정 인 견해

가 더 많았으며, 안 가운데 ‘두 제도의 장단 이 있으므로 두 제도를 병

행하여 운용하면서 단 을 보완해야 한다’의 응답비 이 높게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농림수산식품 분야 탄소 녹색성장 추진

략’에 해서는 부분 알고 있었으며,비 ,3 략,9 추진과제는

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으나,최종목표에 해서는 하지 않다는 의견

이 상 으로 많았다. 문가들이 제시한 최종목표의 정수 은 목표

치와 비슷하거나 높은 수 이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 로그램 농업부문 33개에서 요도가 높게

평가된 정책은 ‘녹색기술 개발 투자 확 ’,‘기후변화 응 통계시스템 구

축’이었으며,다음으로 ‘바이오매스 에 지화 진’,‘농업부문 탄소표시제

도입’,‘주요국 작황 찰 네트워크’등이었다.반면,‘지역별 특성 녹색

공간 조성’,‘새만 지역 녹색성장 진기지’,‘식품클러스터 친환경 조

성’등의 요도는 낮게 평가되었다.즉,기후변화 응 정책 에 지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요하게 평가하는 반면,단기 으로 가시

인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공간 련 정책들에 한 요도는 낮게 평

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녹색성장 로그램 농업분야 33개 정책 로그램



68 농업․농 부문 녹색성장의 내․외 여건 진단

에서 가장 요하다고 단되는 정책의 1~3순 를 선택 후 종합한 결과,

가장 비 이 높은 정책은 ‘바이오매스 에 지화 진’이었으며,‘녹색기술

개발 투자 확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확 ’,‘농업부문 탄소표시제

도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농업부문 녹색성장을 추진

하기 해서는 이를 한 정확한 실태진단․평가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한 복되어 시행되고 있는 련 정책의 통합 실시,투․융자 확 도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농법의 확

, 련 제도의 리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추진계획의 사후평가가 아닌

상시 간검토를 통한 보완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기후변화

응 정책 에 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등 요도 요구도가

높은 정책의 선별․육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4.3. 농업부  녹색 장 책 프 그램 종합평가

4.3.1.녹색성장에 한 인지도

환경보 과 경제성장 병행여부에 해 ‘그 다’고 응답한 농업인의 비

이 61.3%인데 반해 문가는 80%로 더 높게 나타났다.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 ’의 계에 해 농업인은 ‘녹색성장과 지속

가능발 은 일부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에 응답비 이 46%로 가장 높은

반면, 문가는 ‘지속가능발 이 녹색성장을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다’라

는 응답이 60%를 차지하 다.이는 농업인과 문가의 녹색성장과 지속가

능발 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가들은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 시 ‘농업에 한 환경규제를 지 보

다 강화시켜야 한다’와 ‘환경보 을 해서 어느 정도 부담은 수용해야 한

다’는데 거의 부분 동의하는 걸로 나타났다.농업인은 환경규제 완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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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반 의견보다 환경규제 강화와 부담 수용 의사가 높은 편이나 문가

에 비해 상 으로 낮은 편이었다.농업인들이 환경규제 수 의 강화를

수용하면서 환경보 을 한 어느 정도의 부담 수용의사가 더 높기는 하

나,실제 환경규제 강화 부담 수용 시 직 인 향을 받게 될 것이므

로 문가들보다는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여부 우리나라 미래농

업 발 여부에 해 농업인과 문가 모두 정 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가에 비해 농업인의 부정 인 응답의 비 이 높은 편이었다.

4.3.2.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평가

농림수산식품부의 녹색성장 로그램 농업 련 33개에 한 요도

평가에서 문가들은 ‘녹색기술 개발 투자 확 ’,‘기후변화 응 통계시스

템 구축’,‘바이오매스 에 지화 진’,‘농업부문 탄소표시제 도입’,‘주요

국 작황 찰 네트워크’등을 요하게 평가한 반면,농업인은 ‘바이오

매스 에 지화 진’,‘녹색기술 보 확 ’,‘기후변화 응 방 조치

강화’,‘탄소 녹색마을 친환경주택보 ’등을 요하게 평가하고 있었다.

농업인 문가 모두 기후변화 응 정책 에 지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

는 정책을 요하게 평가했다는 은 일치하나,농업인은 련 정책 에

서도 실질 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한 반면, 문가는 련 정

책 DB화 새로운 로그램의 도입 등을 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 로 33개 로그램 가운데 요도가 낮은 로그램으로는 농업인,

문가 모두 ‘새만 지역 녹색성장 진기지’,‘식품클러스터 친환경 조성’

등을 선택하여 단기 으로 가시 인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정책에 해

서는 농업인, 문가가 모두 요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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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농업인과 문가 설문조사 결과 비교

<환경보 과 경제성장 병행여부>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 계>

<환경규제 강화 수용 여부> <환경보 부담 수용 여부>

<녹색성장농업부문온실가스감축기여여부> <녹색성장 미래농업 발 기여 여부>

표 3-25.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 로그램에 한 요도 평가 비교

농업인 문가

요

-바이오매스 에 지화 진

-녹색기술 보 확

-기후변화 응 방 지 강화

- 탄소 녹색마을 친환경주택 보

-친환경 농자재산업 육성

-녹색기술 개발 투자 확

-기후변화 응 통계시스템 구축

-바이오매스 에 지화 진

-농업부문 탄소표시제 도입

-주요국 작황 찰 네트워크

덜 요

-새만 지역 녹색성장 진기지

-탄소흡수 녹색공간 확

-식품클러스터 친환경 조성

-지역별 특성 녹색공간 조성

-새만 지역 녹색성장 진기지

-식품클러스터 친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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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농식품부 녹색성장 추진과제에 한 진행상황 요도 평가

단 :%

부분별과제
2010년추진목표진행률 농업계 요도평가

50개실천과제 진행률 농업인 문가

바이오매스
에 지화 진

가축분뇨자원화․에 지화 80.0
73.9 85.0

농산바이오매스에 지화 83.5

녹색기술개발
투자확

녹색기술R&D투자확 73.5 62.2 90.0

녹색기술보 확
시설원 에 지 감장비보 119.0

71.0 75.0
농업용LED이용효율성향상 116.5

녹색기술활용
장비보 확

소수력발 100.0 62.2 35.0

기후변화 응
통계시스템구축

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 68.7

61.6 90.0탄소배출권거래제도입 50.0

농축산분야온실가스감축기술개발 75.0

기후변화 응
생태계감시

동․식물․수산물병해 리 66.7
63.7 70.0

농업경 체정보화,자동화 66.7

기후변화 응
방 조치강화

해외농업정보수집 75.0
76.5 80.0

농작물재배보험활성화 100.0

지역별특성
녹색공간조성

체험․생태 인 라확 85.7 56.7 30.0

새만 지역
녹색성장 진기지

새만 을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육성

57.0 48.7 25.0

탄소녹색마을
친환경주택보

농 형 탄소녹색마을조성 75.0

71.2 55.0친환경농어 주택
표 설계도개발․보

90.0

4강수질개선
재해 방

농업용수 리강화 75.0 58.4 45.0

도․농교류
로그램확

도․농교류활성화 104.0 56.7 50.0

미래농 모델개발 팔도강산 수강 만들기 75.0 58.8 45.0

탄소흡수
녹색공간확

생활원 실용화 80.0 46.7 55.0

바이오자원활용
고부가생명산업

신소재기능성작물개발 100.0 57.3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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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녹색성장 련 정책통합 실태 진단

녹색성장 련 정책통합의 실태를 문가 조사결과와 정책통합의 이론

련 자료에 근거하여 정책통합의 수단별로 진단하 다.13녹색성장 정

책 자체가 정책통합을 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녹색성장을 한 농

업․농 련 정책통합은 이미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농림수산식품

부는 농식품 분야 녹색성장 지원을 해서 2009～‘13년 동안 총 15.8조원

을 투입할 계획이다.녹색성장 투․융자의 경제 효과는 ‘13년까지 18.5

조원이 상된다.‘13년까지는 연구 설비투자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본

격 으로 경제 효과는 ‘13년 이후부터 나타날 것으로 상되며,‘20년까

지 총 44.9조원의 경제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망된다. 한 ‘13년까지 총

7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망된다(농림수산식품부,2009).

이와 같이 정부는 녹색성장을 해 상당한 산을 투입하고 이로 인해

경제 가치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상하고 있으나 녹색성장 정책의

효과 추진을 한 필요조건인 정책통합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

렵다. 문가 조사결과 녹색성장을 한 농업․농 련 정책통합을 한

노력이 ‘잘 수행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60.0%로 높은 반면 ‘잘 수행되

고 있다’는 응답은 5.0%에 그쳤다.14

13본 연구에서의 정책통합은 농업․농 정책과 환경정책 에 지정책 간의 정책

통합을 의미하며 농업정책과 농 정책 간의 정책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4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통합의 추진방향을 악하기 해 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조사는 2010년 8~9월에 진행되었으며 조사 상은 농업부문 녹색

성장 문가 20명(이메일 조사)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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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정책통합 한 노력 수행 정도

정책통합 노력이 잘 수행되지 않는 이유로는 ‘정책통합의 필요성에 한

인식 부족’이 64.6%로 가장 높았으며,‘정책통합을 한 정부 조직(담과

가 없거나 인력이 없음)의 미흡’,‘정책을 통합하기 한 법률 근거

제도 장치 미흡’이 각각 14.3%를 차지하 다.

5.1. 경  경이 조 ․균  농  본 향  미

정책통합을 해서는 녹색성장이라는 최상 목표 목 달성을 해

서 각 부문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 과 목표 간에 조화와 균형을 강조

하는 농정 비 과 기본방향 설정이 매우 요하다.

정부는 국가 체의 경제 사회 시스템 환을 해서 “녹색성장”이라

는 포 인 정책의제와 장기 인 목표를 설정하 다.이에 농림수산식품

부 역시 비 2020을 통해 농정 비 을 “생명․건강․매력이 어우러진 농

림수산식품산업과 농산어 ”으로 설정하고 신성장 녹색생명산업,건강한

삶과 매력 인 먹을거리,활력 넘치는 농어 이라는 세 가지로 설정하 다.

녹색성장과 가장 한 련이 있는 ‘신성장 녹색 생명산업’이라는 미

션 달성을 해서 농업을 ‘에 지 효율성과 물질순환을 시하는 친환경

산업’으로 환할 것을 명시하 다. 한 ‘쾌 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산어

’이라는 미션 달성을 해서 ‘환경 친화 농산어 과 푸른 도시’를 지

향함을 명시하 다.따라서 농업․농 정책과 에 지․환경 정책 간 조화

와 균형을 시하는 농정 비 과 미션을 설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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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농업․농 정책과 에 지․환경정책 목 간 상충성 여부

한편,「농어업․농어 식품산업 기본법」의 제2장 농어업․농어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제6조(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①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농어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

할 때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농어업과 농

어 의 공익기능을 최 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 동

기본법은 공익기능에 환경 측면을 포함시키고 정책 추진 시 공익기능을

최 한 고려해야하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어업 등을 육성해야 한다는 내

용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따라서 농업․농 정책이 환경정책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한다는 개념이 기본법상에 명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략)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농어

업과 농어 의 공익기능을 최 한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은 시장경제 원

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우선 으로 고려하고 그 다음에 농어업과 농어

의 공익기능을 최 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 기본

방향이 환경 측면보다는 경제 효율성에 심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녹색성장에서 요하게 다루고 있는 에 지에 한 언 이 동 기본법

의 기본방향에는 없다.한편, 문가 조사결과 부분의 문가들은 농

업․농 정책의 목 과 에 지 환경정책의 목 간에 모순이 존재한다

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3-18>.

따라서 경제와 환경의 균형을 맞추고 에 지부문을 포 하는 농정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 농업․농 정책의 목 과 에 지 환경정책의 목 간

모순을 여 나가기 한 큰 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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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농업․농 분야 녹색성장 추진체계

주:수산 산림 련 기 은 포함시키지 않음.

자료:농림수산식품부(2009).

5.2. 책통합  한 책 추진 체계  강  필요 

농림수산식품부는 녹색성장 련 정책을 총 하는 국장 녹색성장 정책

과 녹색미래 략과를 신설하 다.녹색미래 략과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탄소 녹색성장 추진 략 등을 마련하여 농식품부 내 다른 국․과와 력

하여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 농식품부 장 을 원장으로 하는 녹색성장 책 의회와 농식품

부 기조실장을 반장으로 녹색성장 실무 의회를 두고 농식품부,농 진흥

청,산림청, 련연구기 이 참여하는 녹색성장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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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정책통합 한 정부 조직 변화 필요성

녹색미래 략과 외에 녹색성장을 한 농업․농 련 정책통합과 련

된 정부조직으로는 친환경농업을 총 하는 친환경농업정책과가 있다.에

지와 련해서는 ‘시설원 에 지이용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채소

특작과,‘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축산정책과가 있다.이

외에도 정부 내 각 국․과가 녹색성장과 련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개별정책의 자율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정책통합을 해 련된 모

든 조직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을 필요는 없으며 조직의 개편이 정책통합

성공의 제조건도 아니다.그 지만 녹색성장에 있어 핵심 정책분야인 친

환경농업,자연자원,에 지부문을 총 하는 담부서의 필요성과 농정

반에 환경 에 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정책 추진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가 조사결과 농업․농 정책과 에 지․환경정책 간의 통합을 해

서 정부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0.0%,‘필요없다’는 20.0%로

나타나 많은 문가들이 정부 조직 변화가 필요하다고 단하고 있었다.

정부조직 변화가 필요하다면 ‘농업․농 련 에 지 환경 련 정

책 담과 신설’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3.3%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의견

으로는 과장 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구성하여 정책조정 실시, 담과 신설

시 녹색성장 련과 실무자 1인씩 포함하고 에 지 정책 문가와 지원인

력 확충,농식품부 내부 외에 외부인(기재부,지경부,환경부,국토부, 문

가, 련기업,NGO등)의 극 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본의 경우 농림수산성은 2007년 환경정책과를 ‘환경 바이오매스 정책



농업․농 부문 녹색성장의 내․외 여건 진단 77

과’로 재편하여 환경농업 정책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와 바이오에 지 정

책을 총 하고 있다. 한 2003년 12월「농림수산 환경 정책의 기본방침」

을 마련하고,이 방침 하에 농림어업자의 주도 인 노력을 바탕으로 농림수

산업의 자연 순환 기능의 유지․증진과 함께 농산어 의 건 하고 풍부한

자연 환경의 보 ․형성을 한 정책을 추진함을 명시하 다.이러한 인식

을 바탕으로 2006년 3월 농림수산성은 ISO14001에 근거하는 환경 리시스

템을 도입하고 환경부하 감 환경보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 다.

한편,녹색성장 책 의회가 있지만 민․ ․학 력의 장을 마련하고

정책 련 커뮤니 이션과 략 지식 리를 총 하는 컨트롤타워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는 거버 스가 미흡하다. 문가 조사결과, 재 농업․농

련 에 지․환경정책 연구 련 커뮤니 이션,공동 지식기반 구

축, 략 지식 리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5.0%인데 반해 ‘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45.0%,‘그 그 다’45.0%로 나타났다.

5.3. 과 리  연계  산 체계  ․장  계획 미

농식품부의「2010년도 산 기 운용계획 개요」의 산(기 )편성

의 기본 방향에 ‘탄소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을 명시하고

있다. 한 편성방향에도 ‘바이오매스 자원화,에 지 고효율화,종자

산업 등 농어업분야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명시하고 있다.

부문별 주요사업 재원배분 내역을 살펴보면, 탄소․환경 친화 인 녹

색성장 기반투자 확 를 한 ‘바이오매스 에 지화,농어업용 에 지 고

효율화,종자산업 육성 등 지원’에 0̀9년 1,138억원에서 1̀0년 2,437억원으

로 산을 확 하 다.

이와 같이 녹색성장을 산(기 )편성의 편성방향에 명시하고 녹

색성장 련 산을 확 하고 있으나 농업․농 련 정책통합을 한

산 체계는 미흡하다. 산 체계는 성과 리(평가)체계와 연계하여 운용할

때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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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한 제도로 로그램 산제도가 있으며 이는 재정성과 리와

한 련이 있다. 로그램 산제도는 로그램을 통해 정책과 산을

연계하는 산구조를 의미한다.다시 말해, 산의 기획․편성․배정․집

행․결산․평가․환류의 과정을 로그램 심으로 구조화하고 그것을

성과평가체계와 연계시켜 성과를 리하는 산기법이다.15

국회 산정책처의 ‘2010 로그램 산사업 편람’에 따르면,농림수산식

품부의 로그램 산사업은 2010년 31개이며 산액은 14조 810억원이

다.단 사업 수는 149개,세부사업 수는 349개이다.

녹색성장 정책을 포 하거나 녹색성장 정책만을 포함하는 로그램은

없다<표 3-27>.따라서 정책통합 에서 요한 녹색성장 정책의 기획,

평가, 산이 긴 히 연계되어 추진되기가 어려운 구조임을 알 수 있다.

표 3-27.2010년 농림수산식품부의 로그램

로그램명

1.농가 경 안정 17.농산물 품질 리

2.농어업 경 체 육성 18.농업연수

3.양곡 리 19.가축방역검역 수의과학 연구

4.친환경농업 육성 20.식품검역

5.농림기술개발 정책 연구 21.종자 리

6.농지은행(농지,융자) 22.수산물 유통 안 리

7.농산물가격 안정 유통 효율화 23.수산자원 리 조성

8.경쟁력 제고 24.어 어항개발

9.경쟁력 제고(기 ,융자) 25.수산경

10.축산업 진흥 26.원양 력

11.축산업 진흥(축발,융자) 27.수산연구

12.농업생산기반 확충 28.수산물유통 안 리(기 ,융자)

13.농어업인 복지 증진 29.수산물품질 리

14.농 지역 개발 도․농교류 활성화 30.어업지도 리

15.농업․농 정보화 31.식품산업육성

16.국제 력 상

자료:국회 산정책처.

15 로그램이란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한 단 사업의 묶음을 의미하며,

정책 으로 독립성을 지닌 최소 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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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산제도는 재정성과 리16를 하게 수행하기 한 하부구

조이다. 로그램 산구조 없이 선택 으로 성과 리 평가 상이 선정

되는 성과 리제도하에서는 산 편성과 결산 과정의 연계가 포 이고

체계 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따라서 해당부처나 기 이 성

과계획서와 보고서를 의무 으로 산당국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성

과목표 리제도가 실질 으로 운 되기 해서는 각 부처가 제출하는 성

과계획서와 산당국이 산편성을 해 활용하는 로그램 산체계 사

이에 일 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17

농림수산식품부의 2010년도 성과 리 시행계획에서 녹색성장과 직

인 련이 있는 성과목표는 ‘친환경농어업육성’,‘녹색성장 농식품

R&D 신’이며 이와 련된 리과제는 <표 3-38>과 같다.

로그램 산제도 상의 로그램 단 사업과 성과 리 시행계획상

의 성과목표 리 과제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2010년 농림수산식

품부 로그램에 ‘친환경농업육성’이라는 로그램은 있으나 ‘녹색성장

농식품 R&D 신’과 직 으로 연 된 로그램은 없다. 신 성과 리

시행계획의 성과목표 ‘녹색성장 농식품 R&D 신’에 해당되는 리과

제들은 여러 로그램에 속해 있다. 를 들어 성과 리 시행계획의 성과

목표 ‘녹색성장 농식품 R&D 신’의 리과제 ‘농산물유통개선(에특)’

은 로그램 7인 ‘농산물 가격안정 유통효율화’의 단 사업 ‘농산물유

통개선(보조/융자)’에 해당된다. 한 성과 리 시행계획의 성과목표 ‘친환

경농어업육성’의 ⑩친환경 축산지원(농특)과 ⑪친환경 축산지원(축발)은

로그램 10인 ‘축산업진흥’의 단 사업 ‘친환경 축산지원(농특)’,‘친환경

16우리나라의 재정성과 리제도는 성과정보와 산분배의 연계를 강화시켜,

산배분의 합리성을 높이고, 산사업의 운 방식을 개선하여 사업의 효율성

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17성과계획서는 ‘임무- 략목표-성과목표- 리과제-세부 활동’의 체계로, 로그

램 산은 ‘분야-부문- 로그램-단 사업’의 체계로 되어 있다.양자의 일 성

확보를 해서「2010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서는 리과제와 단 사업이

1:1로 응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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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지원(축발)’에 해당된다.

표 3-28.녹색성장 련 농림수산식품부의 2010년도 성과 리 시행계획

성과목표 리과제

1.(친환경농어업육성)환경보

안 농수산물 공

확 를 해 친환경

농어업을 육성한다.

①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② 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 활성화

③ 친환경축산물 생산비 확

④ 어장환경개선 지속 추진

⑤ 외해양식어업 육성

⑥ 친환경 비료

⑦ 친환경농업 인 라

⑧ 역친환경농업 인 라구축( 특)

⑨ 농작물피해방지

⑩ 친환경 축산지원(농특)

⑪ 친환경 축산지원(축발)

⑫ 내수면어업(농특)

⑬ 친환경어업 지원(농특)

2.(녹색성장 농식품 R&D

신)녹색성장 농식품

R&D 신을 통해 농어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식품

분야의 에 지 비용을

감한다.

① 탄소 녹색성장 인 라 강화

② 농림수산식품 R&D효율성제고

③ 종자․생명산업 성장기반 강화

④ 농어업 에 지 감․신재생에 지 보 추진

⑤ 농산물 유통개선(에특)

⑥ 종자 리(농특)

⑦ 경쟁력제고(농특)

⑧ 방사선 육종 기반구축

⑨ 농림기술개발

⑩ 수산시험연구

⑪ 수산특정연구개발

⑫ 수산연구지원

⑬ 종자원 정보화

⑭ 수산과학원 정보화

이와 같이 성과 리 시행계획과 로그램 산사업 상에서 농림수산식

품 분야의 녹색성장 련 정책이 다르게 분류되어 산의 기획․편성․배

정․집행․결산․평가․환류의 과정을 로그램 심으로 구조화하고

그것을 성과평가체계와 연계시켜 성과를 리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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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가칭)농어 자연자원 환경의 지속가능한 리 이용 계

획’,‘(가칭)농업․농 에 지기본계획’과 같은 ․장기 계획이 없어 사

업의 지속 인 추진과 산확보가 쉽지 않다.

농업․농 부문에서도 다양한 에 지 련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18그

러나 농업부문 에 지수 련 정책들을 ․장기 이고 종합 으로

기획․추진하는 체계는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문가 조사결과,농업․농

부문에서 장기 인 에 지정책의 비 실행 략을 제시하는 기본계

획의 수립 필요성에 해 ‘필요하다’가 85.0%로 나타나 ‘필요하지 않다’는

10.0%보다 크게 높았다<그림 3-21>.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면 이를

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세부 인 정책 개발’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법률 ․제도 근거 마련’,‘ 담 인력 담 부서 확충’이 각각 45.0%,

‘ 련 종사자, 문가,정부 간 지속 인 커뮤니 이션을 통한 지식기반 구

축’35.0%,‘필요성에 한 인식의 확충’15.0%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3-21.장기 인 에 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

농림수산식품부는「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친환경농업의

발 을 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녹색성장

지속가능성의 개념에서 요한 농업․농 자연자원 환경의 보

지속가능한 이용을 직 인 정책 목 으로 담고 있지는 않다. 문가 조

18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녹색에 지를 6 추진과제로,가축분뇨 자원

화 에 지화,농어업분야 신재생에 지 보 ,농 에 지자립 녹색마을 조

성,목재펠릿 품질표시 의문제 도입 공 확 ,해조류 바이오매스 에 지

화,어선 LED보 확 기 추진 시스템 개발을 세부 추진과제로 선정하

여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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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과,‘(가칭)농업․농 자연자원 환경의 지속가능한 리 이용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0.0%로 많은 문가가 필요성에

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립이 필요하다면 가장 시 한 사항으로

‘법률 ․제도 근거 마련’이 50.0%,‘세부 인 정책 개발’45.0%,‘담

인력 담 부서 확충’30.0%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3-22.(가칭)농업․농 자연자원 환경의지속가능한 리 이용계획수립필요성

5.4. 평가 체계

녹색성장 정책을 포함한 정부정책에 한 평가는 재정성과 리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국가재정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우리나라 재정성과 리제도는 성과목표 리제도,재정사업 자율

평가,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성과목표 리제도와 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2010년도 성과 리 시

행계획을 보면 녹색성장과 련된 내용은 앞서 제시한 <표 3-27>과 같다.

‘환경보 안 농수산물 공 확 를 해 친환경 농어업을 육성한다’

와 ‘녹색성장 농식품 R&D 신을 통해 농어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식

품 분야의 에 지 비용을 감한다’를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각

각 13개,14개의 리과제가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련하여 2008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일반재정사

업 평가결과를 보면,녹색성장과 직 인 련이 있는 사업은 30개 사업

유기질비료지원,토양환경보 ,친환경농업 인 라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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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6조 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자체평

가 원회를 두고 주요정책에 한 추진실 을 기 으로 자체 평가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원회에 제출하고 있다.평가 상은 지난 연

도 성과 리 시행계획 상의 주요 정책과제이며,2010년의 경우 2009년 성과

리 시행계획 상의 91개 주요 정책과제를 평가 상으로 한다.녹색성장과

련된 리과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조성’,‘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 활

성화’,‘탄소 녹색성장 추진’등이다.

이상과 같이 국가재정법,정부업무평가기본법 상의 성과 리 차원에서 녹색

성장 련 정책의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 녹색성장 원회 농

림수산식품부 차원에서의 녹색성장 련 정책의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녹색성장 원회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50 과제에 한 분기별 추진실 을

검하고 있다.총리실 특정평가는 기 별 표과제를 선정하여 성과 주로

평가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자체 검을 강화하기 해 2010년도 농식품 분야 녹색

성장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련 문가로 구성된 자체 평가단을 구성

하여 분기별 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 부내 외청 등 농식품 분야 소통

활성화를 해 녹색성장 실무 담당자간 워크 간담회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녹색성장 정책 자체에 해서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평가를 실

시하고 있으나 정책통합 에서 다른 정책이 녹색성장에 어는 정도 향을

미치는가를 사 ․사후 으로 평가하는 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녹색성장 향평가(가칭)'와 같은 농업․농 련 정책들이 녹색성

장에 한 향 기여도를 사 ․사후 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문가 조사결과에서도 개별 농업․농 정책이 환경 자연

자원,탄소배출,에 지이용에 미치는 향을 사 ․사후 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의 도입의 필요성에 해 ‘별도의 평가체계가 필요하다’가 55.0%,‘필

요성은 인정되나 기존의 성과 리 시행계획에 추가하면 된다’가 35.0%등으

로 나타나 어떤 형태이든 평가시스템의 도입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농업부문 녹색성장 실증 분석 제4장

농업부문 녹색성장에 한 실증 분석은 설득력 있는 녹색성장 략 개

발에 있어서 요한 비 을 차지한다. 실증 분석은 본 보고서의 1차 연

도 연구목표의 하나인 “평가지표 개발”의 기 자료를 제공해 다.실제로

실증 분석을 해서는 다양한 방법론이 동원될 수 있다.제4장에서는 녹색

성장의 정당성 확보를 한 실증 분석으로 생태효율성 분석,비용효과 인

녹색성장 수단선택의 기 이 되는 한계감축비용 분석,부문별 녹색성장 추

진 성과를 비교 분석하는 녹색생산성 분석,농 부문 녹색성장 실태를

악할 수 있는 녹색성장 잠재력 분석 등을 제시하 다.

1.생태효율성 분석

녹색성장 정도를 평가하기 해서는 한 지표가 필요하다.녹색성장

의 측정 지표 가운데 비교 최근에 등장한 개념으로 생태효율성이 있다.

생태효율성은 자원의 효율 인 사용을 통해 환경에 향을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면서 경제개발도 동시에 이루는 녹색성장 평가지표이다.여기서는

생태효율성의 개념과 계측방법을 소개하고,생태효율성 지표를 이용하여

유기농업,지열히트펌 등 녹색성장의 핵심 사업에 한 녹색성장 정도를

계측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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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생태효  개 과 계 법

1.1.1.생태효율성의 개념

생태효율성은 ecology와 economy에서 eco와 efficiency를 합성한 용어로

WBCSD(2000)에 의해 제안되어 1992년 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

된 지구정상회의에서 공식 으로 채택되었다19.자원효율성과 자원집약

도20가 연계된 생태효율성은 자원의 효율 사용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면서 경제개발도 동시에 이루는 녹색성장 평가지표로 활용

될 수 있다.생태효율성(Eco-efficiency)은 산업부문의 가치(경제 생산성)

를 환경 향(환경부하)으로 나 값으로 다음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1)

여기서,EE:생태효율성,r:r번째 측정 상,r=1,2,....,k

x:투입변수(환경 향),y:산출변수(경제 가치)

<식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생태효율성 향상은 산출변수인 경제

가치를 최 화(moreisbetter) 는 투입변수인 환경 향을 최소화(lessis

better)하거나, 는 이들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함으로써 생산효율성을 극

화할 수 있다.

19WBCSD는 생태효율성을 “지구의 추정 환경용량(estimatedcarrycapacity)과 부

합하는 최소한의 수 까지 생태 향(ecologicalimpacts)과 자원 집약도

(resourceintensity)를 진 으로 이면서 인류의 욕구 충족과 삶의 질을 향

상시키는 제품과 서비스를 경쟁력 있는 가격(competitively-priced)으로 제공하

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WBCSD,2000,p.4).

20자원효율성(resourceefficiency)은 투입된 자원의 산출물과 물질 투입의 비율로

정의되며(EkinsandTomei,2007,p.10),자원집약도( 는 자원강도,resource

intensity)는 자원생산성의 역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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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생태효율성의 계측방법

생태효율성을 계측하는 방법으로는 체로 투입변수에 환경부하의 투입

지표를,산출변수에는 경제 생산성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환경 향의

경우 물리 인 지표가 활용되나 경제 인 지표는 매출액 등 인 지표

가 활용된다<표 4-1>.

표 4-1.생태효율성의 평가 요소

구분 산출지표(y) 투입지표(x)

요소

유형

․매출액( 는 매가격)

․생산량

․생산성

․연간 이익

․단 요소

(에 지,자원,물,토지,폐기물 등)

․종합요소

(종합 환경 향)

평가

범주

생산 공정(gatetogate)

상 과정(cradletogate)

과정(cradletograve)

자료:이수열(2004),p.4의 자료를 기 로 일부 내용을 보완한 자료임.

생태효율성 지표 산출을 한 심층 인 연구와 정보 공유를 해 2004

년 네덜란드 라이덴 학에서 “지속가능성을 향한 에코효율성:의사결정을

한 계량화 방법(Eco-EfficiencyforSustainability:QuantifiedMethods

forDecisionMaking)”이란 주제의 국제학술 회가 개최되어 방법론이 정

립되었다(HuppesandIshikawa,2007).

일반 으로 생태효율성은 제품의 경제 성과와 환경부하의 비율로 나

타내는데,이 경우 환경부하는 감되지 않고 경제 성과만 향상되는 경

우 해당제품의 생태효율성이 증가되어 환경성과를 정확히 평가하는 데 문

제가 발생한다.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기 해 <식 2>와 같이 Factor-X가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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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서 EEr
t:비교시 (t)의 생태효율성

EEr
0:기 시 (0)의 생태효율성

다투입․다산출의 경우 효율성을 계측하려면 다수의 투입요소에 가 치

를 용한 총 투입(aggregateinput)과 다수의 산출물에 가 치를 용한

총 산출(aggregateoutput)을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생태효율성 분석

에 있어서 바람직한 산출물과 환경오염원으로 작용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산물이 동시에 산출되는 다수 산출물과 다수의 투입요소를 사용하는 생

산조직의 생태효율성을 평가하기 한 모형으로 Charnes,Cooper,and

Rhodes(1978)개발한 자료포락분석(DataEnvelopmentAnalysis,DEA)이

리 활용되고 있다.DEA는 선형계획모형의 형태의 경 과학기법으로 제

안되어 의사결정단 의 효율성 측정뿐만 아니라 비효율성의 원인 분석

효율성 개선의 목표설정을 한 도구로 리 활용되고 있다.

생태효율성 방법론을 농업분야에 용한 연구로는 1990년 반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McGregoretal.,2003,Maximeetal.,2006,Meul

etal.,2007등).McGregoretal.(2003)은 호주의 곡물을 상으로 과정

분석(LifeCycleAnalysis,LCA)방식을 이용하여 생태효율성에 한 시스

템 근을 하 다.호주 곡물부문의 과정분석은 생산단계에서 곡물가

공품의 소비까지의 과정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 향을 평가한다.

Maximeetal.(2006)은 캐나다의 식음료부문을 상으로 에 지 사용,온

실가스 배출,물 사용 오수 발생,유기 잔류물,포장 잔류물 등의 환경문

제를 다루기 해 집약도 지표를 이용하여 생태효율성을 분석하 다.

Meuletal.(2007)은 핀란드의 낙농부문을 상으로 질소이용 효율성

(nitrogenuseefficiency)과 에 지이용 효율성(energyuseefficiency)을 결

합하여 낙농부분의 생태효율성 분석을 시도하 다.분석결과 생태효율성이

높은 우수 농장들이 체 농장에 비해 29%정도 높은 총부가가치를 실

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부문 녹색성장 실증 분석 89

1.2. 농업  생태효  분

1.2.1.분석방법 자료

녹색성장의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유기농업의 생태효율성을 행농

업과 비교하기 해 질소효율성을 계측하고자 한다.유기농업의 질소효율

성 분석방법은 <식 3>과 같이 유기농업의 총수입액과 투입물의 질소량을

계측하여 총수입액을 질소량으로 나 어 계산한다.

  


(3)

여기서,EE:생태효율성,r:r번째 유기재배 농가,r=1,2,....,k

N:질소투입량,Inc:총수입액

유기농업의 생태효율성 분석을 해 국내 유기농업의 표 지역인 충

남 홍성군 홍동면 지역에서 오리농법 심의 벼 유기재배를 하고 있는 32

개 농가를 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2009.8.20~9.30)를 이용하 다.분

석 상 농가의 평균연령은 56.3세,교육경력은 고졸 이상인 12.1년,친환경

농업 실천경력은 9.7년,유기농업 교육을 받는 횟수는 연간 3.8회,유기농

업 실천 논 면 은 평균 5,017평으로 조사되었다<표 4-2>.

표 4-2.유기벼 재배농가 경 주 일반 사항
구분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연령(세) 56.3 8.3 39 70

학력(년)1) 12.1 3.1 6 16

친환경농업 실천경력 9.7 4.2 2 20

유기농업 교육횟수(회/연) 3.8 2.5 1 15

유기농업 실천 논면 (평) 5,017 3,195.4 1,500 14,000

주:1) 졸=6, 졸=9,고졸=12년, 졸=16년의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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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농업의 생태효율성 분석을 해서는 유기농업과 마찬가지로 행

농업 재배 농가를 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하지만

이용 가능한 자료의 제약으로 통계청의 2008년「농산물생산비통계」자료

의 도별 논벼 주요투입물량 충청남도 자료를 신 이용하 다.도별 생산

비 통계 자료는 주요 투입물량과 생산량, 매가격 등의 경 성과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1.2.2.분석결과

유기농법에 용되는 투입재인 유박비료,상토,축분,우분,미강 등의

질소 함량비는 생태효율성 분석의 기 자료이다<표 4-3>.유박비료의 질

소 함량비는 사례지역에서 용하고 있는 유박비료 질소 함량비에 각각

의 사용량 가 치를 고려한 결과 4.2%로 나타났다.상토는 모 흙을 말

하며 유기상토는 규정상 질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축분(두엄)의 경우

에는 일종의 퇴구비인데 농 진흥청 문가의 자문에 따라 0.06~0.07%의

간 값인 0.065%이다.우분과 계분의 질소함량은 건물기 각각 2.06%,

5.10%이지만 농가들은 우분과 계분에 왕겨,톱밥 등을 혼합하여 활용한

다.21

21농 진흥청 문가의 자문을 받아 질소 함량비는 우분 0.08%,계분 2.0%로 산

정하 다.미강유박의 질소함량은「비료공정규격」에 따라 2.0%,녹비의 건물

기 질소함량은 헤어리비치 3.5~4.0%,자운 2.8%,청보리 1.4%,호 1.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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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유기농업 투입물의 질소함량비

　유기물 투입원 질소함량비(%)

유박 4.20

상토 0.00

축분(두엄) 0.65

우분 0.80

계분 2.00

겨(미강유박) 2.00

녹비

헤어리비치 0.60

자운 0.42

청보리 0.23

호 0.15

행농업의 질소투입량을 계산하기 해 이용되는 투입물의 질소 함량

비는 농 진흥청「비료공정규격」과 한국부산물비료 회의 비료성분자료,

일부자료는 국립농업과학원 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 다<표 4-4>.

질소질의 요소,유안의 질소함량비는 농 진흥청「비료공정규격」에 따라

45%,20%로,질소질의 기타는 요소와 유안의 구성비 평균치인 33%로 하

다.인산질과 가리질,토양개량제는 질소 성분보증이 없기 때문에 0.0%

를 용하 다.복합비료의 경우 21-17-17의 질소 함량비는 21%,17-21-17

은 17%를,복합비료 기타는 앞의 두 가지 구성비 평균치인 19%를 이용하

다.유기질 비료의 경우 농 진흥청 문가의 자문을 받아 퇴구비

0.65%,녹비 1.0%,산야 1.0%를 각각 이용했다.회류(Ashes)는 질소 성

분이 거의 없으므로 0.0%를 이용했다.인 분뇨는 건물기 돼지분뇨의

3.68%의 1/2인 1.84%를 이용했다. 행농업의 유기질비료 기타에는 가축

분뇨 자가 퇴비가 60~70%, 매퇴비가 25~35%,유박 기타가 5%내

외로 알려진다(한국부산물비료 회).따라서 유기질 비료 기타의 질소 함

량비는 0.94%를 용하 다.분석 상 지역 행 벼 재배의 각 퇴비에

한 이용률 가 치를 용하여 질소 함량비를 0.94%로 나타났다.



92 농업부문 녹색성장 실증 분석

표 4-4. 행농업 투입물의 질소함량비

　투입물 질소함량비(%)

질소질

요소 45.00

유안 20.00

기타 33.00

인산질
과석 00.00

용성인비 00.00

가리질 염화가리 00.00

복합비료

21-17-17 21.00

17-21-17 17.00

기타 19.00

토양개량제
석회질 00.00

규산질 00.00

유기질비료

퇴구비 00.65

녹비 01.00

산야 01.00

회류 00.00

인분뇨 01.84

기타 00.94

에서 산출한 질소함량비에 유기농업과 행농업의 투입량을 곱하여

질소투입량을 계산하 다.계산결과 유기농업은 질소투입량이 10a당 13.4kg,

행농업은 20.6kg으로 나타났다<표 4-5>.

조사 상 유기재배 농가들의 10a당 생산량 kg당 매가격은 각각

582kg,1,918원이었으며,총수입은 111.7만원으로 나타났다.농가가 재배한

유기 벼의 생산량은 품종 간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고 10a당 생산량을 도출

하 다.충남지역 행농가의 10a당 생산량은 통계청의 2008년「농작

물생산조사」의 미곡생산량(조곡)은 734kg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의 2008

년「농산물생산비통계」의 도별 논벼 소득 자료를 보면 충남지역 행농

가의 총수입은 10a당 105.8만원이다. 매가격은 총수입을 생산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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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 계산하 으며,kg당 1,442원으로 나타났다.

생태효율지수는 경제 성과에 한 환경 부담비율 지수로 유기농업

과 행농업의 생태효율성지수는 ‘총수입/질소투입량’으로 계산되었다.유

기농업의 생태효율지수는 83.4로 행농업의 생태효율지수 51.4에 비해

32.0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담 정도의 표치를 질소 투입량으로

한정하는 경우 유기농업이 행농업에 비해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4-5.유기농업과 행농업의 생태효율지수 비교

　

질소

투입량

(kg/10a)

생산량

(kg/10a)

매가격

(원/kg)

총수입

(만원/10a)

생태효율

지수

유기농업(A) 13.4 582 1,918 111.7 83.4

행농업(B) 20.6 734 1,442 105.8 51.4

A-B -7.2 -151.7 476.0 5.87 32.0

1.3. 농  생태효 과 효  분

1.3.1.기술효율성 분석모형 자료

유기농업 실천농가의 기술효율성 분석을 하여 비모수 방법론의 일종

인 자료포락분석(DataEnvelopmentAnalysis,DEA)을 용하 다.자료포

락분석은 다수의 투입요소로 다수의 산출물을 생산하는 유사한 목 을 가

진 경 체들을 비교하여 각 경 체의 효율성 값을 제공하고 만약 그들이

비효율 인 것으로 평가되면 효율 인 경 체로 방향을 제시해주는 데 유

용한 방법이다.유기농업 실천농가의 투입과잉 문제에 을 맞추어 분석

하기 해 투입측면(InputOrientation)의 기술효율성을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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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측면의 기술효율성 추정은 산출물 수 이 사 으로 결정되어 있

다고 간주하게 되며 투입물 벡터 와 산출물 벡터 로 주어졌을 때 생산

가능 집합은 아래 <식 3>과 같으며 규모에 한 수익 불변(CRS:Constant

Returnsto Scale)과 투입물의 강처분성(SDI:Strong Disposability of

Inputs)을 가정한다.

    ≤ ≤ ∈
 (3)

  농가의투입물,  농가의산출물

  비 대상그룹의투입물,  비 대상그룹의산출물

  잠재가격,  ,  

투입물 측면의 기술효율성 측정을 한 선형계획모형은 벡터형식으로

<식 4>와 같이 설정할 수 있다.

    
   (4)

  ≤

≤
 ∈



홍성군 지역 유기농 생산농가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해서 비모수

방법을 변형하여 산출변수로 유기 생산농가의 총수입,10a당 수량을,

투입변수로 유기질비료비,유기농자재비,노력비,질소투입량을 이용하

으며,홍성군 지역의 30개 유기농 생산농가를 분석 상으로 하 다.이

때 홍성군 지역 번째 농가의 기술효율성 계산을 한 선형계획모형은

<식 5>와 같다.여기에서 는 번째 농가에 부여되는 가 치로써 번째

농가가 생산한 산출물 는 투입한 투입물을 변화시켜서 선형근사화

(piecewiselinear)시킨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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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홍성군 지역 유기농 생산농가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해서 비모수

방법을 변형하여 산출변수로 유기 생산농가의 총수입,10a당 수량,투

입변수로 유기질비료비,유기농자재비,노력비,질소투입량을 이용하 다.

분석 상은 홍성군 지역의 30개 유기농 생산농가이다.

1.3.2.분석결과

홍성군의 30개 유기농 생산농가의 기술효율성 분석 결과,기술효율

인 농가는 9개 농가로 나타났다.이들 9개 농가가 효율성 론티어를 형성

하고 나머지 21개 농가는 상 인 효율성이 결정된다. 제 으로 기술효

율성 평균은 0.795로 나타나 21%의 경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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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유기농가의 기술효율성 산출 투입 수

단 :만원,kg/10a

기술

효율

분포

　

농가

번호

　

기술

효율

산출요소 투입요소　
생태

효율

지수
총수입 생산량

유기질

비료비

유기농

자재비
노력비

질소

투입량

A그룹

(1.0)

F3 1.000 153.8 60.0 11.2 2.8 30.4 1.564 98

F4 1.000 109.7 57.2 0.6 5.2 10.6 0.960 114

F7 1.000 111.5 59.4 7.4 8.1 35.7 0.418 266

F13 1.000 112.5 60.0 5.7 5.0 31.1 0.449 250

F15 1.000 111.0 59.2 3.9 2.6 28.6 1.435 77

F18 1.000 112.5 60.0 17.6 2.9 16.5 1.857 61

F21 1.000 138.5 65.9 7.8 3.9 12.2 1.833 76

F24 1.000 150.0 80.0 8.0 4.7 36.2 1.562 96

F25 1.000 157.2 78.6 2.1 14.2 7.0 1.459 108

평균 1.000　 128.5 64.5 7.1 5.5 23.1 1.282 100

B그룹

(0.7∼

1.0

미만)

F29 0.976 122.4 72.0 6.9 6.9 38.4 0.573 214

F16 0.968 121.8 65.0 8.1 7.7 20.6 0.882 138

F11 0.877 111.6 58.2 10.7 3.8 14.4 1.804 62

F26 0.851 111.6 58.2 7.0 4.7 22.7 1.295 86

F9 0.779 92.1 49.1 9.5 3.6 24.0 1.400 66

F10 0.761 98.8 52.1 9.6 3.7 28.6 1.516 65

F28 0.753 126.6 67.5 3.9 5.9 30.4 2.235 57

F2 0.750 123.4 66.0 5.2 5.7 42.6 1.628 76

F1 0.741 104.9 56.1 10.5 5.8 20.9 1.398 75

F30 0.741 112.5 60.0 12.1 9.1 17.5 1.272 88

F22 0.716 112.0 57.8 7.6 6.4 37.7 0.892 126

F5 0.713 87.5 46.8 2.6 4.5 20.6 2.075 42

F23 0.701 109.5 58.4 3.7 7.4 25.8 1.109 99

평균 0.794 110.4 59.0 7.5 5.8 26.5 1.391 79

C그룹

(0.7

미만)

F20 0.681 112.0 59.7 10.8 8.2 17.7 1.428 78

F6 0.633 110.1 52.7 8.3 6.5 16.4 1.901 58

F27 0.630 101.3 54.0 10.1 6.0 67.5 1.134 89

F19 0.581 79.4 42.4 18.2 4.6 35.0 1.241 64

F14 0.566 92.8 49.5 6.1 7.7 17.2 1.508 62

F17 0.540 80.0 42.9 11.5 6.3 28.9 1.146 70

F12 0.455 70.1 37.4 9.2 6.1 37.1 1.080 65

F8 0.422 68.8 35.7 9.9 8.3 14.2 1.720 40

평균 0.564 89.3 46.8 10.5 6.7 29.2 1.395 64

체평균 0.795 110.2 57.4 8.2 6.0 26.2 1.359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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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효율성 수 이 높을수록 산출수 은 높고 투입 수 은 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효율 인 그룹(9개 농가)의 경우 총소득과 생산량이 체

와 비교할 때 각각 1.17배,1.12배로 나타난 반면,유기질 비료비,유기농자

재비,노력비,질소투입량 모두 체 평균 수 보다 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기술수 이 높은 그룹일수록 상 으로 경제 수익은 많고 환경

부담은 은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술효율성과 생태효율지수를 비교해보면 기술효율성이 높은 그룹일수

록 생태효율지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A그룹에서 생태효율성이

높은 농가는 양분 리를 기 로 한 친환경농업기술 수 이 높은 농가로 볼

수 있다.분류된 그룹의 생태효율지수를 살펴보면 A그룹(1.0)100,B그룹

(0.7~1.0미만)79,C그룹(0.7미만)64로 각각 나타났다.

1.4. 지열냉․난  생태효  분  

1.4.1.분석방법 자료

최근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을 한 새로운 실행 로그램으로 제시되

고 있는 지열히트펌 시스템을 상으로 생태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열시스템의 생태효율성 분석방법은 <식 6>과 같이 지열시스템의 생산액

을 에 지 사용액으로 나 어 계산한다.기름난방 시스템의 생태효율성도

지열시스템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6)

여기서,EE:생태효율성,r:r번째 지열 용 농가,r=1,2,....,k

E:에 지사용액,P:생산액

생태효율성 분석을 한 자료를 해 지열 시스템을 용한 리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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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농가를 상으로 면 조사를 실시하 다<표 4-7>.사례농가들의 지열

냉․난방 시스템 유형은 수직 폐형 7농가,하이 리드형,수직개방형,수

형 폐형 각 1농가이며,온실은 벤로형 유리온실 8농가 비닐온실 2농가이

다.조사 상 농가들은 모두 양액으로 재배하고 있었다.지열냉․난방 시

스템을 용한 면 은 평균 11,637㎡(3,526평),사업비 평균은 12억 1,230

만원,용량은 269RT로 각각 조사되었다.

기름난방 시스템의 생태효율성 분석을 해서는 지열시스템과 마찬가지

로 기름난방 시스템 용 재배 농가를 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이용하

여야 한다.조사의 편의를 해 지열시스템 용 농가를 상으로 지열시

스템 용 이 기름난방 시스템의 경 성과 자료를 이용하 다. 한 기

름난방 시스템의 고정비 자료는 기름난방을 용한 시기가 농가마다 차이

가 크고 정확한 자료를 얻기 어려워 농 진흥청의 기름난방 시스템의 고정

비를 자료를 이용하 다.

표 4-7.사례농가의 지열히트펌 시설개요

번호
종류

(유형)

면

(㎡)

사업비

(만원)

용량

(RT)

농가 1 수직 폐 9,900 100,000 320

농가 2 수직 폐 26,730 270,500 600

농가 3 하이 리드 22,770 200,000 450

농가 4 수직 폐 11,362 155,400 300

농가 5 수직 폐 14,652 194,900 390

농가 6 수직 폐 6,930 66,400 140

농가 7 수직 폐 5,544 53,100 103

농가 8 수직 폐 8,580 88,000 190

농가 9 수직개방 4,950 42,000 100

농가 10 수평 폐 4,950 42,000 100

평균 11,637 121,230 269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 농가조사치(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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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분석 결과

기와 기름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기 해서는 에

지 종류별 이산화탄소 배출계수가 필요하다.<표 4-8>을 이용하여 양 시스

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한 결과 지열 71,416kg,기름난방 79,638kg

으로 지열이 기름난방보다 10.3% 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에 지 종류별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구분　
석유환산계수

(10-3toe/각 단 )

탄소배출계수

(tonc/toe)

탄소

(kgC)

이산화탄소

(kgCO2)

원유(kg) 1.010 0.829 0.837 3.07

경유(l) 0.845 0.837 0.707 2.59

LNG(Nm3) 0.955 0.637 0.608 2.23

력(kWh) 0.215 -　 - -

주:toe란 국제에 지기구에서 정한 단 이며,107kcal로 정의되며,toe환산

시에는 에 지열량환산기 (에 지기본법)의 총발열량을 이용하여 환산

하지만 IPCC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계산 시 순발열량을 용하도록 권고

하고 있음.

자료:지식경제부,에 지열량환산기 (에 지기본법 제5조 제1항 련)

IPCC,탄소배출계수.

각 농가별로 지열히트펌 용 이 (기름난방)과 이후의 조수입,사업

비(고정비),에 지사용량,에 지사용액,추가경 비 등을 조사하 다<표

4-9>.생산액의 경우 지열 5,562.7만원,기름난방 4,891.1만원으로 지열의

경우가 많게 나타났다.고정비의 경우 100% 자부담일 때 지열 1,261.5만

원,기름난방 67.7만원으로 크게 차이가 나타났다.하지만 자부담 비율이

낮아질수록 그 차이는 크게 어들었다.

난방에 이용된 에 지의 사용량을 비교해 본 결과,지열의 경우

930,500MJ,기름난방의 경우 1,179,600MJ로 기름난방이 더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에 지사용액은 지열이 721.7만원,기름난방이 1,853.5만원으로 지

열이 기름난방에 비해 61.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추가경 비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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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히트펌 의 경우에만 있으며,난방 효과로 생산기간이 늘어나면서 추가

경 비가 발생하 다.추가되는 경 비로는 노력비 428.1만원,양액 농

약비 104.7만원,재료비 92.2만원으로 총 625.0만원으로 나타났다.운 비는

100% 자부담일 때 지열 2,608.2만원,기름난방 1,921.2만원으로 지열이 높

게 나타나지만 자부담률이 낮아지면서 기름난방의 운 비가 높아진다.

표 4-9.시스템별 경 성과 비교(10a당)

지열냉․난방 기름난방

조수입
생산량(kg) 1,854.2 (100) 1,630.4 (88)

생산액(만원) 5,562.7 (100) 4,891.1 (88)

고정비(만원)

고정비I(100%자부담) 1,261.5 (100) 67.7 (5)

고정비II(50%자부담) 630.8 (100) 33.9 (5)

고정비III(20%자부담) 252.3 (100) 13.5 (5)

에 지사용량

에 지사용량(100MJ) 930.5 (100) 1,179.6 (127)

기름(L) 300.9 (100) 2,170.7 (721)

기(kWh) 14,302.2 (100) 5,248.8 (37)

에 지사용액(만원)

에 지사용액(만원) 721.7 (100) 1,853.5 (257)

기름(만원) 209.1 (100) 1,685.2 (806)

기(만원) 512.5 (100) 168.3 (33)

CO2배출량 7,141.6 (100) 7,963.8 (112)

추가 경 비

노력비(만원) 428.1 (-) 　 (-)

양액,농약비(만원) 104.7 (-) 　 (-)

재료비(만원) 92.2 (-) 　 (-)

운 비I계(고정비I+에 지사용액+추가경 비) 2,608.2 (100) 1,921.2 74

운 비II계(고정비II+에 지사용액+추가경 비) 1,977.4 (100) 1,887.4 95

운 비III계(고정비III+에 지사용액+추가경 비) 1,598.9 (100) 1,867.1 117

주 1)에 지 사용량은 Meul,M.,etal.(2007)을 따라 경유 40.68, 기 5.65의 환산계

수를 이용하여 MJ단 로 환함.

2)CO2배출량은 경유와 력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산정함.

3)고정비는 농 진흥청「시설원 가이드북(2009)」에 따라 각 농가의 세부설치

비를 산정함.감가상각비의 시설자재비는 내구연수 10년,기계는 20년으로 하

고,수선비는 기계비의 5%,고정자본이자는 설치비의 5%를 용하 음.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 농가조사치(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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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히트펌 의 냉․난방 효과별 총 편익은 생산액 증가분과 비용 감

분으로 나 어 산출하 다<표 4-10>.자부담 50%인 경우 냉․난방 효과가

나타날 때 581.5만원,난방 효과만 나타날 때 534.9만원이었다.하지만 자

부담 비율이 100%인 경우 총 편익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냉․난방 효과별 총편익 산출결과(10a당)

단 :만원

　
생산액

증가분

비용

감분
합계

자부담

100%

냉․난방 효과 671.6 686.9 -15.4

난방 효과 　 -62.0 -62.0

자부담 50%
냉․난방 효과 671.6 -90.0 581.5

난방 효과 　 534.9 534.9

자부담 20%
냉․난방 효과 671.6 268.1 939.7

난방 효과 　 893.1 893.1

주:1)생산액 증가분은 지열히트펌 의 난방 효과에 의한 증가분을 의미함.

주:2)비용 감분의 냉․난방 효과는 두 시스템의 운 비의 차이를 말하며

난방 효과는 추가경 비를 제외한 운 비의 차이를 의미함.

지열히트펌 와 기름난방 두 시스템의 생태효율지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4-11>와 같다.생산액을 에 지 사용액으로 나 생태효율성지수는 지

열 7.71,기름난방 2.64로 나타났다.

표 4-11.시스템별 생태효율지수 비교

　 지열히트펌 기름난방 증감

생산액/에 지사용액 7.71 2.64 5.069

생산량/에 지사용량 1.99 1.3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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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생태효  분  시사 과 한계

유기농업의 생태효율지수는 행농업의 생태효율지수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기술효율성이 높은 농가일수록 생태효율지

수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는 유기농업이 행농업에 비해 녹색성장

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따라서 유기농업을 포함

한 친환경농업 확 정책을 보다 극 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정부가

유기농식품정책을 녹색성장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단된다.보다 안정 인 유기농업 생산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

고,유기농 수요 창출을 해 유기농가공제품을 확 할 필요가 있다.

지열히트펌 의 경제 인 총 편익은 기름난방시설보다 크고 생태효율지

수도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지열히트펌 에 의한 에 지 감은

국가 에 지 안보 면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

다.따라서 지열히트펌 를 비롯한 신재생에 지를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극 보 할 필요가 있다.유가를 비롯한 시설자재비가 지속 으로 상승함

에 따라 시설농가는 경 압박을 받고 있다.따라서 시설농가에 지열히트

펌 를 보 함으로써 경 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한편,지열히트펌

등 신재생에 지기술의 경우 경제 인 편익이 발생하지만 기에 투자되

는 시설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농가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해서는

한 지원 책이 요구된다.

본 에서 유기농업과 지열히트펌 에 해 생태효율성 분석을 시도하

지만 한계 도 있다.경제 성과와 환경 부담을 설명하는 지표로 다

양한 지표가 활용될 수 있다는 이다.이는 곧 어느 지표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조 씩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는 경제 성

과에 한 환경 부담의 비율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환경 부담의 치

가 증가하는 경우를 간과하게 된다.즉,생태효율성의 개선이 때로는 환경

용량을 과할 정도로 환경 부담이 가 되는 것을 생태효율성 분석에서

나타낼 수 없다는 이다.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생태효율성 지표는 경

제 성과와 환경 부담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표로 리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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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녹색성장 수단의 한계감축비용 분석

농업부문 녹색성장은 작물 토양의 개선,에 지 효율화,바이오매스의

활용,첨단 농업기술 용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추진되어질 수 있다.

산제약 하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도달하기 해서는 경제 으로

효율성 있는 감축 수단들을 우선 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이와 같이 비

용효과 인 감축 책의 우선순 를 정하는 데 온실가스 한 단 감축에 추

가 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정의되는 한계감축비용(MarginalAbatement

Cost,MAC)의 분석이 용된다.여기에서는 해외(국)의 사례를 소개하

고,국내 농업부문을 상으로 한계감축비용 분석이 가능한 수단에 해

시산해보고자 한다.

2.1. 한계감축 용곡  개요

한계감축비용은 온실가스 한 단 감축에 추가 으로 들어가는 비용으

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의 가격으로도 활용

된다. 를 들어,이산화탄소 1톤을 감축하는 데 필요한 추가 감비용(한

계비용)은 설비투자비용과 연간유지 리비용에서 선택된 책기술에 의한

탄소 톤당 에 지비용 경감분을 공제하여 산정할 수 있다.

 (7)

여기서,  CO21톤을 감축하는 데 필요한 추가 감축비용

  CO21톤 감축에 추가 으로 필요한 설비투자비용과 연간유

지 리비용

  책 기술 채택을 통한 탄소 톤당 에 지 비용 경감분

한계감축비용은 단 온실가스 감축에 투입되는 비용 즉,추가비용이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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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가를 나타내는 인 단기 이 된다.감축비용이 마이 스 값을

갖게 되면 에 지 약에 의한 비용 감소분이 책 채택에 따른 기투자

비나 운 비 등을 충분히 보상해주는 ‘NOregret' 책으로 분류된다.한계

감축비용분석은 각 부문들 내의 온실가스 감축 책들과 련된 데이터를

상향식 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비용과 감잠재력 간의 계를 나타낸다.

MACC분석은 부문별 배출 목표를 맞추기 한 비용 효과 책을 확인

하며,효율 인 배출량 수 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다.

국내 탄소 산이 한계감축비용곡선(MarginalAbatementCostCurve,

MACC)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그림 4-1>의 오른쪽 MAC곡선의 막

높이는 비용효과성을 나타내며,비용효과성이 감소하는 순서로 감 옵션

들을 정렬한다.옵션들이 곡선의 왼쪽과 x축 아래쪽에 치할수록 음의 비

용 혹은 사회 편익을 나타내고,곡선의 오른쪽과 x축 쪽에 치할수록

사회 비용을 나타낸다.MACC는 기술들과 옵션들이 한계 으로 비교되

는 것을 허용한다.각 막 의 폭은 옵션의 감 잠재력을 나타내게 된다.

그림 4-1.탄소 산으로부터 MACC도출

한계감축비용곡선은 다양한 방법들의 감잠재력과 비용효과성의 평균

을 나타낸다<그림 4-2>.탄소가격의 수 은 생산자와 소비자 행동 즉,순

온실가스 배출량,농장 생산량,장소,경작법 등에 향을 미친다.

농업부문에서도 무경운,양분 리,보 경운,유기토양 리,토지피복,

부산물 리,벼재배,가축분뇨 리,유기농업,기타 등 온실가스 감축 수단

별로 MACC분석을 시도할 수 있다<그림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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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한계감축비용곡선

한계감축비용곡선 도출을 통해 비용효과 인 감축 책의 우선순 를 정

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정책결정에 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더 나아

가 타 분야의 한계감축비용이 있다면 타 분야와의 비교를 통해 농업분야가

상 으로 비용 효과 인지를 비교할 수 있다.

그림 4-3. 안별 한계감축비용 비교:농업부문 사례

자료:McKinsey&Company(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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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외( 국)  한계감축 용 도출 사

국은 2050년까지 1990년보다 온실가스를 80% 이는 야심찬 국가 온

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기후변화 원회(CommitteeonClimate

Change,CCC)를 통해 감축량 할당 작업을 하 다. 국 기후변화 원회

는 배출량 감축을 경제 으로 효율성 있게 추진할 필요를 인식하고,상향

식의 한계감축비용곡선 근법을 채택하게 되었다. 국 기후변화 원회

가 도출한 한계감축비용곡선은 이산화탄소의 단 당 비용에 의해 순서가

정해진 감축 책의 목록을 보여 다.감축 책들은 정상 으로 경제성장

을 이루었을 때(Businessasusual,BAU)발생할 것으로 상되는 감축활

동에 추가 감축활동을 나타낸다.한계감축비용은 책들의 비용효과성

(CE)혹은 비용편익 평가를 설명하며,탄소 배출 손해 회피의 편익은

Defra(2007)에 의해 개발된 탄소의 잠재가격으로 나타낸다.

한계감축비용곡선 도출은 정상 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을 때 2012년,

2017년,2022년의 감축 혹은 기 배출 망치를 악하는 것으로부터 시

작된다.다음으로 각 기간의 BAU시나리오에 의한 감축 망치를 능가하

는 추가 인 감축가능성을 악한다.이는 남아 있는 감축 책과 BAU감

축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책은 최 기술 가능성과 간,높

고,낮은 실 가능성에 일치하는 책채택 시나리오를 포함한다.최 기

술 감축잠재량과 <표 4-12>의 과정을 따라 각 기간의 추가 인 감축(

책 인벤토리, 존 자료, 문가 그룹 검토 등에 근거)에 기여하는 각 책

을 유로(/tCO2)로 나타낸 비용-효과를 정량화한다.

표 4-12.비용효과의 정량화 과정

구분 주요 내용

STEPI 비용과 편익 그 시기의 정량화

STEPII 할인율을 사용하여 순 재가치 계산

STEPIII 유로 2006으로 비용 표시

STEPIV 비용효과 계산에 사용된 비용명세의 열거

STEPV 책의 세계의 잠재 배출 향 가능성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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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효과를 정량화하는 작업이 끝나면 사회 ,사 ,혼합 매트릭스를

도출하기 해 기 MACC의 변화하는 할인율을 도출한다.다음으로 책

들의 상호작용으로 감소한/증가된 비용효과를 고려하고 여러 상이한 평균

비용 반 을 한 MACC의 조 도(granularity)를 고려하여 비용효과를 조

정한다.MACC를 다시 도출하고,실행 가능한 활용 수 을 악하며,기존

의 정책과 련하여 수/활용 수 의 검토에 근거하여 간,낮은,높은

수 의 측으로 실행 가능한 잠재량을 정량화한다.마지막으로 실행 가능

한 잠재량을 임된 행정(devolvedadministration,DA)과 가스에 따라 분

해하고,요약 시트 양식에 보고하고,독립 인 한계감축비용(MACC)에

한 검토를 한다.

<표 4-13>은 2022년에 하여 추정된 평균 인 실행가능성의 경우

(CentralFeasiblePotential,CFP)를 시로 나타내고 있다.비용효과성이

가장 큰 책으로는 육우 사육 리의 유 자개선으로 -3,603유로(/tCO2e)

로 나타났다.다음으로는 육우 사육 리의 반추 발효조정제 사용이

-1,748유로(/tCO2e),작물-토양의 경운 감축이 -1,053유로(/tCO2e)로 나타났

다.비용효과성이 가장 작은 책으로는 작물-토양의 생물학 N고정이

14,280유로(/tCO2e)로 나타났다.한편 책별 감축량이 가장 큰 책은 작

물-토양의 배수로 1,741ktCO2e이고,다음으로는 작물-토양의 미네랄 N시

기선택 1150ktCO2e,작물-토양의 유기질 N시기선택 1,027ktCO2e로 각각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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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022년 감축 잠재력:평균 인 실행가능성의 경우 추정치

코

드
책

책별

감축량

(ktCO2e)

진

감축량

(ktCO2e)

비용

효과성

(₤2006/tCO2e)

CE 육우 사육 리-반추 발효조정제 347 347 -1,748

CG 육우 사육 리-유 자개선 46 394 -3,603

AG 작물-토양-미네랄 N 시기선택 1,150 1,544 -103

AJ 작물-토양-유기질 N 시기선택 1,027 2,571 -68

AE 작물-토양-숙성가축분뇨 457 3,029 -149

AN 작물-토양-경운감축 56 3,084 -1,053

BF 낙농 사육 리-생산성 개선 377 3,462 0

BE 낙농 사육 리-반추 발효조정제 740 4,201 -49

BI 낙농 사육 리-번식력 개선 346 4,548 0

AL 작물-토양-개선된 N 사용 재배 332 4,879 -76

BB 낙농 사육 리-옥수수 사일리지 96 4,975 -263

AD 작물-토양-질소 과 회피 276 5,251 -50

AO 작물-토양-퇴비 사용 79 5,330 0

AM 작물-토양-슬러리 미네랄 N 지연 47 5,377 0

EI 농장의 기성 소화-돼지( ) 48 5,425 1

EF 농장의 기성 소화-소( ) 98 5,523 2

EH 농장의 기성 소화-돼지( ) 16 5,539 5

EC 농장의 기성 소화-낙농( ) 251 5,790 8

HT 집 화된 기성 소화-닭(5mW) 219 6,009 11

AC 작물-토양-배수 1,741 7,750 14

EE 농장의 기성 소화-소( ) 51 7,801 17

EB 농장의 기성 소화-낙농( ) 44 7,845 24

AF 작물-토양-품종 도입 366 8,211 174

BG 낙농 사육 리-소과의 성장호르몬 132 8,343 224

AI 작물-토양-질화억제물 604 8,947 294

AH 작물-토양-비료 방출 조 166 9,113 1,068

BH 낙농 사육 리-유 형질 환 504 9,617 1,691

AB 작물-토양-N 비료 감축 136 9,753 2,045

CA 육우 사육 리-농축물 81 9,834 2,704

AK 작물-토양-투입물 의존 낮춘 시스템 10 9,844 4,434

AA 작물-토양-생물학 N 고정 8 9,853 1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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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내 농업부  한계감축 용곡  도출  용

국내 농업부문에서 실행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책들을 목록화하고 농

업부문에서 실행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기술들을 살펴보면 <표 4-14>와 같

다.수도작,시설원 ,축산,친환경농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수도작 부

분에서 가장 많은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

수도작 분야 가운데 감축량이 가장 큰 기술은 무경운과 로타리로 3.827

톤(/ha)을 일 수 있다.다음으로 간단 개 2.940톤(/ha),암거배수 2.912톤

(/ha),볏짚제거 2.885톤(/ha)의 순으로 나타났다.감축량이 가장 은 기술

은 조생종 종 0.102톤(/ha)으로 나타났다.시설원 분야에서는 지열히트

펌 가 88톤(/ha),잎들깨 LED가 56톤(/ha)으로 매우 높았는데,이는 시설

원 농업이 토지 집약 인 데다 냉․난방, 조 등 에 지 집약 이기 때

문이다.축산 분야에서는 바이오가스 랜트가 1,000톤(/개소)이고,장내발

효 개선,분뇨처리시설 개선 등의 기술은 온실가스 감축량이 아직 산정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친환경농업 분야에서는 유기질비료가 0.003톤

(/ha),청보리재배가 0.680톤(/ha)이고,기타 바이오디젤용 유채재배가

5.000톤(/ha)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을 해 개발된 기술들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은 계량화

되어 있으나 경제성 분석 련 자료는 많지 않다. 개발된 기술이 어느

정도 용될지,즉 어느 정도의 농가가 수용할지는 경제성 측면과 연계되

어 결정될 것인데,이에 한 면 한 분석이 필요하다. 안 방법으로 국

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에 따라 재 개발된

기술의 용 규모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감축 기술별 정부의 주요 정

책목표를 살펴보면,지열히트펌 는 2010년에 250ha를 보 하고,바이오가

스 랜트는 2013년까지 에 지화 시설 15개소를 설치하며,친환경농산물

생산비 은 2013년까지 10%로 확 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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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기술 목록

번호 감축기술 행기술
CO2감축

량(톤)
정책목표

참고

문헌

수

도

작

간단 개 상시담수 2.940/ha - a,e

무경운+로타리 경운+로타리 3.827ha - a

볏짚제거 생볏짚투입 2.885/ha - a,e

암거배수 무암거배수 2.915/ha - a

건답직 재배
1)
이앙재배 1.278/ha - a

토양개량제
2)

볏짚투입 0.978/ha - a

무경운 경운 1.801/ha - a,d

돈분톱밥퇴비 볏짚투입 0.482/ha - a

가을경운 경운 0.383/ha - a

조생종 종 만생종 종 0.102/ha - a

시설

원

지열히트펌 기름난방 88/ha 2010년 250ha보 f

잎들깨 LED 행장치 56/ha 2010~12년 매년25개소 b

축산

바이오가스

랜트
행분뇨처리

1000

/개소

2013년까지 에 지화 시

설 15개소
c

장내발효개선 행사료 여 - - -

분뇨처리시설

개선
행처리 - - -

친환

경농

업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확
행농업 -

2013년까지 생산비

10%로 확
-

유기질비료 화학비료 0.003/ha 2012년 250만톤으로 확 c

청보리재배 청보리재배 안함 0.680/ha 2012년 260ha로 확 c

기타

질소시비 리 행시비 - 2012년 화학비료 40%감축 -

바이오디젤용

유채재배
유채재배 안함 5.000/ha

2012년까지 바이오연료

54만kl생산목표
c

농경지토양

유기탄소 활용

유기탄소활용

안함
- - -

주:1)건답직 재배는 평면건답직 임.

2)토양개량제는 규산을 사용했을 경우임.

자료:a:국립농업과학원(2009);b:농 진흥청(2009,2010);c:농림수산식품부(2009);

d:고지한외 8명(2002);e:신용 외 3명(1995);f:한국농 경제연구원(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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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감축비용은 각 감축기술별로 이산화탄소 1톤을 감축하는 데 추가

으로 필요한 설비투자비용과 연간유지 리비용에서 감축기술 채택에 의한

탄소 톤당 에 지 비용 경감분을 빼 으로써 도출할 수 있다.감축기술 목

록 가운데 경제성 분석이 시도되었던 지열히트펌 ,바이오가스 랜트,

LED에 해서 한계감축비용을 도출하 다<표 4-15>.

지열히트펌 기술의 경우 정부가 시설원 분야에 2010년부터 지열히트

펌 를 보 하며 2010년에 250ha를 지원하기로 하 다.CO2는 ha당 88톤이

감축되므로 감축목표량은 22,065톤이 된다.KREI경제성 분석 결과(2010)

에 따르면 추가 비용은 고정비와 경 비를 합하여 212.0만원이고,추가 수

익은 생산액 증가분과 에 지비용 감축분을 합하여 262.4만원이 된다.따라

서 한계감축비용은 -50.4만원으로 나타났다.이는 CO21톤을 감축하기 해

지열히트펌 를 설치하면 50.4만원의 수익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바이오가스 랜트 기술의 용의 경우 정부는 축산분뇨 처리를 해

2013년까지 에 지화 시설 15개소를 설치하기로 방침을 정하 다.CO2는

개소당 1,000톤이 감축되므로 감축목표량은 15,000톤이 된다.이지바이오

가스 랜트 경제성 분석결과(2008)에 따르면 추가 비용은 고정비와 경

비를 합하여 118.0만원이고,추가 수익은 력 매액,액비살포지원 등

을 합하여 156.0만원이 된다.따라서 한계감축비용은 -37.9만원(37.9만원의

수익)으로 나타났다.

잎들깨 LED기술의 용의 경우 시설원 분야에서 조등이 필요한

잎들깨,국화,딸기 농가에게 2010~12년까지 매년 25개소(약 9ha)씩 설치

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정하 다.CO2는 ha당 56톤이 감축되므로 감축목표

량은 1,508톤이 된다.농 진흥청 경제성 분석결과(2010)에 따르면 추가

고정비용은 20.4만원이고,추가 수익은 증가된 생산액,에 지사용액 감축

분 등을 합하여 34.6만원이 된다.따라서 한계감축비용은 -14.2만원(14.2만

원의 수익)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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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신재생에 지 기술의 한계감축비용 도출(시산)
단 :톤,만원

CO2감축
목표량

한계
감축비용

추가
고정비용

추가
경 비용

추가
수익

비용
감축

지열히트
펌

22,065 -50.4 142.2 69.8 123.8 138.6

바이오
가스 랜트

15,000 -37.9 57.2 60.8 156.0 -

LED 1,508 -14.2 20.4 - 30.6 4.0
주:지열히트펌 는 KREI추정치를,바이오가스 랜트는 이지바이오 추정치를,LED는

농 진흥청 추정치를 기 로 각각 도출함.한계감축비용의 경우 1톤당 CO2감축량

을,추가고정비용,추가경 비용,추가수익,비용감축의 경우 지열히트펌 ,LED는

10a당,바이오가스 랜트는 개소 단 임.

2.4. 한계감축 용분  시사  

한계감축비용분석은 비용과 감잠재력 간의 계를 나타내며,부문별

배출 목표를 맞추기 한 비용 효과 책을 선별하며,경제 으로 효율

인 배출량 수 을 결정하기 한 정책결정에 기 자료를 제공한다. 한

타 분야의 한계감축비용이 있다면 타 분야와 비교할 때 농업분야가 상

으로 비용 효과 인지를 비교할 수 있다.

우리나라 농업부문을 상으로 감축기술별로 이산화탄소 1톤을 감축하

는 데 추가 으로 필요한 비용에서 감축기술 채택에 의한 탄소 톤당 에

지 비용 경감분을 제외함으로써 도출하 다.신재생에 지 분야뿐만 아니

라 향후 50 실천과제 세부과제에 해서 한계감축비용 분석이 선행

될 필요가 있다.이를 해서 각 기술의 경제성이 분석되어야 하고 온실가

스 감축량이 도출되어야 한다.온실가스 감축량을 국가의 정책목표치로부

터 도출하 으나 농가가 기술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에 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질 때 보다 정확한 감축량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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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녹색생산성의 구성 요소

자료:APO(2002).

3.녹색생산성 분석

3.1. 녹색생산  개

녹색생산성(greenproductivity)은 생산성 향상과 환경보 의 양립을 실

하기 한 략으로 설정되었다(APO,2002).APO의 녹색생산성 개념은 지

속가능발 을 수익성,환경성,제품․서비스에 한 품질 등 세 가지 측면

을 강조하고 있다.22기업경 의 측면에서 녹색생산성은 사업의 기과정부

터 환경을 고려하면 비용 감과 동시에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

는 의미를 지닌다.기후변화 응 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조치는 환경비용

을 래하나 에 지 감과 친환경제품 생산 소비를 유도하여 녹색시장

을 창출한다는 에서 녹색생산성과 녹색성장은 긴 한 계로 볼 수 있다.

22APO는 생산성 향상과 환경보 의 양립을 실 시키기 해 1994년부터 녹색생산

성을 본격 으로 다루기 시작하 다.녹색생산성 도입 당시에는 실효성에 의문

이 제기되었으나,기후변화가 핫이슈로 부각되면서 녹색생산성의 유효성과 환경

과 에 지의 효율 폐기물 리 등 공 사슬 측면의 근이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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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녹색생산  계  법  

녹색생산성 계측 방법으로는 먼 녹색성장모형을 이용한 녹색총요소생

산성(GreenTotalFactorProductivity)을 들 수 있다.투입요소 에서 노

동,물 자본,인 자본 등 측정 가능한 투입요소로 설명되는 부분은 각

투입요소의 생산성이며,성장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모든 부분

(Solowresidual)은 기술진보요소로 정의된다.

기존의 생산요소 투입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와 같은

부정 외부효과(negativeexternalities)를 발생시켰고,이를 해결하기 한

비용증가를 야기한다.환경을 일종의 사회 자본으로 간주할 때 이산화탄

소 배출은 이들 자본을 감소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은 농업생산에 있어서 사회 자본 투입이라는 일종의 도구변수

(instrumentalvariable)로 신할 수 있다.23

녹색성장모형을 기 로 한 총요소생산성 계측은 기존에 기술진보요소로

해석되던 나머지 부분을 환경요소와 새로운 기술진보에 의한 생산성 부분

으로 나 어 체계 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그러나 녹색성장

모형을 이용한 총요소생산성 계측은 여 히 성장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나

머지 모든 부분이 고려되어 과 평가될 우려가 있고,복잡한 지수화 과정

농업부문별 세부 단 가격과 투입량 자료가 요구되어 실제로 계측하는

데 어려운 이 있다.24

23Tzouvelekas,VouvakiandXepapadeas(2007)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통해 측정

된 환경 기여도를 성장회계의 한 투입요소로 고려해 총생산에서 환경이 차지

하는 비 을 계량화하는 녹색성장모형을 제시하 다.

24표학길(2009)은 하이 리드 산업연 표를 이용한 녹색총요소생산성 계측에서

환경요소에 의한 발 은 1995~2000년 기 으로 농림수산 업은 -0.4%,제조

업은 1.7%,2000~2005년 기 으로 농림수산 업은 0.3%,제조업은 0.5%로 분

석하 다.이 연구는 농업,수산업, 업이 통합된 결과로 농업부문에 한정한

분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 1995~2000년 기 농림수산 업의 1인당 연평

균 부가가치 성장률이 환경요소로 인해 총 26.7% 낮아지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환경 요인으로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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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DP 는 부가가치 L:노동
K:자본 CO2:이산화탄소 배출량

다음으로 간단한 녹색생산성 계측 방법으로 탄소생산성을 들 수 있으며,

GDP(는 부가가치)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율로 산정한다(McKinsey,

2008).이 방법은 생태효율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용 지불

로 인해 GDP가 어들 것으로 상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GDP감소

폭을 상쇄시키거나 GDP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에서 농업부문 생산함수는 기존의 노동과 자본 외

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생산요소로 간주한다.여기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향

후 감축조치인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배출량에 따라 부과

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8)

<식 8>에서 생산요소와 산출물 값은 생산성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GDP/L은 노동생산성,GDP/K는 자본생산성,GDP/CO2는 탄소생산성이 된

다.탄소생산성은 결국 생산성과 환경 향요소의 비율로 이 지는 녹색생

산성과 생태효율성의 개념과 유사하며,산업부문 체로 용 가능하다.

한 에 지 생산성을 계측하지 않고도 GDP와 CO2만으로 계산이 가능한

장 이 있다.

탄소생산성은 에 지생산성(GDP/E)과 탄소 집약도(CO2/E)역수의 곱으

로 <식 9>로 나타낼 수 있다.







×


(9)

탄소생산성을 높이기 해서는 에 지 생산성을 높이거나 에 지 소비

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역수인 탄소집약도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실 인 방안으로 탄소가 고 열량이 높은 체에 지 이용,에 지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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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을 높이는 기술개발,녹색기술을 활용한 GDP확 방안,에 지 투입

을 낮추는 방안 등이 모색될 수 있다.

3.3. 부 별 녹색생산  계

녹색생산성 실증 분석을 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GDP를 통해 탄소생산성을

분석한 McKinsey(2008)의 방법론과 OECD회원국과 비회원국의 탄소생산성 역

수를 사용해 온실가스배출량을 측한 IEA(2009)의 방법론을 용하 다.분석

상은 체 농업부문과 경종 축산부문이며,비교 상은 제조업 건설업부

문으로설정하 다.탄소배출량은IPCC가이드라인에의한1990~2007년CO2환

산 온실가스 배출량을 사용하 고 GDP는 한국은행의 2005년 기 실질가격 데

이터를 사용하 다.

먼 산업별녹색생산성을평가하기 해경제성장요인인GDP를환경요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나 탄소생산성을 분석하 다.제조업 건설업의 평균

탄소생산성은 1.5로 농업부문 평균인 1.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16>.

표 4-16.제조업․건설업과 농업의 탄소생산성 변화 추이(GDP2005년 기 )

단 :백만톤CO2eq,십억원

구분

제조업 건설업 농업 재배 축산

GDP 배출량
탄소

생산성
GDP 배출량

탄소

생산성
GDP 배출량

탄소

생산성
GDP 배출량

탄소

생산성

1990 112.2 82.0 1.4 20.6 15.2 1.4 13.7 10.3 1.3 2.6 4.8 0.5

1995 159.8 124.2 1.3 23.4 22.4 1.0 15.4 15.6 1.0 4.7 6.8 0.7

2000 205.0 141.8 1.4 24.9 20.6 1.2 16.8 15.0 1.1 4.9 5.6 0.9

2005 272.9 148.2 1.8 25.9 19.9 1.3 16.8 14.0 1.2 5.5 5.9 0.9

2006 291.5 149.9 1.9 26.2 19.9 1.3 16.7 13.8 1.2 5.7 6.1 0.9

2007 309.5 159.9 1.9 27.3 20.0 1.4 16.9 13.6 1.2 6.2 6.4 1.0

제조업․건설업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GDP증가로 탄소생산성이

1990년 1.4로부터 2000년까지 약 1.2~1.4수 이었으나,2001년 이후 지속

인 증가추세를 보여 2007년 1.9를 기록하 다.농업부문 탄소생산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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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4로 시작하여 1991～1999년까지 1.0수 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반 되어 2000년 1.2,2007년 1.4로 지속 인 증가세를 보 다.경종부문

의 탄소생산성은 1991년 0.9를 시작으로 느린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

으며 2000년 1.1에서 2007년 1.2까지 증가하고 있다.축산부문의 탄소생산

성은 1990년 0.5,2000년 0.9,2007년 1.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제조업․건설업과 농업의 탄소생산성 변화율 추이(2000년 기 )

단 :%

구분

제조업 건설업 농업 재배 축산

GDP 배출량
탄소

생산성
GDP 배출량

탄소

생산성
GDP 배출량

탄소

생산성
GDP 배출량

탄소

생산성

1990 -45.3 -42.2 -5.4 -17.3 -26.2 12.1 -18.5 -31.3 18.8 -46.9 -14.3 -38.1

1995 -22.0 -12.4 -11.0 -6.0 8.7 -13.6 -8.3 4.0 -11.9 -4.1 21.4 -21.0

2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005 33.1 4.5 27.4 4.0 -3.4 7.7 0.0 -6.7 7.1 12.2 5.4 6.5

2006 42.2 5.7 34.5 5.2 -3.4 8.9 -0.6 -8.0 8.0 16.3 8.9 6.8

2007 51.0 12.8 33.9 9.6 -2.9 12.9 0.6 -9.3 11.0 26.5 14.3 10.7

그림 4-5.제조업 건설업의 탄소생산성 변화율 추이(2000년 기 )

2000년을 기 시 으로 한 부문별 탄소생산성 변화 추세를 비교하면

제조업과 건설업의 2000년 이후 배출량,GDP,탄소생산성 변화율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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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증가해왔다.제조업 건설업의 경우 2000년 비 2007년의 GDP

는 51% 증가하 고,온실가스 배출량은 12.8% 증가하여 탄소생산성은

33.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경우의 탄소생산성 증가는 온실가스 배

출량 증가보다 상 으로 GDP높은 성장률 때문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탄소생산성의 증가율이 GDP증가율을 상회할 수 없

다.따라서 제조업 건설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수반된 녹색성장

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림 4-6.농업부문의 탄소생산성 변화율 추이(2000년 기 )

농업부문의 탄소생산성 변화율은 2000년 이후 지속 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축산부문의 GDP성장에 힘입어 지속 인 증가 추세이다.농업부문

의 경우 2000년 비 2007년의 GDP는 9.6%증가,온실가스 배출량은 2.9%

감소,탄소생산성은 12.9%증가하 다.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소는 논 경지

면 감소와 그에 따른 화학비료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단되지만 GDP는

꾸 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함께 부가가치를

높인 것으로 본다면 녹색성장의 개념과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종부문은 2000년 이후 GDP는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량

변화율은 감소하 으므로 탄소생산성의 변화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경종부문의 경우 2000년 비 2007년의 GDP는 0.6% 증가,온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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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배출량은 9.3% 감소,탄소생산성은 11.0% 증가하 다.경종부문의 온

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논 경지면 의 감소에 따른 메탄 발생량 감소와 화

학비료 투입량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그러나 경지면 감소에도 불구

하고 GDP는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경종부문의 GDP성장과 배출량 감

소는 녹색성장의 개념과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7.경종부문의 탄소생산성 변화율(2000년 기 )

축산부문은 2000년 이후 배출량 변화율은 지속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GDP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탄소생산성의 변화율은 2003년 이후

약 6~10%정도의 일정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다.축산부문의 경우 2000년

비 2007년의 GDP는 26.5% 증가,온실가스 배출량은 14.3%증가,탄소

생산성은 10.7% 증가하 다.축산부문의 탄소생산성 증가는 한․육우 사

육두수의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보다 GDP증가율이 더 크기

때문이다.축산부문의 사육두수 증가는 GDP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동시에

증가시키게 되므로 축산부문의 녹색성장을 해서는 장내발효와 가축분뇨

리 개선 등과 같은 온실가스 감기술의 개발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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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축산부문의 탄소생산성 변화율(2000년 기 )

탄소생산성은 기본 으로 경제부문(GDP)과 환경부문(이산화탄소)의 함

수 계에 있다.GDP와 이산화탄소 모두 농업활동의 산출물임을 감안하면

탄소생산성은 산출물의 변형된 형태로 볼 수 있다.따라서 탄소생산성은

농업활동 련변수들의 선형결합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 회귀분석이 가능

해진다.IPCC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련 주요 항

목으로 경종부문에서 재배면 ,질소비료 사용량,가축분뇨 투입량 등이

있고,축산부문에서 가축사육두수와 분뇨처리방법 등이 있다.여기서 재배

면 ,질소비료 사용량,가축사육두수 등은 온실가스 배출뿐만 아니라

GDP에도 향을 주는 변수이므로 농업부문 탄소생산성은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10)

CPagri:농업탄소생산성 F:질소질 화학비료 논 사용량

A:벼 재배면 Li:가축 i사육두수

<식 10>을 기 로 농업활동변수는 독립변수로,농업탄소생산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수함수로 변환하여 회귀분석을 하 다.농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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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탄소생산성 독립변수별 기여도를 계수를 통해 해석하면 다른 변수

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벼 재배면 이 1%감소하면 농업부문 탄

소생산성은 4.51%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논에 화학비료 투입을 1%

감소하면 농업부문 탄소생산성은 4.57% 증가하며,젖소 사육두수가 1%

증가하면 농업부문 탄소생산성은 0.51% 감소하고,돼지 사육두수가 1%

증가하면 농업부문 탄소생산성은 0.23%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18>.

표 4-18.농업탄소생산성 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계수 표 오차 t-값

상수항 25.950 4.210 6.164
***

ln벼 재배면 4.508 0.451 9.992***

ln논 화학비료 -4.565 0.535 -8.531
***

ln젖소두수 -0.515 0.131 -3.920***

ln돼지두수 0.225 0.071 3.158
***

Adj-R2:0.93

주:***는 유의수 1%에서 유의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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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농업활동변수 변화

년도
벼

재배면
(천ha)

논 질소비료
투입량
(톤)

단 면 당
논 질소비료
(톤/천ha)

젖소
사육두수
(마리)

돼지
사육두수
(마리)

1991
1,208
(0.0)

157,200
(0.0)

130
(0.0)

495,772
(0.0)

4,809,674
(0.0)

1992
1,157
(-4.3)

150,557
(-4.2)

130
(0.0)

508,241
(2.5)

5,365,712
(11.6)

1993
1,136
(-6.0)

147,822
(-6.0)

130
(0.0)

553,343
(11.6)

5,670,198
(17.9)

1994
1,103
(-8.8)

143,524
(-8.7)

130
(0.1)

552,139
(11.4)

5,883,876
(22.3)

1995
1,056
(-12.6)

137,403
(-12.6)

130
(0.0)

553,467
(11.6)

6,225,991
(29.4)

1996
1,050
(-13.1)

136,622
(-13.1)

130
(0.1)

551,493
(11.2)

6,479,228
(34.7)

1997
1,052
(-12.9)

137,012
(-12.8)

130
(0.1)

544,417
(9.8)

6,799,162
(41.4)

1998
1,059
(-12.4)

137,533
(-12.5)

130
(-0.2)

538,913
(8.7)

7,557,722
(57.1)

1999
1,066
(-11.8)

137,924
(-12.3)

129
(-0.6)

534,506
(7.8)

7,599,355
(58.0)

2000
1,072
(-11.3)

137,403
(-12.6)

128
(-1.5)

543,708
(9.7)

8,149,776
(69.4)

2001
1,083
(-10.4)

137,533
(-12.5)

127
(-2.4)

548,176
(10.6)

8,520,085
(77.1)

2002
1,053
(-12.9)

135,319
(-13.9)

128
(-1.2)

543,587
(9.6)

8,879,564
(84.6)

2003
1,016
(-15.9)

130,500
(-17.0)

128
(-1.3)

518,645
(4.6)

9,148,704
(90.2)

2004
1,001
(-17.2)

128,156
(-18.5)

128
(-1.6)

497,261
(0.3)

8,994,161
(87.0)

2005
980

(-18.9)
125,942
(-19.9)

129
(-1.2)

478,865
(-3.4)

8,894,836
(84.9)

2006
955

(-21.0)
123,077
(-21.7)

129
(-1.0)

464,056
(-6.4)

9,198,143
(91.2)

2007
950

(-21.4)
122,715
(-21.9)

129
(-0.7)

453,403
(-8.5)

9,517,988
(97.9)

주:( )는 1991년 기 농업활동 변수의 %변화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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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 분석에 용된 4개 변수는 <표 4-19>에 제시된 바와 동

시에 변하고 있으므로 모든 부분의 변화를 히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

다.따라서 탄소생산성의 변화율은 각 독립변수의 부분변화율의 합으로 구

하는 것이 합리 이다.농업활동변수 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는 지

속 으로 감소하고 있는 논면 변화와 논농사에 투입되는 질소비료 사용

량 변수이다.벼 재배면 은 농업 GDP와 경종부문 메탄배출량과 연 되고

있으며,질소비료 사용량도 농업 GDP와 경종부문 아산화질소 배출량과 연

이 있다.그러나 단 면 당 질소비료 사용량을 보면 재까지 큰 변화

가 없음을 알 수 있다<그림 4-9>.

그림 4-9.농업활동변수 변화비율

주:돼지 두수 변화율은 꾸 히 상승하여 1991년 비 2000년 69.4%,2007년 97.9

상승하 으나 증가폭이 무 커 그림에서는 1996~2002년을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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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농업부문의 질소비료 감소는 실제로 벼 재배면 감소와 벼 재배

농가의 질소비료 투입량 변화로 보는 것이 합리 이다<그림 4-10>.벼 재

배면 계수는 양의 값인 4.508로 탄소생산성의 경제부문인 GDP에 더 큰

향을 주고 있고,질소비료 계수는 음의 값인 -4.565로써 탄소생산성의 환

경부문인 이산화탄소에 더 큰 향을 다고 볼 수 있다.만약 벼 재배면

이 1%감소했다면 벼 재배면 감소에 따른 -4.508%의 농업탄소생산성

변화와 질소비료 투입량 감소에 따른 4.565%의 농업탄소생산성 변화가 서

로 상쇄되어 실제로는 0.057%의 농업탄소생산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림 4-10.벼 재배면 1% 감소 시 탄소생산성 변화

한 농업탄소생산성에 향을 주는 두 변수로는 축산부문의 젖소 사육

두수와 돼지 사육두수가 있다.젖소 사육두수의 회귀계수 값은 음의 값인

-0.515로 온실가스 배출과 크게 연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젖소는 장내

발효 과정에서 메탄을 생성하는 반추가축으로 IPCC가이드라인에서도 배

출계수를 축종 가장 큰 118kg으로 설정하고 있다.25따라서 젖소 사육

25연간 두당 메탄 발생량을 나타내는 배출계수는 젖소 118kg,한육우 47kg,돼지

1.5kg으로 설정하고 있다(IPCC,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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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수 변화는 GDP증가보다는 축산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켜 농

업탄소생산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돼지 사육두수는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육류소비 증가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돼지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1.5kg으로 젖소에 비해 크게

낮은 데다 돼지고기에 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돼지 사육두수의 증가는

축산부문 GDP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따라서 돼지 사육두수의 회귀계수는

양의 값인 0.225로 농업탄소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농업부문 녹색생산성 분석에서 제시되는 탄소생산성 향상은 친환경농업

실천 확산에 따른 화학비료 감축이 기여한 측면이 있을 것이나 주로 벼 재

배면 감소가 기여하는 부분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따라서 농업부

문에서 건실한 녹색성장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단 면 당 화학비료 투

입량을 감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근이 긴요하다.26

축산부문의 녹색생산성을 해서는 반추가축에 한 녹색기술 용이

필수 이다.축산부문은 GDP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모두 축종 사육두수와

직결되므로 사육두수는 늘리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시키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를 들어 반추가축의 장내발효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이는 사료첨가물 기술을 사용해서 반추가축 마리당 1%의 메탄가스 발생

량을 감축시켜도 탄소생산성을 0.51%증가시킬 수 있다.축산부문 탄소생

산성을 개선하기 한 다른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고 GDP를

높일 수 있는 돼지 사육두수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돼지 사육두수를 1%

늘이면 탄소생산성을 0.23% 증가시킬 수 있다.

26만약 2007년 단 면 당 질소질 비료 사용량인 약 129톤/천ha에서 1%를 인

약 127.8톤/천ha만 사용해도 탄소생산성은 약 1.34에서 4.57% 증가한 약 1.40

이 될 것이다. 한 체 농경지 1%가 친환경농업으로 환하면 행 논

재배면 의 감소와 단 면 당 논 질소비료 투입량 감소효과가 발생해 약

4.58%의 탄소생산성이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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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농업활동변수 1% 변화 시 탄소생산성 변화

표 4-20.2007년 비 농업활동변수 변화에 따른 탄소생산성 변화분

구분　

재배면
　(천ha)

질소비료량
(톤/천ha)

젖소두수
(천두)

돼지두수
(천두)

탄소생산성

값(변화율) 값(변화율) 값(변화율) 값(변화율) 값 변화율

2007 950 129 453 9,518 1.34

941(-1) 1.34 0.06

128(-1) 1.40 4.57

448(-1) 1.35 0.51

9,613(1) 1.34 0.23

주:재배면 ,단 투입량,젖소두수는 -1% 감축,돼지두수는 1% 증가의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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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녹색생산  분  시사

녹색성장 시 를 맞이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

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녹색생산성의 개념이 요하다.농업부문의 경우

탄소생산성 증가율은 GDP증가율보다 크기 때문에 비농업부문에 비해 상

으로 녹색생산성이 높은 녹색성장 산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그러나

농업분야의 경우 재배면 감소요인과 녹색기술의 발달 요인이 모두 용

되고 있어 이에 한 심층 인 분석이 요구된다. 한 녹색성장의 결정요

인인 탄소생산성과 GDP,이산화탄소의 변화율 등에 한 분석결과를 고려

할 때 벼 재배면 감소가 미치는 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건실한 녹색

성장을 해서는 부문별로 한 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경종부문의 경우 녹색성장이 제 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친환경농법으

로의 환을 통한 단 면 당 질소비료 사용량 감소와 농산물 부가가치 창

출, 탄소 고효율 에 지 사용 등 에 지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이와

함께 시장에서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GDP증가와 탄소 기술을 용한

탄소생산성 제고 방안이 요구된다.다음으로 축산부문의 녹색성장을 해

서는 GDP증가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녹색

기술 개발이 건이다.특히 축산부문의 가축사육두수는 GDP성장과 배출

량 감소 양쪽에 한 연 성이 있기 때문에 가축 사양 리,분뇨처리 개

선,반추가축의 장내발효 시 메탄발생 억제기술 등이 필요하다.

4.농 부문 녹색성장 잠재력 분석

농 지역 녹색성장 략 개발을 한 요한 과제는 농 지역의 제반 실

태를 녹색성장이라는 에서 포착하고 변화실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도구 즉,농 지역의 녹색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지표개발이다.이를

해 잠재력 지표 구성의 논리와 지역별 지표를 시산하여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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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녹색 장 잠재  지  구  논리

우리나라 농 지역에 국가 수 의 녹색성장 잠재력 지표 틀을 그 로

용하기는 쉽지 않다.측정 가능성의 문제와 녹색성장 련 정책이 본격

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본 장에서는

OECD(2010)의 녹색성장 지표의 틀을 이용하여 시․군 수 의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 산정을 시도하 다<그림 4-12>.OECD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의 지표군 에서 ‘경제활동 주체의 반응에 한 지표군’을 제외한 나머지

네 종류의 지표군을 원용하여 농 지역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를 구성하

다.‘녹색생산’,‘녹색소비’,‘녹색자원기반’,‘주민 삶의 환경 질’등 네

가지 부문별 지표를 설정하고,각 부문에 련된 변수를 포함시켰다.각 부

문별 련성이 있는 시․군 수 의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항목들을

선별하여 최종 으로 18개 세부 변수를 선정하 다<표 4-21>.

그림 4-12.OECD의 녹색성장 지표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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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변수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먼 농 기 지방자치단체 수

에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25개의 후보 변수를 정하

다.그리고 문가 토론을 거쳐 지표 체계의 타당성과 항목 간 복성을

검토하여 7개의 후보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18개의 변수를 선정했다.마지

막으로는 문가 토론을 더 거쳐 개별 항목의 가 치 부여 여부를 결정했

다.그러나 각 부문 지수를 종합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 이 동일하게 설정

하거나,부문 변수를 구성하는 세부 변수 한 가 치에 차이가 나게 할

만한 논리 근거가 없으므로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가 치를 부여했다.

부문 지수 세부 변수 부호 부문내 가 치

녹색생산

친환경 농업 면 + 1/7

환경산업 종사자 수 + 1/7

공해 배출 업소 증감률 - 1/7

주민 1인당 건설 폐기물 배출량 - 1/7

건설 폐기물 재활용률 + 1/7

폐수 배출량 - 1/7

유기물질 방류량 - 1/7

녹색소비

주행세 부과액 - 1/3

일반폐기물 재활용률 + 1/3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 - 1/3

녹색 자원

기반

산림 면 + 1/4

농지 면 + 1/4

녹지율 + 1/4

하천 면 + 1/4

주민 삶의

환경 질

하수 거 보 률 + 1/4

자 거도로 증감률 + 1/4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수 - 1/4

주민 1인당 자연공원 면 + 1/4
주: 련 문가 의견을 반 하여 부문 사이의 가 치 차이는 두지 않음.

표 4-21.농 지역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 구성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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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녹색 장 잠재  지  본 농  지역

농 지역의 녹색성장 잠재력 실태 분석을 한 부문별 지수 산정은 네

단계로 진행하 다.

첫째,정규화법(normalscaling)으로 세부 변수 값들을 표 화하 다.

둘째,지역의 녹색성장과 련하여 정 상태를 보여주는 개별 변수

값은 양수 값이,부정 상태를 보여주는 것은 음수 값이 되게 하 다.

셋째,한 부문을 구성하는 개별변수들의 값을 평균하여 부문별 지수를

산출하 다.

넷째,각 부문 지수들의 값을 평균하여 농 지역의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를 산출하 다.

4.2.1.농 시․군의 종합 녹색성장 잠재력

농 지역 기 지방자치단체 140개 시․군(54개 시,88개 군)을 상으

로 ‘녹색생산’,‘녹색소비’,‘녹색 자원 기반’,‘주민의 환경 삶의 질’등

네 부문의 지수를 종합한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를 분석하 다.

<그림 4-1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농 지역 시․군별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를 4분 로 범주화하고 GIS를 이용하여 시각화하 다.녹색성장 잠재

력 종합 지수 값이 큰 상 권 시․군은 강원도 경상북도의 산간 지역,

라남도와 라북도의 일부 평야지 등 상 으로 도시화가 덜 진행된

곳에 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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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농 시․군의 녹색성장 잠재력 종합지수 분포도

농 지역의 140개 시․군을 두고 시 지역과 군 지역을 비교해 보면 종

합 인 측면에서 볼 때,시 지역과 군 지역의 녹색성장 잠재력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녹색생산’과 ‘녹색자원기반’의 두 부문 지

수에서도 시 지역과 군 지역은 비슷한 수 이었다.한편 ‘녹색소비’부문

지수는 군 지역이 더 높고,‘주민 삶의 환경 질’부문 지수에서는 시 지

역이 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4 표 4-22>.

시 지역의 평균값은 -0.3075인데 비해 군 지역의 평균값은 0.1900이었

다.이것과는 조 으로 ‘주민 삶의 환경 질’부문 지수에서는 시 지역

이 군 지역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시 지역의 평균값은 0.1591이었

고,군 지역의 평균값은 -0.0887이었다.도시화가 덜 진행된 군 지역의 녹

색성장 잠재력이 시 지역에 비해 더 클 것으로 상하기 쉬우나,종합 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다만 지역 주민의 소비 활동 측면에서 볼

때 군 지역의 녹색성장 잠재력이 시 지역보다 클 뿐이다.거꾸로 주민들이

쾌 하고 잘 보존된 환경에 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주민 삶의

환경 질’에서는 시 지역이 더 양호한 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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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부문별 녹색성장 잠재력지수 분포

<녹색생산 부문> <녹색소비 부문>

<녹색자원기반 부문> <주민 삶의 환경 질 부문>



농업부문 녹색성장 실증 분석 133

<표 4-23>는 역 지방자치단체별로 농 시․군만을 분리하여 녹색성

장 잠재력 종합 지수와 부문별 지수를 정리한 것이다.

지수 구분 평균 t값 유의성

녹색성장 잠재력
(종합)

시 -0.0402
-1.552 0.123

군 0.0269

녹색생산
시 0.0041

0.126 0.900
군 -0.0039

녹색소비
시 -0.3075

-5.492 0.000
군 0.1900

녹색 자원 기반
시 -0.0164

-0.241 0.810
군 0.0103

주민 삶의 환경 질
시 0.1591

3.036 0.003
군 -0.0887

표 4-22.농 시․군의 녹색성장 잠재력 부문별 지수 비교

구분 지자체명 종합 지수 녹색생산 녹색소비
녹색 자원

기반

주민 삶의

환경 질

도

강원 0.1392 0.0418 -0.1306 0.6920 -0.0465

경북 0.0999 -0.0673 0.0714 0.4136 -0.0179

북 0.0380 -0.0538 0.2133 -0.0476 0.0402

충북 0.0120 -0.1391 0.1326 0.0441 0.0102

제주 0.0093 -0.0108 -0.3068 0.1154 0.2392

남 -0.0230 0.1207 0.0875 -0.2407 -0.0595

경남 -0.0554 0.0661 -0.1979 -0.2573 0.1675

경기 -0.0791 0.1098 -0.1236 -0.1385 -0.1640

충남 -0.0818 -0.0933 -0.0278 -0.3027 0.0965

역

시

울산 0.0316 -0.3791 -0.2611 0.2400 0.5266

구 -0.0009 -0.2615 -0.1273 -0.1996 0.5849

부산 -0.2632 -0.1190 -0.0452 -1.0504 0.1617

인천 -0.3120 -0.0662 0.5428 -1.0586 -0.6660

표 4-23. 역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잠재력 부문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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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변수 구분 평균 t값 유의성

친환경 농업 면
시 0.0383

0.361 0.718
군 -0.0241

환경산업 종사자 수
시 0.6524

7.211 0.000
군 -0.4096

공해 배출 업소 증감률
시 -0.0064

-0.061 0.952
군 0.0041

주민 1인당 건설

폐기물 배출량

시 0.5300
6.014 0.000

군 -0.3368

건설 폐기물 재활용률
시 -0.0514

-0.377 0.707
군 0.0049

폐수 방류량
시 -0.6658

-7.055 0.000
군 0.3947

유기물질 방류량
시 -0.5932

-6.058 0.000
군 0.3517

표 4-24.농 시․군의 ‘녹색생산’부문 세부 변수 비교

4.2.2.‘녹색생산’부문 잠재력

‘녹색생산’부문 지수는 강원도,경상북도,수도권, 라남도 등의 일부

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자원이 풍부한 지역,2․3차 산업 사

업체 수가 어 환경 부하가 낮은 지역,지방 소도시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으나 배후 농산 지역이 넓고 청정한 곳 등이 여기에 속한다.<표 4-24>

는 세부 변수별로 시와 군 평균값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에 한

t-검정 결과이다.

‘폐수 방류량’과 련해서는 군 지역의 상황이 시 지역보다 양호하다.

‘환경산업 종사자 수’,‘주민 1인당 건설 폐기물 배출량’의 세 변수에서는

시 지역의 상황이 군 지역보다 덜 양호하다.군 지역보다는 시 지역에 2·3

차 산업 종사자 수가 더 많기 때문에 환경산업 종사자 수가 시 지역에서

더 많은 것일 수 있다.27같은 이유로 폐수 방류량도 시 지역에서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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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건설 폐기물 배출량과 련해서는 거꾸로 군 지역의 지수가 낮았다.

친환경 농업 면 은 농 기 지방자치단체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가장 큰

곳은 강원도 철원군으로 그 면 이 5,074ha에 달한다.농지 면 과 친환경농업

면 간의 상 계는 0.164로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농지 면

이 넓지만 친환경농업이 확산되지 않은 시․군에서 지역농업을 친환경농업

으로 재편하는 것이 녹색성장의 한 가지 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환경산업 종사자 수는 고용측면에서 해당 지역의 산업 활동이 녹색성장

과 얼마나 련을 맺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환경산업 분야 사업

체들은 체로 도시에 인 한 시 지역에 입지한다.향후 녹색 기술의 발

과 녹색 상품 시장의 확 에 따른 새로운 환경산업 업종들이 출 하고

농 지역의 환경산업 종사자 수 분포도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가능성이 있

다.그 가능성을 살리는 농 지역 녹색성장 략이 필요하다.

특정 지역의 공해배출 업소 수 증감은 그 지역이 녹색성장의 경로를 얼

마나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2008년에서 2009년 사이

에 공해배출 업소 수가 증가한 농어 시․군은 77개이며 감소한 곳은 53

개이다.도시 지역으로부터 외곽의 농 시․군으로 공해배출 업체들이 이

하면서 농 지역 녹색성장에 부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단된다.

각종 경제활동이나 가정으로부터 나오는 폐수는 지역의 환경오염을 일

으키는 주요한 원인이다.우리나라 농 시․군의 1일 폐수 배출량 평균값

은 2007년 기 으로 9,912㎥/일이었다.폐수 배출량이 하게 은 농

시․군 가운데 도서 지역을 제외한 산간 지역은 체로 수계의 발원지이

다.그런 시․군에서 수질을 보호하는 것은 그 지역의 환경을 해서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녹색 자원을 리하는 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 농 시․군의 유기물질 방류량 평균값은 352.0kg/일이었다.

최소값은 1.1kg/일이며 최 값은 3,393.611kg/일이어서 그 범 가 매우 넓

27환경산업 종사자 수가 많은 만큼 일반 제조업체 수가 많을 때 녹색 생산 지수

가 높은 것이 타당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2차연도 연구에서는 지수를 재정

의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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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편이다.앞서 살펴보았던 폐수 배출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서나 산

간의 시․군이 상 권에 포함되어 있다.인구가 많고 폐수 발생 업체가 많

은 곳일수록 유기물질 방류량이 많다.

4.2.3.‘녹색소비’부문 잠재력

‘녹색소비’부문 지수가 높은 지역은 각 도에 골고루 분포하지만, 체로

인구 규모가 작은 농산어 들이 상 권에 속하는 경향을 나타낸다.<표

4-25>는 세부 변수별 평균값이 시와 군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에

한 t-검정 결과이다.

표 4-25.농 시․군의 ‘녹색소비’부문 세부 변수 비교

세부 변수 구분 평균 t값 유의성

주행세 부과액
시 -0.7543

-8.922 0.000
군 0.4736

일반폐기물 재활용률
시 0.1967

1.936 0.055
군 -0.1300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

시 -0.3650
-3.596 0.000

군 0.2262

세부 변수별로 시와 군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표 3-5).‘주행

세 부과액’은 석유류로 표되는 화석연료 소비량을 간 으로 알려주는

변수이다.시 지역의 표 값이 군 지역보다 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즉,시 지역에서의 소비량이 훨씬 많은 것이다.‘1인당 생활 폐기물 배

출량’ 한 시 지역의 표 값이 군 지역보다 상당히 낮았다.도시화가 상

으로 더 진행된 시 지역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더

많으리라는 상식과도 부합한다.‘일반폐기물 재활용률’은 5%범 내에서

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지만,그래도 시 지역과 군 지역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앞의 다른 두 세부 변수와는 달리 시 지역의 표

값이 군 지역보다 높았다.이는 일반폐기물의 재활용을 한 시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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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는 거래 체계가 군 지역에서 덜 형성되어 있음을 뜻한다.

기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되는 운송수단용 석유류 제품에 부과하는

지방세인 주행세는 지역의 화석연료 소비량을 보여주는 리지표(proxy)가

될 수 있다.2008년 기 으로 우리나라 농 시·군의 연간 주행세 부과액

평균값은 44억 5,79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농 시․군에서 부과된 주

행세 합계액은 107억 100만 원이었다.주행세 부과액이 가장 많은 경우는

679억 5,843만 원이었다.주행세 부과 규모가 작은 곳은 차량 운행량이

은 도서 산간 지역으로 나타난다.도시 지역의 녹색성장 략에 있어

교통수단 사용으로부터 비롯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석유류 소비를

이는 것이 핵심 인 과제로 부각되지만,농 지역에서는 그것이 상 으

로 덜 요한 과제일 수 있다는 이다.

농 시․군의 일반폐기물 재활용 비율의 평균값은 2009년 재 42.3%

이다.기 지방자치단체 수 에서 일반폐기물 재활용을 진할 시설과 조

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농 지역의 녹색성장에 필요한 여러 과제들

에서도 근하기 쉬우면서도 실효성이 있는 과제라 할 수 있다.

2009년 재 우리나라 농 시․군의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

평균값은 0.88kg/명․일이다.최소값은 0kg/명․일이며 최 값은 1.98kg/

명․일이다.농 지역의 기 지방자치단체들이 생활 폐기물 배출량을

이려면 우선 재활용 시설 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

군 지역보다는 도․농 통합시에서 생활 폐기물 배출량을 이려 더욱 노력

할 필요가 있다.하지만 군 지역이라 하더라도 강원도와 경상남도를 비롯

하여 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는 별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4.2.4.‘녹색 자원 기반’부문 잠재력

녹색 자원 기반의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변수는 ‘산림

면 ’,‘농지 면 ’,‘녹지율’,‘하천 면 ’등 4개이다.‘녹색 자원 기반’부

문 지수가 큰 지역은 부분 백두 간 주변의 강원도와 경상북도 산간지역

이.<표 4-26>은 세부 변수별 평균값이 시․군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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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살펴본 t-검정 결과이다.

세부 변수 구분 평균 t값 유의성

산림 면
시 -0.1605

-1.007 0.316
군 0.0668

농지 면
시 0.2091

1.999 0.048
군 -0.1314

녹지율
시 -0.3482

-3.416 0.001
군 0.2187

하천 면
시 0.1800

1.714 0.089
군 -0.1130

표 4-26.농 시․군의 ‘녹색 자원 기반’부문 세부 변수 비교

‘농지 면 ’과 ‘녹지율’의 두 변수에서 시와 군 지역 사이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세부 변수 ‘농지 면 ’의 표 값 평균은 시 지역에

서 더 높게 나타났다.‘녹지율’의 표 값 평균은 군 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

났다.시 지역은 체로 농지 면 이 크고 신에 녹지율이 낮고,군 지역

은 그 반 의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이 부문의 세부 변수들은 단기간

에 인 으로 바 기 어려운 것들이다.기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원래부

터 주어진 자원 환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그 게 주어진 환경이 훼손되지

않게 하는 리 차원의 정책이 요하다.

2009년 재 국 농 시․군의 산림 면 평균값은 399.2㎢,합계는

1,554.0㎢이다.가장 큰 산림 면 을 보유한 농 시․군은 화군으로 그

면 이 9,930.4㎢에 달한다.산림은 농 지역의 녹색성장에 있어 매우

요한 자원이다.그 자체로 막 한 규모의 탄소흡수원이며,바이오매스의

생산지이며,생태 활동의 배경이다.산림을 보 하면서도 한 수

에서 경제 가치를 실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야말로,백두 간 근방의

농 시․군에는 가장 요한 녹색성장 과제일 것이다.

2009년 재 국 농 시․군의 농지 면 평균값은 116.4㎢이다.농지

면 이 가장 큰 곳 한 화군으로 그 면 이 1,445.2㎢이다.농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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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지 면 과 친환경농업 면 이 높은 수 의 상 계를 갖고 있지 않

다<그림 4-15>.상 계수는 0.164에 불과하다.농지 면 은 넓지만 친환경

농업이 상 으로 덜 확산된 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농업을 활성

화하는 것이 요한 과제이다.

그림 4-15.농 시․군의 농지면 과 친환경농업면 의 분포도

녹지율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 구역의 체 면 비 녹지의 면

을 말한다. 재 법규로는 계획 구역 체의 녹지율이 가 30%이상

이 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이 연구에서 농 시․군의 녹지율은 해당

지역 체 면 비 녹지 면 의 비율을 뜻한다.녹지율이 높을수록 토양

기능을 보 하는 데 유리하고 경 의 질도 좋아질 개연성이 크다.2005년

기 으로 국 농 시․군의 녹지율 평균값은 71.5%이다.시 지역의 녹지

율은 평균 64.8%,군 지역의 녹지율은 평균 72.0%로 나타난다.도시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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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거나 그 속도가 격한 농 시․군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녹색

성장이라는 에서 녹지율 문제를 심층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5년 기 으로 국 농 시․군의 하천 면 평균값은 13.6㎢이다.

하천 면 이 넓은 시․군은 체로 남한강,북한강,낙동강, 강,임진강

등에 인 한 곳들이다.하천 면 에 정비례하여 녹색성장 자원의 양이 많다

고 할 수는 없지만,농 공간에서 하천이 갖는 여러 가지 특수한 기능과

역할을 미루어볼 때 하천 면 은 매우 요한 녹색 자원임에는 틀림없다.

하천 수질을 리하는 일은 지역의 녹색성장 기반을 보 요한 일이다.

4.2.5.‘주민 삶의 환경 질’부문 잠재력

이 부문의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변수는 ‘하수 거 보

률’,‘자 거도로 증감률’,‘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수’,‘주민 1인당 자

연공원 면 ’등 4개이다.<표 4-27>은 세부 변수별로 시 지역과 군 지역

을 비교결과이다.

세부 변수 구분 평균 t값 유의성.

하수 거 보 률
시 0.3163

3.000 0.003
군 -0.1915

자 거도로 증감률
시 0.2325

2.068 0.041
군 -0.1066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수

시 0.0941
0.889 0.376

군 -0.0591

주민 1인당 자연공원

면

시 -0.0038
-0.036 0.971

군 0.0024

표 4-27.농 시․군의 ‘주민 삶의 환경 질’부문 세부 변수 비교

‘하수 거 보 률’과 ‘자 거도로 증감률’의 두 변수에서 시 지역의 표

값이 군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수’와

‘주민 1인당 자연공원 면 ’은 각각 지역의 산업구조와 지리 조건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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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지만,나머지 두 변수는 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력이 요한 변수이다.재정 상황이 상 으로 양호한 시 지역에서 그 두

변수의 표 값이 높게 나타난 이유이다.

2009년 재 국 농 시․군의 평균 하수 거 보 률은 67.8% 다.하

수 거 보 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천군으로 164.0%에 달했다.시 지역의 하

수 거 보 률 평균값은 71.9%로 군 지역의 62.2%보다 다소 높았다.이러한

차이는 통계 유의수 5%범 내에서 유의한 것이다.농 군 지역의 하

수 거 보 률이 시 지역보다 낮다는 은 재정력이 떨어지는 기 지방자치

단체일수록 녹색성장 추진 략에 있어 주민 삶의 환경 질을 향상하기

한 앙정부가 차등을 두어 더 많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008년에서 2009년에 이르는 한 해 동안 국 농 시․군에서 자 거도로

연장은 평균 78.1%증가했다.시 지역의 자 거도로 증감률 평균값은 87.7%

는데 비해 군 지역의 그것은 73.2% 다.하수 거 보 률과 마찬가지로 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이 변수 값의 크기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다.

2005년을 기 으로 우리나라 농 시․군에 산재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은 총 8만 5,592개소 으며,시․군당 576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소재했다.강원도와 충청남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수가 비교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러나 제조업체가 많은 시․군에만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많은 것은 아니다.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규정하는 환경규제가

많은 지역,즉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큰 지역에서는 범 하게 환경오염 물

질 배출 시설을 정의하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과 국립공원이 있는 충남 태안

군 같은 곳에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2005년 기 으로 농 시․군의 주민 1인당 자연공원 면 평균값은

30.1㎡이다.1인당 자연공원 면 이 가장 큰 곳은 계룡시로 225.5㎡이다.1

인당 자연공원 면 이 큰 지역의 공통 은 도시에 연 한 곳이거나 도․

농 통합시라는 이다.자연공원 면 을 확보할 만한 재정력이 있으면서

동시에 자연공원 확보의 필요성을 느끼는 지방자치단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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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에 한 논의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으나,기후

변화에 응한 녹색성장 정책은 다양한 형태로 수년 부터 추진되어왔다.

제5장에서는 OECD와 UNESCAP을 심으로 국제기구에서의 녹색성장에

한 논의내용에 해서 살펴본다. 한 미국, 국,호주,일본 등 주요국

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에 해서 알아보고,농 부문

녹색성장으로 EUNatura2000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1.국제기구의 농업부문 녹색성장 논의 동향

1.1. OECD  농업부  녹색 장 

OECD는 회원국의 지속가능발 의 패러다임 환을 한 정책 근

을 해 1990년 반부터 분야별 합동작업반을 구성하여 활발하게 논의

되어왔다.환경문제에 한 논의와 연계하여 기후변화 응책으로 온실가

스 감축의 완화 책과 지구온난화의 응 책 모색을 해 환경국과 무역

농업국을 심으로 2000년 반부터 활발하게 논의되어왔다.특히 농

업․환경정책 원회 합동작업반에서는 2007년에 컨설턴트를 통해 농업부

문의 기후변화 완화와 응에 한 보고서 작성과 회원국의 심층 인 검토

를 거쳐 2009년 련보고서를 공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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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녹색성장에 한 본격 인 논의는 한국이 2009년 6월 각료이

사회에서 “녹색성장 선언”을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후부터로 볼

수 있다.OECD는 온실가스 완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녹

색성장을 회원국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환경분야와 농업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 이다.특히 녹색성장 선언의 후속조치로 녹색성장 략 간보고서

(InterimReport)를 OECD장 원회(2010.5.27〜28)에서 발표하 다

(OECD,2010).OECD녹색성장 략 간보고서에서는 녹색성장 추진 배

경,녹색성장의 골격(framework),녹색성장을 추진하기 한 로그램의

핵심요소,녹색성장 계측 방법,OECD녹색성장 추진 략의 보 등을 다

루고 있다.

OECD는 2010년 2월 농업각료회의에서 기후변화 이슈와 지속가능한 사

회 경제시스템을 효과 으로 다루기 해 녹색성장을 농업분야의 핵심

과제로 채택하 고,후속조치로 2011/12년 농업 원회 핵심과제로 채택하

다.OECD농업환경정책 원회 합동작업반에서는 농업분야의 녹색성장

을 심층 이고 체계 으로 다루기 해 제30차 JWP회의(6.28〜30, 랑

스 리)에서 주요의제로 포함시켜 논의하 다.JWP의 논의에서는 2011년

각료이사회 녹색성장 종합보고서(SynthesisReport)발간에 부응하기 해

농업환경정책 원회에서는 녹색성장 련 이슈를 발굴하여 집 으로 논

의키로 하 다.농업부문 녹색성장 이슈를 종합 이고 체계 으로 다루기

해 OECD농업분야 녹색성장 문가 회의(ExpertMeeting)를 2011년 4

월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하 으며,2010년 12월 제31차 JWP회

의에서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OECD농업분야 녹색성장 문가 회의에는

30개 회원국 가운데 20여 개국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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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UN ESCAP  녹색 장 논  동향

유엔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andSocialcommission

forAsiaandPacific,UNESCAP)는 지역경제 원회의 한 기구로 개발도상

국과 개발국의 경제발 빈곤퇴치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UNESCAP는 아태지역의 속한 경제성장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부하를

체계 으로 리하는 차원에서 2005년 5차 환경과 개발에 한 각료회의

(MinisterialConference)에서 녹색성장의 용어를 도입하 고,녹색성장의 개

념과 확산을 한 다양한 근을 추진하고 있다.아태지역 개발 국가들이

선진국들의 산업화 단계를 거치지 않고 경제성장 단계에서부터 환경과 조

화를 이루도록 하기 한 략을 수립하 는데,이것을 녹색성장 략이라

고 불 다.아태지역의 개발국의 경우 “성장우선,차후 환경(growclean

uplater)”의 통 인 형태의 패러다임에서 소 “녹색성장(GreenGrowth)”

이라고 불릴 수 있는 환경 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 신속히 이동해야만 한다는 시각에서 녹색성장 기조를 요하게 다루

고 있다.

최근 UNESCAP에서는 녹색성장을 경제성장으로 증 되는 환경 압

박을 임으로써 세 의 빈곤을 이는 한편 미래세 를 한 환경용량

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데 을 맞추는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다양한

근을 시도하고 있다.생산과 소비패턴의 생태 효율(ecologicalefficiency)

의 개선을 통해 경제성장의 환경압박을 임으로써 경제와 환경사이의 시

지, - 해법의 창출을 요구하며 녹색성장의 성공은 환경과 경제정책

을 상호 강화시키는 통합(integration)과 시 지(synergy)를 해 필요한 개

념과 시스템 변화 진을 추구하고 있다.

UNESCAP은 녹색성장이 성공 으로 추진되기 해서는 정부,민간부

문,시민사회의 한 역할분담을 기 로 거버 스 근이 이루어져야 함

을 강조하고 있다.정부는 탄소 녹색경제 체제로의 환을 한 시스템

변화를 주도해야 하고,민간부문은 환경과 경제의 통합과 양자의 시 지

창출을 한 기술 신을 제공하고,시민사회는 생태효율성의 새로운 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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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임을 받아들이고 라이 스타일로의 편입을 진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녹색성장의 정책도구로는 기존의 명령과 통제(command and

control),환경세와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지향 정책수단,자발 인 정

등 다양한 정책의 결합(policymix)이 필요하고,민간부문에서 친환경친화

인 생산과 소비를 유도하는 신가(innovator),환경보 의 책임 있는

리자(caretaker),환경마 의 진자(promotor)를 강조하고 있다.이러한

권고사항과 강조하는 내용은 국가별 녹색성장 추진에 있어서 유념해야할

사항이다.

UNESCAP의 농업 농 분야의 녹색성장에 한 논의 2008년부터

본격 으로 추진되어 국제심포지엄과 세미나를 통해 회원국 간의 정보공

유를 시도하고 있다.특히 농업분야의 녹색성장은 기후변화 완화와 응의

시각에서 환경친화 농업자원 리와 식량안보 등 종합 이고 다차원 인

측면에서 근하고 있다.농업분야의 기후변화 응과 탄소 농업생산시

스템 등 녹색성장에 한 심층 인 논의를 해 인도네시아 발리(2010.

10.13～10.14)에서 “ 탄소 경제:무역,투자 기후변화”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 다.심포지엄의 권고사항으로는 온실가스를 완화

하는 데 시장기구의 역할이 요하나,정부개입을 통해 민간부문에 인센티

를 지 하는 방안도 유력한 완화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무역에서 탄소발자국제도는 요하나 과학 이고 신뢰성 있는 탄소발자국

근이 이루어져야 함이 강조되었다.기후변화 스마트 재화(climatesmart

goods)와 용역의 무역과 투자를 진하기 해서는 다자 간 무역체제,지

역 간․양자 간 무역에 있어서 력 인 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개방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 다. 한 녹색성장, 탄소 성장 등

유사한 개념이 제시되고 있으나 보다 명확한 용어사용과 개념 정립이 필요

하고,농업분야의 녹색성장은 주요한 과제이며 식량안보와 연계되어 추진

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특히 녹색성장은 특정국가에서 추진하는 특별한

방식이 아니며 이미 많은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목표달성을

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계 ․장기 근이 권고사항

으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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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국의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 사례

2.1. 미국28 

2.1.1.농업부문 온실 가스 배출 흡수원 황

미국의 온실가스 발생은 2007년 기 으로 7,150백만 CO2톤이다.1990년

에서 2007년까지 17%증가하 으며 이 농업부문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는 413백만 CO2톤으로 체 발생량의 5.8%이다.농업부문의 주요한 온실가

스는 메탄과 아산화질소이며 농업부문 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각각

46%,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0.6%,0.3%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한편 <표 5-1>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농업부문의 주요한 탄소 흡수원은

농지유지, 지로의 환이 있으며,농지를 유지할 경우 2007년 기 으로

19.7백만 CO2톤, 지로 환 시 26.7백만 CO2톤을 흡수하고 있다.

표 5-1.농업부문 탄소 흡수원(백만 CO2톤)

흡수원 2004 2005 2006 2007

농지유지 18.1 18.3 19.1 19.7

지유지 4.5 4.6 4.6 4.7

지로의 환 26.7 26.7 26.7 26.7

합계 43.4 43.7 44.5 45.2

자료:EPA(2009).일부 내용 참고.

28미국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 략에 한 부분은 오 곤 주립 학교의 Susan

Capalbo교수에게 원고를 의뢰하여 작성한 보고서의 핵심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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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기술 탄소 완화 잠재력

가.온실가스 감축 기술

농업은 농법 환과 토양으로부터의 메탄과 아산화질소 방출량 감소 등

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이는 데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온실가스를

일 수 있는 농법 기술에는 보 경운, 지로의 환,방목지 리,완충

림,바이오연료 체작물,비료 리 축산 분뇨 리 등이 있으며,이

보 경운은 탄소 고정에 가장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표 5-2>.이러한

온실 가스 완화 기술은 토양 탄소 감소 기술,농․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

실가스 감 기술 바이오에 지 생산 기술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토양 탄소 감소 기술은 실 으로 가능한 기술을 이용해 토양에

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기술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세한 농

법과 기술은 <표 5-2>에 정리되어 있다.

표 5-2.토양탄소 감축 기술

농지 방목지 농법

-다년생 풀로 환

-습지 복원

-완충림 보

-바이오에 지 작물

-방목장 리

-목 지 리

-보 경운29

-정 농법

-윤작 겨울 피복작물

- 개시설 정비

자료:EPA(2005),CCTP(2006)일부 내용 참고.

토양탄소 감 기술과는 별도로 농․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29보 경운은 지표상의 작물 기타 작물 잔사를 리하는 데 있어 표층 교란

작업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무경운(No-till)과 상경운(Strip-till)등이

있으며 공기식 종기(air-seeder)와 액비 주입기(manureinjector)등의 농법 등

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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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감축하는 여러 가지 감 기술들이 있다<표 5-3>.경종 부문의 아산

화질소 발생의 원인은 질소 비료의 과 사용에 있으며,일정 생산량을 유

지하면서 질소 비료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들이 시도되고 있다.

표 인 기술로는 농업 정보를 이용하여 작물 생육 조건에 가장 합한 농

업요소를 투입하는 정 농업(Precisionagriculture)이 있다. 한 축산 분

뇨로부터 발생하는 메탄을 제거하는 표 인 기술로는 기성 소화조,호

기성 축분 고형퇴비,물리 침 방법 등이 있다.한편 가축 장내 발효 메

탄 감 기술로는 성장 호르몬을 이용한 사료 흡수율 향상 등이 있다.바

이오 연료 작물 생산은 기존 화석 연료를 체함으로써 온실가스 감효과

를 가져올 수 있으며 련 기술로는 바이오매스 잔사 활용,스 치그라스,

포 러 등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 생산 기술 등이 있다.

표 5-3.농업부문 온실가스 감 기술

토양 비료 리를
이용한아산화질소

감축

축산분뇨 리를
이용한메탄
아산화질소감축

가축장내발효
메탄감축

바이오작물생산

-정 농업
-비료 농약 리
-생화학 방법
(석회처리)
-가축분뇨활용
-신품종육종

- 기성소화조
-호기성축분
고형퇴비
-물리 침
-질소비료사용감축

-사료흡수율향상
(성장호르몬)
-집약 인목 지
이용
-사료 리향상

-바이오매스잔사
활용
-스 치그라스,
포 러등바이오
작물

자료:EPA(2005),CCTP(2006)일부 내용 참고.

나.탄소 완화 잠재력

탄소 완화 잠재력(CarbonMitigationPotential)은 실 으로 가능한 탄

소 감축 기술 농법 용시 베이스라인 온실가스량 비 감축이 가능한

온실가스량을 의미하며 <표 5-4>에서 볼 수 있듯이 보 경운으로 환 시

95.5백만CO2톤,무경운 재배시 107.3백만CO2톤을 감축할 수 있다.질소

비용 사용량을 15% 일 경우 62.8백만CO2톤,질소 비료의 원료를 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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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에서 요소로 환할 경우 53.3백만CO2톤이 감축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방풍림(Windbreaks),임간재배(Alleycropping),임간축산

(Silvopasture)등의 산림농업(Agroforestry)을 통한 감축 가능량은 281.4백

만CO2톤으로 추정되며 단벌기 집약재배(Short-rotaionwoodycrops)30는

274.2백만CO2톤을 감축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4.미국 농업부문 탄소 완화 잠재력

단 :백만 CO2톤/년

보
경운

무경운
질소비료
감소

질소비료
원료변화

윤작
다양화

다년생
작물
윤작

겨울
피복작물

산림
농업

단벌기
집약
재배

95.5 107.3 62.8 53.3 79.7 57.7 113.6 281.4 274.2

2.1.3.농업부문 탄소 녹색 성장 정책

가.농업부문 탄소 감 정책

재 연방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업부문 탄소 감 정책은 휴

경지를 상하는 하는 로그램과 경작지를 상으로 하는 로그램으로

구분된다.휴경 로그램은 기존 농경지를 지,습지 산림지로 환하

는 로그램이며 주요한 정책으로는 자원보 로그램(Conservation

ReserveProgram),습지보 로그램(WetlandsReserveProgram), 지 보

로그램(GrasslandsReserveProgram)등이 있다<표 5-5>.경작지를

상으로 하는 로그램은 농법이나 경운법등의 환을 통한 토지 리 향상

을 목 으로 하며 환경개선장려 로그램(EnvironmentalQualityIncentives

Program),보 의무 로그램(ConservationStewardshipProgram)등이 있다.

30단벌기 집약재배는 농경지와 지 등에 속성수를 조성하고 3~5년 주기로 수확

하여 연료 바이오오일 생산에 이용하는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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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보 로그램(CRP)은 환경 으로 민감한 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일

정 비용을 지불하고 통상 10년에서 15년의 의무 계약 기간 동안 피복 작물

을 재배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이다.자원보 로그램에 참여하는 농가들

은 탄소 크 디트를 탄소 시장에 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2007

년 기 으로 자원보 로그램은 59.6백만CO2톤의 온실가스를 감축시킨

것으로 추정된다.습지보 로그램(WRP)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습지를

보호 는 복원하도록 장려하는 로그램으로 2007년 기 으로 0.18백만

CO2톤의 온실가스를 감축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지 보 로그램

(GRP)은 지가 다른 작물 생산에 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생물학 다양

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하며 0.007백만CO2톤의 온실가스를 감축

시킨 것으로 추정된다.한편 환경개선장려 로그램(EQIP)은 농장 운 과

정에서 잔사 리,비료 리,피복 작물 등 환경 보 노력을 하는 농가에

보조 을 지 하는 로그램이며,3.9백만CO2톤의 온실가스를 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미국 에 지부(DepartmentofEnergy;DOE)는 바이오

작물,우드칩,작물 잔사로부터 바이오연료 생산기술을 한 여러 가지

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며 바이오에 지 기술은 2020년에 55.2백만 CO2톤

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5-5.미국 농업 정책 탄소 완화 잠재력

정책 련온실가스 시행기
감축효과

2007 2020

CRP CO2,N2O USDA 59.6 53

WRP
CO2,CH4,
N2O

USDA 0.18 0.25

GRP
CO2,CH4,
N2O

USDA 0.007 0.03

EQIP
CO2,CH4,
N2O

USDA/NRCS 3.9 14.2

BiomassProgram CO2 DOE 0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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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농업부문 탄소 시장 거래액 거래량

시장
거래량(백만CO2톤) 거래액(백만달러)

2006 2007 2006 2007

시카고기후거래소 10.3 22.9 38.3 72.4

기타장외시장 14.3 42.1 58.5 258.4

합계 24.6 65.0 96.7 330.8

자료:Hamiltonetal(2008).

나.탄소 거래 시장

한편 이러한 정책들과는 별도로 보존 경운 등을 하는 농가들의 시카고

기후 거래소를 통한 탄소 거래제의 자발 참여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기 으로 35개 주의 약 1만 여 농가들이 시카고 기후 거래소 장

외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표 5-6>에서 볼 수 있듯이 2007년 기 으로 약

65백만CO2톤,거래액으로는 331백만 달러가 거래되었다.

2.1.4.미래 기술 기후 변화 응 략

가.미래 기술 략

미국은 기후 변화에 응하기 하여 기후변화과학 로그램(Climate

ChangeScienceProgram,CCSP)과 기후변화기술 로그램(ClimateChange

TechnologyProgram,CCTP)을 통해 기후변화 련 연구 개발을 추친하고

있다.CCTP는 토양 탄소 감소,농․축산업의 아산화탄소 제외 온실가스

감소 바이오 에 지 생산 분야의 탄소 감 기술 개발에 한 ․단기

미래 략을 제시하고 있다<표 5-7>.

토양 탄소 감축을 한 미래 략에는 각 토지 이용에 따른 탄소 감축 잠

재력의 정량화,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 시스템 정비,

바이오에 지 바이오 기반 상품 개발,바이오매스 련 기술 개발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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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다.단기에는 토양 보 농법을 이용한 탄소 감축, 기에는 토양 흡

수 토지이용에 기반을 둔 략을 제시하고 있으며,이를 통해 궁극 으

로 규모 탄소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비료 사용에서 발생

하는 질소를 궁극 으로 이기 해서는 단기에는 정 농업이 필요하며,

기에는 질소비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축산분뇨에서 발생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를 감축하기 해서는

단기에 분뇨 장 분리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며, ․장기 으로는 생

물학 효율성 향상과 집 식 기성 처리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가축

장내 발효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감하기 해서는 단기에는 사료의 흡수

율을 높이기 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기에는 사료 생산성과 소화율을

높이기 한 목 지 경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 농업 환경에서

메탄,이산화탄소,질소 등의 상 계에 한 심도 있는 이해도 요구된다.

바이오에 지 분야의 경우 기에 바이오매스 수확과 장 비용 감축 기술

개발이 요구되며,이를 통해 바이오에 지의 국 인 보 이 이루어질 것

으로 망하고 있다.

표 5-7.미래 략 계획표
략 단기 기 장기

토양탄소감축 -토양보

-토양흡수 토지
이용
-온실가스간의 계
-재생가능 바이오
기반상품

- 규모탄소감축

이산화탄소
제외
온실가스감축

- 기성소화조
-정 농업
-축산물생산효율성
향상

-온실가스간의 계
-유 학 조작을통한
소화율향상

-무공해농업

바이오에 지
생산

- 기바이오화학산업
-바이오디젤
- 기목질계바이오
연료생산

-진보된바이오화학
산업
-목질계바이오연료
생산
-바이오매스수확과
장비용감소

-재생에 지의 국
보

자료:CCTP(2006).



154 국제기구 주요국의 농업․농 녹색성장

나.기후 변화 응 략

지구온난화로 세계 온도는 지난 50년 동안 상승해왔으며 기후 변화는

농업을 포함한 산업 분야에까지 향을 미치고 있다. 한 이러한 추세

는 앞으로 계속 심화될 것으로 측되고 있다.따라서 세계 인 온실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기후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실이며

이에 한 한 응 략이 필요하다.기후 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향

에 한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주요한 발견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집 호우와 가뭄 등은 작물 생산량을 감소시킨다.

둘째,잡 병해충은 지구 온난화로 증가할 것이며 이는 작물 생산량

감소를 래한다.

셋째,축산 사료의 질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이

는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작물의 질소와 단백질 함유량에 부정 향을

주기 때문이다.

넷째,온도 기후 편차 증가는 축산물 생산에 부정 향을 다.

이러한 기후 변화 험에 처하기 해 농가들은 지속가능한 농법을 사용

할 필요가 있다.WellandSmit(2005)는 기후 변화 험 리를 한 략

을 제시하 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농가들은 다년생 작물과 가뭄에 견디는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작

물을 재배함으로써 가뭄 등의 기후 변화 험에 처할 수 있다.

둘째,보 경운은 표층 침식을 막고 토지 수분 증가를 증가시키므로 기

후변화가 토양에 미치는 향을 일 수 있다.

셋째, 개 시설의 효율화 수자원 리가 필요하다.

넷째,개별 농가들은 농업 생산 시스템 환을 통한 사업 다양화로 기후

변화 험에 따른 소득의 편차를 일 수 있다.

주 정부 차원에도 여러 가지 기후 변화 응 략을 제시하고 있다.캘

리포니아 주의 경우 각 략별 ․단기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표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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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기후 변화 응 계획(캘리포니아주)

략 단기 장기

수자원공 보
-수자원보
-범람원 리

-내한성작물개발
-수질신뢰성향상
-홍수피해감소 책
-토양수분함유량증가

병충해방지
-검역원
- 국 인방제

-지속 인연구개발

토지이용계획 -정책통합 -농가탄소감축

농업생물학 다양성증
-기술지원 확
-바이오에 지

-기후 응작물 작물혼합
-작물다양화
-생태서비스향상을 한
경제 평가시스템

자료:CaliforniaNaturalResourceAgency(2009).

2.1.5.농업부문 생태효율성 분석31

미국의 생태효율지수는 2007년 기 으로 $1,930/백만CO2톤으로 OECD

국가를 포함한 40개국 32 에 치하고 있으며 연평균 2.1%의 증가율

을 보이고 있다.한편 농업부문의 생태효율지수는 $225.5/백만CO2톤으로

수송부문($161/백만CO2톤)보다 높지만 산업부문($2,532/백만CO2톤)보다는

낮은 수 이다.

미국 각 경제 부문의 생태효율지수는 높아지고 있으며,이는 미국 경제

가 녹색 성장으로 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하지만 농업 생태효율지수

증가율은 2%로 가장 낮으며 이는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연평균 증가율이

0.42%로 산업 부문(0.08%)보다 높지만 수송부문(1.41%)과 국가 체

31생태효율성은 각 부문별 실질 GDP를 탄소 배출량으로 나 값으로 정의되며

부문별 탄소 배출량은「InventoryoftheU.S.GHGemissionandsinks」,GDP

자료는「U.SCensusBureau」를 참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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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6%)보다 낮으며 농업부문 실질 GDP 성장률은 2.5%로 산업부문

(2.9%),수송부문(4.1%) 국가 체(2.9%)보다 낮기 때문이다.따라서 농

업부문 온실가스의 완만한 증가율을 고려할 때 낮은 GDP증가율이 농업

생태효율지수의 낮은 증가율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산업 부문

의 생태효율지수 증가율은 2.9%로 GDP성장률은 수송부문보다 낮지만 온

실가스의 변동이 미미해 가장 높은 생태효율지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

며 수송부문의 경우 가장 높은 GDP증가율을 나타내지만 높은 온실가스

증가율로 인해 2.7%의 생태효율지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5-9.미국 생태효율지수 추세(1990~2007)

연도 생태효율지수 ($/백만CO2톤)

농업 산업 수송 국가 체

1990 190.6 1,551.5 126.5 1,352.9

1991 188.9 1,522.5 136.0 1,367.0

1992 211.7 1,493.2 139.6 1,381.6

1993 177.9 1,574.5 141.9 1,369.4

1994 207.6 1,668.6 149.5 1,429.2

1995 178.2 1,706.3 151.8 1,431.1

1996 189.2 1,708.6 156.2 1,410.6

1997 215.7 1,789.7 160.9 1,479.4

1998 196.5 1,981.8 162.3 1,512.2

1999 217.7 2,151.4 161.5 1,559.7

2000 239.3 2,229.4 167.4 1,581.9

2001 221.8 2,153.7 163.5 1,635.5

2002 237.9 2,167.1 158.0 1,731.8

2003 265.7 2,210.1 166.2 1,836.4

2004 277.4 2,345.4 176.5 1,884.0

2005 285.1 2,446.8 186.1 1,871.7

2006 287.7 2,466.2 194.4 1,917.0

2007 269.5 2,532.0 199.6 1,930.1

평균 225.5 1,983.3 161.0 1,593.4

증가율 2.0% 2.9% 2.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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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에서 볼 수 있듯이 농업부문 생태효율성은 지속 인 증가세

를 보이고 있지만 연간 변동성은 다른 부문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이는

농업부문의 완만한 온실가스 증가율을 고려할 때 기후,정부 개입,경제 상

황 변화 등으로 농업부문 GDP변동성이 큰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

으로 보인다.

그림 5-1.생태 효율 지수 1990~2007(1990=1)

0.6

0.8

1

1.2

1.4

1.6

1.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농업 산업 수송 국가전체

주별 농업 생태효율지수의 경우 메릴랜드,뉴햄 셔,조지아 주 등 13개

주의 평균 생태효율지수는 $400/백만CO2톤으로 미국 농업 평균 생태효율

지수의 두 배 정도이며,웨스트버지니아,몬태나,와이오 주는 $100/백만

CO2톤 이하로 나타났다<그림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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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주별 농업부문 평균 생태효율 지수 1990~2007

한편생태효율지수는생산과정에서부산물로발생하는온실가스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효율성이 과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Malmquist-Luenberger(ML)

생산성 지수32는 이러한 단 을 보완한 방법이다.이 경우 농업부문 생태효율

지수 증가율은 1.3%로 나타났다.이는 앞선 농업부문 생태효율지수 증가율인

2%보다낮은수 으로미국농업이다소느리게녹색성장경제로변하고있음

을의미한다.한편기술 변화가ML생산성 지수변화의가장 요한요인으로

나타났으며,주별 연평균 ML생산성의 경우 알래스카의 경우 2%감소,애리

조나의 경우 7%증가를 보이는 등 주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2Malmquist-Luenberger(ML)생산성 지수=MLTECH(기술변화)×MLEFFCH(효
율성 변화)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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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

2.2.1.온실가스 배출 실태와 감축 목표

국의 국토면 (2008년 기 )은 2,400만ha로 지가 1,040만ha로 43%,

농경지가 610만ha로 25%,산림이 280만ha로 약 12%를 차지한다.농업부

문 련 경제활동 인구는 체 경제활동 인구 2.2%인 약 20만 명 수

으로 지난 10년간 15% 감소하 다. 국의 주요 농업생산물은 가축(주로

양과 축우),곡류,낙농품 등이다.

국의 농업과 토지이용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는 2008년 기 46.4백

만CO2톤으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7.4%에 달한다.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주로 가축생산 과정과 경종부문의 화학비료 사용으로부터 발생

한 것이고,나머지는 토지이용과 리 방법의 변화에 의한 자연 인 탄소

균형변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은 EU 가맹국 부담공유약정에 의거하여 제1차 공약기간(2008～

2012)까지 온실가스 배출가스 배출량을 1990년 비 12.5%감축목표를 설

정하 다.국제 인 공약 외에도 국 정부는 2010년까지 기 시 비

20% 감축하는 별도의 자국 내 목표를 설정하 으며,2020년까지 60%감

축의 야심 목표를 제시하 다.

2.2.2.녹색성장을 한 추진 략33

국정부는 지구환경문제에 한 농업인 국민들의 인식도를 높이는

정책 로그램을 극 으로 추진하고 있다.이와 련된 로그램의 일환

으로 온난화 문제에 한 정책담당자와 농업인 계자들 간의 공감

33 국의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 략은 연구책임자가 2010.9.12～9.18까지 환

경․식품․농 부(Defra)의 미래 략과를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와 련 분야

담당자들과의 면담조사 등을 기 로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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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을 해 ‘농 기후변화포럼(RuralClimateChangeForum,RCCF)'을

설치하여 운 해오고 있다.34이 포럼에서는 온실가스 경감을 한 실질

인 조치와 의사소통 략 개발,기후변화 로그램의 효과 달 등 정책

결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2008년 기후변화법(ClimateChangeAct)과 2009년 탄소 환계획(Low

CarbonTransitionPlan)의 시행으로 국가정책이 온실가스 감축으로 환되

고 있다. 국정부의 탄소 환계획(UKLowCarbonTransitionPlan)에

따르면 농업부문의 배출량은 연간 3백만 CO2톤씩 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2007년 국 농업부문 배출량의 11%에 해당한다. 탄소

환계획은 국 농민들의 의무배출감축량을 어느 수 으로 할 것인지에

한 실천계획의 수립을 요구하 으며 정부는 이러한 근방법이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는 가장 효과 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농민

들은 축산과 비료사용으로부터의 배출량 감축뿐만 아니라 여러 부문에서

기후변화 응조치에 극 으로 참여하고 있다.온실가스 완화를 해 기

술 인 측면에서는 신재생에 지의 개발을 통해 에 지부문의 탄소집 도

를 낮추고 에 지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탄소 물질의 생산을 한 원료

생산과 토양 산림에서의 탄소 장을 해 노력하고 있다.

국 정부는 기후변화에 효과 으로 응하고 지속 인 농업경제 발

을 추구하는 농업부문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해 세 가지 우선순 를 정하

고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개 계획안(DraftStructuralReform

Plan)을 2010년 7월에 발표하 다.

첫째, 국 농업을 지원개발하고,지속가능한 식품생산을 장려하기로 하

34농 기후변화포럼(RCCF)은 2005년 3월에 창설되었고 포럼의 기간은 2008년

10월에 종료될 정이었으나 2008년 10월 17일 Defra장 이 RCCF의 기간을

재조정하여 2011년 3월까지 연장되었다.처음에 8개의 회원단체가 포럼에서

활동하 으며 2008년 10월에 3개의 단체가 추가되어 모두 11개의 단체가 활

동하고 있다.처음 8개 단체는 국가농지사업연합,환경청,산림 원회,탄소신

탁, 국농민단체 내셔 트러스트,자연 국,조류보호왕립 회 등이며 추가된

3개의 단체는 농산업연합,토양 회,지속가능발 원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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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농수산업을 포함한 체 식품사슬의 경쟁력과 복원력(resilience)강

화를 지원하여 안 하고 환경 으로 지속가능하며 건강한 식품공 을 보

장하고,동물복지의 표 을 향상시킨다.

둘째,삶의 질 향상을 한 환경을 조성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자

한다.따라서 오염을 이고 서식지 손실 붕괴를 방함으로써 생물다

양성과 해양환경을 포함한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셋째,강하고 지속가능한 녹색경제와 기후변화에 한 응력을 지원하

고자 한다.사업,사람,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자연자원을

리․사용하고 폐기물을 이도록 권장하며 국 경제가 기후변화에 응

력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국 환경․식품․농 부(Defra)는 농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한 농

산업계의 온실가스 실행계획(GreenhouseGasActionPlan,GHGAP)을 2010

년 2월에 발표하 다.실행계획은 농업분야 유 기 으로 구성된 합동작업

반(TaskForce)에 의해 마련되었고 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작성되었다.

GHGAP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을 해 실 가능하나 과감한 이행으로

생산성과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며,농산물 생산을 한 신재생 에 지

의 사용을 장려하여 농가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데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해 구체 으로 2018~2022의 탄소 산과 온실가스 완화에 한 기

여도를 측정․보고․검증토록 하고 있다. 한 GHGAP는 정책과 지식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실 인 연구를 목표로 하고,정기 인 변화와 개

을 요구하고 있다.GHGAP의 운 은 1단계로 효과 인 리를 한 시

스템의 개발 보 ,2단계로 목표달성을 한 세부 시행계획을 체계화하

는 두 단계로 근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한 노력은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하여 농 사회의

모든 부문에 이어질 것으로 각 분야별로 경험이 많은 사람들과 지속 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농업 효율성의 향상에 심이 많은 사람들을 동참하도

록 하는 행동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한,농업 화훼발 원회

(AgricultureandHorticultureDevelopmentBoard,AHDB)분야와 산업계

는 추가 정부기 이 기존의 계획과 잘 부합하게 할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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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로세스와 정부의 농업자문서비스 분석 로

젝트에 의한 차이를 제시할 수 있다.자문과 정보교환은 에 지 효율성

재생에 지에 한 자문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이고,기존의 농업

효율성과 련된 자문을 통해 아산화질소 메탄 배출량을 감하는 역할

을 하며,온실가스 실천계획이 성공하기 해서는 의사소통의 양이 요하

기 때문에 자문과 정보교환 서비스가 매우 요하다.

Defra는 농업부문의 메탄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조치들을 조사하기

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한 토양 리와 련 토양자원 보 과 토

양탄소 손실에 한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기 해 토양 리 로그램을 추

진하고 있다.2025년까지 취약한 토양에서 래된 토양유기물질 감소를

단시키도록 유도하고 있고,토양침식 방 토양유기물을 유지하기 해

서 기 설정 상호 수 로그램을 용하고 있다. 한 Drfra는 기후변

화와 련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유기농업의 기여를 인정하고 극 인 육

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유기농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한 기여도

가 어느 정도인지에 한 보다 과학 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 제시되고

있다.바이오에 지 활성화 책으로 2004년 11월에 ‘비식용 작물 생산

활용 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지속가능한 농업․농 개발과

재생에 지 생산 확 등을 해 2007년부터 ‘바이오자원 략’을 수립하

여 추진하고 있다.바이오에 지 책의 핵심 사업으로 바이오에 지 인

라 구축,바이오에 지 작물 생산농가 지원을 한 5년간의 교부 지 ,

차세 바이오연료 기술개발 지원 등을 담고 있다.‘국의 바이오자원

담반’은 지속가능한 농업․농 의 개발과 재생에 지 목표들을 지원하여

바이오자원 에 지의 개발을 정부와 산업이 정화시키는 것을 돕기 해

서 구성되었다. 한 경작포기 농지에 에 지 작물 재배 시 단독지불 을

지 하고 있다.이 밖에도 연구개발에 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온실가

스를 감축할 수 있는 농경지 리방식 개선,토양유기탄소 흡수원 활용 등

에 한 국책과제를 발굴하여 상당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 농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가능하게 할 시장 메커니즘의 실 가

능성과 가능한 선택 안을 모색하려는 략 인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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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

2.3.1.온실가스 배출 실태

호주의 국토면 (2007년 기 )은 7억 725만ha이며, 지를 포함한 농경

지 면 은 4억 1,720만ha로 약 54%를 차지한다.농업부문 련 경제활동

인구는 체 경제활동 인구 약 3%인 약 37만 명 수 이다.호주의 주요

농업생산물은 소맥,가축(주로 낙농과 양),낙농품 등이다.

호주의 농업과 토지이용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는 2007년 기 88.1백만

CO2톤으로 총 온실가스 배출량 541.2백만CO2톤의 16.3%에 달한다.농업부

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주로 축산부문과 경작지의 화학비료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호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까지 2000년 비 25% 감축

수 ,2050년까지 60% 감축 목표를 설정하 다.이러한 온실가스 감축목

표 달성을 해 다양한 정책 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2.3.2.기후변화 응책

가.기후변화 응방안 개

호주의 기후변화 응은「2006~2009국가 농업과 기후변화 실천계획

(NationalAgricultureandClimateChangeActionPlan)」에 잘 나타나 있

다.이는 정부와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정책에 요한 틀을 제공하고 있으

며,연방,주,지방 정부가 력 조율과정을 거쳐 수립하 고,농가,지

역사회,기후학자,정부의 자문을 받아 완성되었다.기후변화 실천계획에는

농업시스템의 복원력을 한 응 략,온실가스 배출을 이기 한 감축

략,기후변화에 응할 수 있는 연구와 개발,인식과 소통 등 4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응 략과 감축 략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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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호주의 기후변화 응 략

응 략 감축 략

▪농업시스템의 복원력 배양

▪자연자원 리자 시스템의 능력 배양

▪병해충 유입에 의한 악 향 최소화

▪시장 기회의 장 활용

▪농업시스템으로부터의 배출 경감

▪농업에서의 에 지 효율 개선

▪화석연료 사용의 비용 효율 안 진

▪온실가스의 생물학 고정화의 기회 확

▪온실가스 감소 한 R&D자원에 한 투

자 효율성 보장
자료:www.daff.gov.au..

호주의 기후변화 응 략으로는 농업시스템의 복원력 배양,자연자원 리

자 시스템의 능력배양,병해충 유입에 의한 악 향 최소화,시장 기회의 장

활용 등이 있다.감축 략으로는 농업시스템으로부터의 배출 경감,에 지

효율 개선,화석연료 사용의 비용 효율 안 진,온실가스의 생물학 고

정화의 기회 확 ,R&D자원에 한 투자 효율성 보장 등이 있다<표 5-10>.

나. 응 략

호주 정부는 미래농업(Australia'sFarmingFuture)을 통해 1차 산업을

한 기후변화 응책을 제시하 는데,그 핵심은 4년에 걸친 자 지원을 통

해 1차 생산자들이 기후변화에 응토록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호

주의 미래농업은 기후변화 연구 로그램(Climate Change Research

Program),농장 비(FarmReady),기후변화조정 로그램(ClimateChange

AdjustmentProgram)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변화 연구 로그램(ClimateChangeResearchProgram)의 주요 내용

을 보면 연구 로젝트와 농장실험에 자 을 지원하여 농업부문이 기후변

화에 응하도록 도와주고,농업부문이 미래에 응하도록 한다.이 로

그램에는 온실가스 감,토양 리 개선,기후변화 응에 을 맞추어

농가와 농업에 실제 인 리 해법을 제시해주는 로젝트들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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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이 로그램은 연구제공자,산업 그룹, 학 주 정부와 같은 많은

조직들을 포함하는 규모 공동 로젝트를 지원하게 된다.결과 으로 기

후변화에 한 생산자의 응력과 복원력을 강화하는 개별 략을 개발

하도록 진한다.기후변화 연구 로그램에 따라 농가단 에서 실질 으

로 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응 방안들이 연구 개발되었다<표 5-11>.품종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보다 커진 기상변동에 합한 품종 포트폴리오의

개발과 재배 방식과 재배 결정의 변화가 있다.기상 측 개선 활용분야

로는 기상 보,계 보,가뭄 등 이상기상 보를 개선하고 품종선택,재

배 종,방제,제 ,수확,재고 청산 등 농업의 일련의 활동에 용한다.

첨단 시설 기술 활용 분야로는 인공 성을 이용한 개선된 목 와 작

물 경 결정 지원 시스템 확립,염분이 함유된 지하수를 사용하는 비용

탈염 설비의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기후변화 향 평가 연구 분야

로는 장기화된 건기와 고온이 잡 와 해충 생태계에 미치는 향 연구

연구결과의 활용이 있다.

표 5-11.농가단 에서 용되는 다양한 기후변화 응 방안

구분 응 방안

품종
재배기술 개발

▪기상변동에 합한 품종 포트폴리오의 개발:해충 질병에 한 내성
을 가진 품종 개발
▪재배 방식과 재배 결정의 변화: 종기, 종 정도,재식 도, 개,경
운,질소비료의 기술 용

기상 측 개선
활용

▪기상 보의 기술 개발에 의한 작물 재배 종,방제,제 ,수확
▪계 보 기술의 발 에 의한 재배형태,품종선택,작물 투입 수 에
한 결정
▪가뭄의 정도와 기간을 보다 정확히 측하는 개선된 기후 측 시스템
을 통한 재고와 재고 청산에 한 결정

첨단 시설
기술 활용

▪인공 성 이미지 기술과 문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문 서비스를 기반으
로 한 개선된 목 와 작물 경 결정 지원 시스템
▪ 개 작물에 물을 공 하기 해 염분이 함유된 지하수를 사용하는
비용 탈염 설비의 개발

향평가
연구

▪장기화된 건기와 고온이 잡 와 해충 생태계에 미치는 향 연구 연
구결과의 활용

자료:김창길 외 4인(2009a)자료에 제시된 내용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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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완화 략

호주의 농업과 토지이용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데 상당한 기

여를 해왔다.농업부문의 생산 활동은 이산화탄소,아산화질소,메탄 등

세 가지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에 향을 미친다.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

를 효과 으로 리하기 해 호주 정부는 2009년 11월 당 7월부터 시

작하기로 계획된 탄소오염 감축계획(CarbonPollutionReductionSchemes,

CPRS)의 수정안을 발표했는데,그 핵심 내용은 CPRS에서 농업부문의 배

출권거래제도를 2013년 이후로 연기되었다.35배출권거래제에서 농업부문

의 경우 배출량 산정과 모니터링의 어려움으로 제도 도입 기에는 배출권

거래 상에서 제외시킬 정이었다.정부는 국가 체 인 탄소감축정책을

따르기 해 농업부문 탄소상쇄 계획을 CPRS와 동시에 도입하기로 하

다.수정된 CPRS하에서 탄소상쇄 옵션은 교토의정서 수 탄소 상쇄와 자

발 탄소상쇄로 나 어진다<표 5-12>.

교토의정서를 수하는 탄소상쇄의 활동 부문에는 가축분뇨 리,비료

사용,사바나 소각(burning),농업부산물 소각,벼 재배,산림벌채 회피 등

이 포함된다.구체 인 실행 옵션들로는 비료 살포시기의 개선,비료품질

개선,목 지에서의 비료 리 개선,질소비료살포의 개선 등이 있다.자발

탄소상쇄의 활동부문에는 토양 탄소와 바이오 숯을 통한 바이오고정

(bio-sequestration)을 포함하는 농업토양(목 지와 작물토양)이 포함된다.

구체 인 실행 옵션들로는 무경운 재배의 확 ,벌거벗은 휴경지의 제거,

심근목 품종의 도입 등이 있다.

35호주의탄소시장배출권거래제는유럽의배출권거래제(EU-ETS)와같은Cap-and-Trade

방식을채택하게되며,배출권할당은무상배분이아닌경매를통해배분될계획이다.

배출권 경매를 통한 수입은 배출권거래제로 피해를 보는 산업과 가계부문을 한 지

원과 청정에 지 개발에 투입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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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호주의 농업부문 탄소상쇄 옵션

교토의정서 수 CPRS탄소상쇄 CPRS가 아닌 자발 탄소상쇄

▪비료살포시기의개선(나 어살포)
▪비료품질개선
▪목 지에서의비료 리개선
▪질소비료살포의개선
▪벼재배에서의물 리
▪메탄발생을 이는벼품종의이용
▪축산 리개선
▪사료품질개선
▪집 된축산경 에서메탄포집시스템활용
▪사바나소각(burning)방법개선

▪무경운재배의확
▪벌거벗은 휴경지의 제거/피복작물 재배/비옥
한휴경지의활용
▪심근목 품종의도입
▪과도한방목(overgrazing)에의한품질 하
축소
▪재배작물을다년생식물로 환

자료:www.abare.gov.au.

2.3.3.바이오에 지

가.수 동향 망

호주의 2005년 바이오에탄올 생산량은 6천만 리터이며,2010년에는 3억

5천만 리터까지 확 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바이오디젤은 상업 으로 아

직 소규모이다.에탄올 생산 원료로 소맥 등이 주류이며,사탕수수가 증가

하고 있으며,디젤의 원료는 주로 폐식용유와 수지이다.

바이오에탄올 소비는 E10이 400군데(2006년 기 )의 가솔린 탱크에서 매

되고 있으며,바이오디젤은 지방정부나 연구소용으로 B5(바이오디젤 5% 포

함)이상의 공 도 개시하고 있다.36호주는 농업 국이기 때문에 바이오 연

료 증산을 한 원료 확보에 문제가 다.에탄올을 혼합한 연료 사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연료의 생산과 매는 계속 늘어날 망이다.

36호주에서는 2003년 7월 1일부터 가솔린에 혼합될 수 있는 에탄올의 최 허용

비율을 1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혼합연료를 E10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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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제도 정책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바이오연료 의무사용 입법 목소리가 높지만 아

직까지 의무사용에 한 법안은 없는 상황이다. 재 정부는 바이오연료 1

리터당 38.1센트를 생산업체에 보조 으로 지 하고 있으며 한 바이오연

료에 한 소비세를 2011년 7월까지 면제하고 있다.2011년 8월 이후에는

2015년 7월 1일까지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에 해 각각 리터당 12.5

센트,19.1센트의 소비세가 부과될 정이다.생산량 기 의 보조 이므로

생산단가 상승에 따라 실질 보조 은 감소하게 된다.

일부 바이오연료 생산자들에게 3,760만 달러의 바이오연료 자본장려

로그램을 통해 장려 이 지 되고 있다.이 장려 은 연간 최소한 5백만

배럴을 생산하는 조건으로 지 되며 리터당 16센트를 보조 받는 셈이 된

다.에탄올 유통 로그램(EthanolDistributionProgram)은 E10연료 공

시설을 갖추는 주유소에 1만 호주 달러의 보조 을 지원한다.

다.생산시설 사례

바이오에탄올 생산시설은 2007~08년 동부 서부지역에서의 생산시설

로젝트 개시로 크게 확 되었다.호주 내의 표 인 바이오에탄올 생산

기업은 Manildra,CSR,Rocky Point/Bundaberg등이며 Manildra사의

Bomaderry공장은 NewSouthWales주에 있는데 체 생산을 주도하고 있

다.Manildra는 연간 100백만 리터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부산물

등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이 공장에서는 산업용 곡물가루에서 단백질

과 탄수화물을 추출하고 있으며,탄수화물 생산의 부산물이 에탄올이다.

1992년에 에탄올 제조를 시작한 이래 생산시설을 지속 으로 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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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본

2.4.1.온실가스 배출 실태

일본의 온실가스 총배출량(2008년 기 )은 12억 8,200만CO2톤이며,농

업부문 발생량은 3,723만CO2톤으로 약 2.9%를 차지한다.일본 온실가스

가운데 메탄의 경우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 은 70%이고,아산화질소는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농업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의무감축 시 (1990

년)비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식품제조업 분야의 2008년도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은 1,562만CO2톤으로 총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2%

며 최근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2.4.2.농업부문 녹색성장 책37

가.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 조직

일본 농업부문 녹색성장 책은 내각 방 환경․바이오매스 정책과에서

총 하고,지구온난화 종합 책사업,환경보 형 농업과 유기농업 등은 생

산국 농업환경 책과에서 다루고 있다. 한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문제와

가축분뇨처리와 순환농업은 축산국 축산기획과 축산환경․경 안정 책

실에서 다룬다.환경․바이오매스 정책과는 농림수산 지구온난화 책본부,

지구환경분과 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 하고 있고,배출권거래제도와 바이

오매스타운 조성,환경 리시스템 등의 련 업무를 다룬다.농업환경 책

과는 지속농업법과 유기농업,환경과 조화로운 농업생산 활동 규범(농업환

경규범),지력증진,유기 JAS인증과 에코팜 인증 등의 업무를 다룬다.효

37일본의 농업부문 녹색성장 책은 연구진이 2010.5.25～5.28까지 일본농림수산

성 환경․바이오매스 정책과와 국림농업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와

유 기 계자와의 면담조사 등을 기 로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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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 정책추진을 해 국친환경농업추진회의를 운 하고 있다. 한

농업환경 책과에서는 농업생산 지구온난화 책사업을 총 하고 있다.생

산유통진흥과는 탄소 시설도입 지원사업으로 식물공장보 확 종합

책사업을 추진한다.식물공장 보 ․지원사업의 경우 경제산업성은 식물

공장에 응용하는 기반기술의 개발 식물공장 홍보활동을 지원하고,농림

수산성은 재배기술을 포함한 실증,연수 생산 장에 한 식물공장의

도입을 지원한다.축산기획과는 가축분뇨 처리,자원순환형 축산,축산분야

온실가스 완화 책 등의 업무를 총 하고 있다.

일본농림수산성은 2003년 12월 농림수산 분야의 효과 인 환경정책 추진을

해 순환형 사회구축․지구온난화 책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운 해오고 있다.

나. 탄소사회형 농림수산업체제 구축을 한 녹색 신

기후변화에 응한 완화 책으로 바이오매스 이용․활용에 따른 온실효

과 가스의 배출감소,흡수․ 장기능 향상에 기여하는 녹색기술을 개발하

고 있다.국내부존 바이오매스를 유효하게 활용하고,화석연료의 체원으

로 바이오연료를 생산하기 해,목재 바이오매스 등을 원료로 발 ․메탄

올 합성을 병행하고 있는「농림 바이오매스 3호기」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수산업에 있어서의 온실효과 가스배출 감소를 해 간건조,간단

개,암거배수 등에 따른 논에서의 메탄 배출감소기술 개발하고 있다.농

림수산업에서 지구온난화에 응하고 지속 인 식료를 생산하기 해 고

온이나 건조 등에 응하는 품종과 재배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지구온

난화에 따른 고온에 응하기 해 고온내성품종으로 고온한 해에 백미숙

립이 고, 알이 알차며,수확이 많고 맛도 좋은,온난에 합한 벼품종

을 개발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보존을 해 국민에게 건 하고 양질의 농림수산물을 안

정 으로 제공하고,지속 인 농업생산을 실행하기 해,과학 근거가

있는 생물 다양성의 지표 생물 다양성의 보존․향상기술을 개발하고 있

다.생물다양성의 보존․향상기술 개발과 련 농 의 풍부한 환경이 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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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환경보존형 농업 등 여러 가지 농법이 생물

다양성에 주는 효과에 과학 근거를 부여하기 해서,지 까지의 농업과

환경보존형 농업에 따라 발생하는 생물종의 비교조사를 실시,농업에 유용

한 생물다양성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다.농식품산업 부문의 지구온난화 책

농식품산업 부문의 지구온난화 책은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비 6% 삭감을 약속하고,25% 삭감 목표(2020년)달성에 맞춰

산림수습원 책과 바이오매스 활용 등을 착실하게 추진하며,농림수산

업․식품산업에 따른 새로운 지구온난화 책을 가속화하기 한 로그

램이다.2010년 산투입은 258,066백만엔이다.

교토의정서에 따른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에 1990년 비 6%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를 가지고 있으나,2007년도(확정치)배출량은

반 로 9.0%증가하여 6%감소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농림수산

분야에서도 온실효과가스의 배출 삭감․흡수 책이 확 되어가면서 산림

흡수원 책과 바이오매스 활용의 추진 등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고 배출량

거래와 ‘CO₂표시하기’등을 통한 새로운 지구온난화 책을 추진할 필요

가 있다.교토의정서 차기 책에 맞춰,지속 인 일본의 산림정비 책이

하게 평가받고 있으며,농지 토양이 일본의 온실효과가스 흡수원으로

서 활용 가능하도록 국제교섭 이다.정책목표는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6% 삭감 약속과 25% 삭감 목표(2020년)의 달성을 해 농림수산

업․식품산업에서 배출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추 흡수를 한 주요 정책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농림수산 분야에 따른 배출량거래제의 추진이다.농림수산업에서

발생하는 메탄,일산화이질소 등의 온실효과가스와 련된 새로운 배출삭

감 방법론의 검토․책정을 지원한다. 한 온실가스 배출삭감․흡수를

해 크 디트를 창출하는 복수의 농업인(매자)과 기업(구매자)을 연결하

는 등 배출량 거래 제도를 계획하여 참여하는 것을 지원한다.지구온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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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책 추진사업 ,농림수산 분야에 따른 배출량 거래 추진 사업 산

으로 2010년에 30백만엔이 투입된다.

둘째,농림수산 분야에 따른 ‘CO₂표시하기’를 추진한다.농림수산업에

서 사용하는 생산자원과 수입원자재 등과 련된 온실효과가스 배출원 단

등 ‘CO₂표시하기’에 필요한 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온실가스 배출

량을 산정하기 해 간편한 도구를 개발하기 해 2010년에 15백만엔 투입

한다. 한 지구환경 종합 책추진 사업 농림수산 분야에 따른‘CO₂표시

하기’추진 모델사업의 산으로 39백만엔이 투입된다.

셋째,농경지토양의 온실효과가스 흡수원기능 활용 책을 추진한다.토

양은 히 리하는 것에 따라 탄소 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기물 시용

등 탄소 류에 효과가 높은 농활동의 실증과 련된 책을 지원한다.이

를 해 생산환경 종합 책 사업에 2010년에 1,499백만엔이 투입된다.

넷째,미래 개척을 한 6차 산업창출 종합 책을 추진한다.농산어 의

재생가능 에 지를 활용하여 에 지와 비용을 약하고 지구온난화 방지

를 실 하기 해,농작물 보존냉장창고,축사,바이오매스 변환시설 등의

농림수산업 련 시설 등에 태양 설치를 지원한다.이를 해 2010년

에 7,241백만엔이 투입된다.

라.녹색성장 정책의 온실가스 배출삭감․흡수효과 시산

일본 농림수산성의 지구온난화 책본부에서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삭

감 흡수효과를 계측하 다.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1990년 비 25%

삭감을 목표로 행 기술수 과 산 ․제도 제약의 구애 없이,타

청의 시책을 포함해 새로운 삭감기술과 시설 등을 최 한 도입한 경우를

시산하 다.이 경우 어도 2020년까지 약 30조엔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측하 다.2020년도 농작물의 작부면 과 산림의 연령구성 등의

미래가치는 행 식료․농업․농 기본계획과 국 산림계획 등 행정책

의 농림수산업 련계획에 따른 목표치를 사용하 다.

농림수산업․식품산업에서의 배출삭감 책에 따라 약 395만CO2톤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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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농업분야에서는 질소의 사용량을 10~20%삭감하여 약 35~71만CO2

톤,퇴 발효를 행하는 낙농가의 50%를 강제발표로 환함에 따라 약 77만

CO2톤,가온하우스의 60%에 열펌 다층피복을 도입으로 165만CO2톤,

식품산업분야에서 간 규모의 2,400곳의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하

는 경우 약 82만CO2톤 등으로 추정하 다.한편 흡수원은 농경지 토양에서

풋거름의 작부면 을 재의 98천ha에서 21만 6천ha로 확 하고 논에 퇴비

사용량을 증가할 경우 약 380만CO2톤을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 다.

2.5. EU  농  자연 경보 책 사 (Natura 2000) 

EU의 표 인 공간환경정책인 Natura2000 로젝트는 농 의 어메니

티를 보 하면서도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의 지역개발계획이

성공 일 수 있는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우리나라에도 농 지

방자치단체가 수립해야 하는 각종 지역계획이 있고,그 가운데 토지 이용

이나 경 과 직 련된 것들도 여럿 있다.그러나 농 의 자연환경을 보

하면서도 정 수 에서 경제활동에 활용하는 것을 주된 목 으로 하는

계획은 아직 없다.Natura2000 로젝트는 그런 에서 참고할 만하다.

EU자연 보호 정책의 근간이 되는 ‘조류 규제 법안’과 ‘야생생물 서식지

규제 법안’에 기 하여 1992년에 시작된 Natura2000 로젝트는 그 추진

거버 스 조직으로 ‘Natura2000네트워크’를 두고 있다.Natura2000네

트워크는 험에 처한 종 서식지의 유지와 복원을 목표로 지정한 ‘보존

지구’를 연결한 유럽의 생태학 네트워크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 네트워

크에 포함된 지역의 면 은 재 EU회원국 체 토 면 의 15~30%를

차지한다.독일 토의 두 배를 넘는 면 이다.

Natura2000 로젝트가 기본 으로 자연환경 보 정책의 성격을 갖지

만,반드시 규제 일변도의 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다.앞서 3장 3

에서 논의한 바 있는 환경보 과 경제성장의 시 지 계 창출까지 염두에

두고 정 수 의 개발을 진하기도 한다.이 정책 로그램이 근본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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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한 것이지만,Natura2000네트워크에 포함되

면 상당한 경제 ․사회 편익이 창출되기도 한다.생태학 서비스 공

,환경친화 인 방식으로 생산된 농식품이나 임산물 공 ,생태 활

성화에 따른 고용 창출,지역경제 구조의 다각화,주민 삶의 질 향상,수질

오염 완화 등과 같은 것이 표 인 경제 ․사회 편익으로 거론된다.

Natura2000 로젝트의 운 차는 다음과 같다.EU의 각 회원국이

련 법규(서식지 규제 법안)의 기 을 충족하는 지역의 목록과 제안서를

EU 집행 원회에 제출하면 EU 집행 원회는 유럽 생물 다양성 센터

(EuropeanTopicCenteronBiologicalDiversity),과학자 집단,회원국

문가,NGO 등의 조력을 받아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한다.그리하여

Natura2000네트워크에 포함시키기로 결정되면,해당 국가는 그 지역의

보 을 보장하고 생태 악화를 방할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그 책임을

이행하려면 재원이 소요된다.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리하거나 인력을 확

보해야 한다.원칙 으로 EU회원국이 그 비용을 지출하지만,필요한 경우

EU의 공동 재정을 제공하기도 한다.

결국,Natura2000 로젝트는 특정 장소를 지구로 지정하여 자연환경을

보 하면서도 경제 ․사회 발 을 견인할 수 있는 제반 활동을 계획

으로 수행하게 하기 한 계획 약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Natura

2000네트워크 내의 개별 지구에서 진행되는 활동은 하나의 단 정책 사

업 는 규제가 아니다.다양한 활동을 사 에 체계 으로 계획해야 하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 내용 한 4개 분야 25개 종류로 엄격하게 규

정되어 있다.환경보 과 지역경제 발 을 동시에 고려하는,그런 의미에

서 녹색성장 개념에 부합하는,계획체계라 할 수 있다.그런 에서 본다

면 우리나라에는 아직 녹색성장을 염두에 둔 본격 인 지역계획 체계는 형

성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농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녹

색성장은 몇 가지 정책사업 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입장이며 공간환경

계획과 결부되어야 여러 정책 수단들의 공조 효과를 기 할 수 있다.그런

에서 EU의 Natura2000 로젝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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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2000Project사례>
스페인 콩고스트(Congost)강 살리기 로젝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속한 그라놀러(Granellers)시의 인구는 약 5만 6,000명이다.

그 에서 시를 통과하는 콩고스트 강을 찾는 시민들은 4,000명 이상이다.총 연
장 6.7km.인 콩고스트강은 그 유역 환경에 한 잘못된 계획으로 인해 강과 도시

의 공공장소 사이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즉, 들의 강에 한
근성이 하게 악화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999년에는,이 강이 Natura2000지역으로 선정되고,스페인 정
부의 ‘환경활동계획(EnvironmentActionPlan)'에 따라 하천유역의 오염 방지 환

경 회복을 한 사업이 시작되었다.이 사업을 계기로,콩고스트 강을 환경친화
으로 정비하면서도 시민들의 근성을 제고시키기 한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

되었다.주로 강 제방과 평행하게 형성되어 있는 공간을 심으로 여러 세부사업
들이 시행되었는데,주요 목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강 생태계의 기능 복원과 수질 오염 방지
○ 녹지공간 확충과 도로 개선

○ 강에 연 한 도시지역의 리노베이션
○ 도시 주변부 지역과 강 유역 환경의 통합

○ 강을 배경으로 한 사회 ․휴양 ․교육 활동
○ 강 주변 지역에 한 들의 인식 제고

이 사업의 구체 인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도시 도시외각의 강변공원 21ha조성

○ 강변 복원(8km)과 하상 유지보수(3.2km),
그리고 이에 따른 고용창출

○ 수질오염의 주범인 오염된 토양을 제거
○ 하수처리능력 향상

○ 8km길이의 강변로 조성(자 거,산책,조깅 용도)
-이 길은 기존의 도시 산책 자 거 도로 33.46km와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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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요국 녹색 장  시사

세계의 주요국은 기후변화와 에 지 기에 응하여 에 지 감 효

율화, 탄소 녹색기술의 개발,바이오에 지 활용 등 환경 부담을 최소

화하고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미국, 국,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농업․농 부문 녹색성장 추진수단을 한국과 비교

하여 정리해보면 <표 5-13>과 같다.

탄소배출 감축 분야에서는 친환경농어업,에 지 효율성 향상 등의 수단을

부분의 국가에서 도입․시행하고 있고,무경운․휴경도 한국을 제외한 모

든 국가에서 도입․시행하고 있다.바이오에 지 분야에서는 축산분뇨를 활

용한 바이오가스 랜트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도입․시행하고 있으며,바이

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의 경우 한국에서만 미도입․미시행 상태이다.기타

신재생에 지 분야를 보면,지열과 소수력의 경우 부분의 국가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고,태양열의 경우한국을 제외하고모든 국가에서 도입․시행상

태이다.풍력의 경우는 호주와 한국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시행 상태이다.

기후변화 응분야를 보면 품종개량,작부개편,생물다양성 리,재해

비 등을 모든 나라에서 도입․시행하고 있다.탄소흡수 분야에서는 국과

한국을 제외하고 모두 토양 리(탄소축 )수단을 용하고 있다.식품부

문 에 지 효율화 분야를 보면,탄소표시제의 경우 국,호주,일본에서,

푸드 마일리지의 경우 국,일본에서 가공․물류 효율화의 경우 국,한

국에서 각각 도입․시행되고 있다.

녹색농 분야의 녹색 은 모든 국가에서,자원순환마을은 국을 제외

한 모든 국가에서 도입․시행되고 있다.세제 융 분야를 보면 농업부문 탄

소세의 경우 국,일본,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미국,일본,그리고

녹색펀드의 경우 모든 나라에서 도입․시행되고 있다.기타 포럼은 모든 나

라에서 기타 인재양성은 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도입․시행되고 있다.

미국, 국,호주,일본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녹색성장 추진수단을 용

하고 있다.한편 호주는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비 이 높아 탄소세,배

출권거래제 등 세제 융 수단을 활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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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들의 경우와 달리 한국은 기후변화 응분야를 제외하고 부분의 분

야에서 녹색성장 추진수단을 아직 도입․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

다.특히 탄소세,배출권거래제 등 세제 융분야,디젤,에탄올 등 바이오

에 지 분야,태양열,풍력 등 기타신재생에 지 분야,탄소표시제,푸드

마일리지 등 식품부문 에 지 효율분야 등의 수단이 향후 도입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자원보 ,습지보 ,환경개선장려,보 의무 등 농업부문 탄

소 감 인센티 지원 로그램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로그램을 도입

할 경우 농가들의 탄소 감 농법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자원보존

로그램의 경우 탄소시장이 설립되면 탄소 크 디트를 매할 수 있어 농

가들의 소득창출도 기 할 수 있다. 국의 경우 농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을 한 실행계획을 농업분야 유 기 으로 구성된 합동작업반이 마련하고

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작성하 는데,이는 녹색성장 련 계획을 세울 때 사

회 합의의 요성을 보여주고 있다.호주의 경우 교토의정서 수 탄소 상

쇄의 구체 인 실행옵션들로 비료 살포시기의 개선,비료품질개선,목 지에

서의 비료 리 개선,질소비료 살포의 개선 등 비료 시용 기술이 많았는데,

이는 향후 농업부문에서 비용을 이면서도,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로 주

목해야 할 부분이다.

일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삭감․흡수를 해 크 디트를 창출하는 복수

의 농업인(매자)과 기업(구매자)을 연결하는 배출량 거래 제도를 계획하

여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우리와 농업여건이 비슷하므로 향후 배출량

거래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EU의 경우 Natura2000 로젝트는 농 어메니티를 보 하면서도 농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환경보 과 지역경제 발 을 동

시에 고려하는 지역개발계획이다.이 로젝트는 특정지구를 지정하여 자

연환경 보 과 지역경제 발 을 견인할 수 있는 제반 활동을 계획 으로

수행하게 하기 한 약제도로 볼 수 있다.따라서 Nature2000과 유사한

로젝트를 도입하게 되면 농업부문의 녹색성장 정책 로그램과 농 환

경계획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정책성과를 극 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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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주요국의 농업․농 부문 녹색성장 추진수단 비교

구분 미국 국 호주 일본 한국

탄소배출
감축

친환경농어업 ○ ○ ○ ○ ○

무경운․휴경 ○ ○ ○ ○ -

에 지 효율성 향상 △ ○ ○ ○ ○

바이오
에 지

축산분뇨 ○ ○ ○ ○ ○

디젤(농업) ○ ○ ○ ○ -

에탄올 ○ ○ ○ ○ -

기타
신재생
에 지

지열 ○ ○ ○ ○ ○

LED ○ △ △ ○ ○

태양열 ○ ○ ○ ○ -

풍력 ○ ○ △ ○ -

소수력 △ ○ ○ ○ ○

기후변화
응

품종개량 ○ ○ ○ ○ ○

작부개편 ○ ○ ○ ○ ○

생물다양성 리 ○ ○ ○ ○ ○

재해 비 ○ ○ ○ ○ ○

탄소흡수 토양 리(탄소축 ) ○ - ○ ○ -

식품분야
에 지
효율화

탄소표시제 △ ○ ○ ○ -

푸드마일리지 △ ○ - ○ -

가공․물류 효율화 △ ○ - - ○

녹색농

녹색 ○ ○ ○ ○ ○

자원순환마을
(바이오매스타운) ○ - ○ ○ ○

세제 융

탄소세
비농업 ○ ○ - ○ -

농업 - ○ - ○ -

배출권
거래제

비농업 ○ ○ - ○

농업 ○ - ○ ○ -

녹색펀드 ○(R&D) ○ ○ ○ ○

기타
포럼 ○ ○ ○ ○ ○

인재양성 ○ - ○ ○ ○

주:‘○’도입․시행,‘-’미도입․미시행(연구․ 비 포함),‘△’불확실․미확인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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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 부문 녹색성장 실태진단과 실증 분석,국제기구 주요국 사례

검토 등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기 로 제6장에서는 녹색성장을 한 주요

추진과제를 다루었다.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과제는 농업계의 설문조사와

농식품부 녹색성장 정책평가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기 로 새롭고 가시

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 로그램을 제시하 다.녹색기술의 활용과

련 장에서 용되고 있는 지열,LED,바이오가스 랜트 등의 사례 발

굴과 경제성 평가결과도 제시하 다.이 밖에도 새로운 녹색융합기술로

임계유체를 이용한 기반 바이오 리 이 리 사례와 녹색 융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 다.농 부문 녹색성장 추진과제는 문가 심층조사(Q-방법)

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기 로 분야별로 기술하 다.녹색성장을 한 정

책통합 방안은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체계 개편과 련 일본 농림수산성의

ISO14001추진사례 등을 제시하 다.

1.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과제

1.1. 소득증  연계  탄소 책 프 그램 개

농업계의 녹색성장에 한 반응조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녹색성장에

한 심도와 련 분야 정책 참여도를 높이기 해서는 소득증 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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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탄소 정책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제3장의 <표 3-2>에서 제시

된 바와 같이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기술은 유기농법 실천,휴경지 피

복작물 재배,보 경운,수도작의 간단 개,사료첨가제를 활용한 반추가축

장내발효 개선,축산분뇨 처리시설 개선,바이오매스 활동 등 다양하다.온

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은 탄소 농업기술을 도입하여 실천하는 경우

한 인센티 지 이 필요하다. 탄소 농법에 한 인센티 지 방안으

로는 환경 상호 수 로그램(environmentalcross-complianceprogram)

의 형태로 메뉴방식의 탄소 직 지불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메

뉴방식의 탄소 직불제는 지역별․농가별 입지 여건 농가의 경 상

황 등을 고려하여 농가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탄소 농법 가운데

실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 수사항을 이행하면 직불 을 지 하는 방

식을 말한다(김창길 외 4인,2009c,pp.130~140). 를 들어 수도작에서 무

경운 농법의 경우 온실가스를 약 20%정도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

고 있다(<그림 3-3>참조).이 경우 무경운 농법의 지원 단가는 ha당 60만

원 수 으로 책정할 수 있다.38이 밖에도 겨울철 자운 등 피복작물

(covercrop)을 재배하는 경우 토양의 비옥도 개선을 통해 단 면 당 화학

비료 투입량을 일 수 있으므로 탄소 직불제 메뉴로 활용이 가능하다.

피복작물 재배 시의 ha당 지원 단가는 85～100만원 수 으로 책정될 수

있다.39제4장의 농업부문 녹색생산성에 한 실증 분석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단 면 당 질소비료 감축은 건실한 녹색성장을 한 핵심과제이다.

38무경운 농법은 보통 자운 ,헤어리베치 등의 피복작물재배와 연계되며,무경

운 자운 피복 벼 재배법에 한 소득분석 결과 1년차는 행농법의 67% 수

,2년차는 85%수 이며,3년차 이후에는 일반 행농법의 소득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1~2년차의 무경운 농법 소득을 행농법 소득 ha당

452만원의 76% 수 인 343만원으로 할 때 소득격차는 109만원이 된다.이러

한 소득격차의 50~60% 수 을 용하여 ha당 55~65만원으로 산정된다.

39자운 과 헤어리베치 등 겨울철 피복작물을 재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종

자비와 트랙터 사용료 노력비 등으로 단보당 15～20만원(약 17만원)정도

로 추정되어 ha당 지원 단가는 소요비용의 50～60%수 을 용하여 85～100

만원으로 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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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들의 질소비료 사용량에 한 의존성이 강하고 실제로 화학비료의

경우 수요의 가격 비탄력성으로 인해 가격조 을 통한 질소비료 투입량 감

축에는 한계가 있다.농업인들의 소득과 연계한 단 면 당 질소비료 투입

량 감축은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핵심과제이다.농업인과 지자체 농정책임

자들이 농경지의 과다한 양분투입에 보다 심을 가지고 하게 리할

수 있도록 소득보 의 인센티 와 함께 지역단 양분총량제 추진에 한

극 인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는 흡

수와 련된 탄소 농행 에 한 과학 인 분석과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농업부문은 탄소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되어 새로운 소득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1.2. 실가스 를 한 가시 인 프 그램 개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 34개의 로그

램의 경우 기존의 농업정책의 틀 속에서 수립된 것이 거의 부분이다.온

실가스 완화를 한 녹색성장을 한 환경정책과 에 지정책 등과의 정책

통합 시각에서 이루어진 로그램은 매우 제한 이다.따라서 온실가스 완

화를 해 가시 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이를

해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교토메커니즘

가운데 이용 가능한 청정개발체제(CleanDevelopmentMechanism,CDM)

사업의 활용 방안과 포스트 교토체제에 비하여 논의되고 있는 탄소배출

권 거래시장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CDM 사업의 경우 재 국내에서 농업분야에 용되는 사례는 제시되

고 있지 않다.소규모 CDM 방법론을 용하면 농업분야에서 추진 가능한

분야로 농 형 에 지 자립 녹색마을 조성,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랜트,

농업용 수지를 이용한 소수력 발 , 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맞춤

형 비료사업 등은 일부 방법론 인 보완과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

(Measurable,ReportableandVerifiable)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가능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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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김창길 외 3인,2010).따라서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랜트와 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바이오매스 타운 조성

사업 등 용성이 높은 분야를 상으로 CDM 추진을 한 일럿 로그

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국의 녹색성장 사례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배출권거래제는 부분

의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거나 도입을 앞두고 활발하게 논의되는 표 인

정책 로그램이다.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한 법

률제정과 추진 방식 등에 한 검토가 심층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일본

사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온실가스 완화의 가시 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 로그램으로 2008년부터 농업분야의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어 추진되고 있다.일본의 제도는 농가(시설재배 농가)가 에 지

감 기기 도입 등 사 에 결정된 방법론으로 감한 온실가스 배출 임

으로 인정하여 크 디트를 부여하는 시스템이다.해당 농가는 배출 감사

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크 디트 인정 원회로 제출하고 승인받은 배출 감

실 보고서를 기 로 크 디트를 인정받아 기업 등에 크 디트를 매

하여 수익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일본의 방식은 우리나라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로 향후 이 분야에 한 구체 이고 심층 인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실 으로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주원인인 메탄과 아산화질소

의 경우 배출량은 토양의 특성과 날씨 등 자연조건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불확실성이 커서 신뢰성 있는 모니터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의 핵심은 배출량 감축분과 흡수량 등을 계측하고 기록

하여 이들 자료를 기 로 크 디트화 하는 작업이 건이다.따라서 지침

에 따라 모니터링과 계측을 한 계측기 설치가 필요하며,이에 따른 비용

이 수반되므로 향후 배출권거래제에 비하여 정책 차원에서 한

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정부가 탄소 감을 한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성 표지제도

(탄소라벨링)가 2009년 2월부터 운 되고 있으며,이 제도를 통해 제품의

과정에 걸친 탄소배출량과 감축량에 한 정보가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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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고 있다.아직 농업분야의 경우 탄소성 표지제도의 운용이 본격화

되고 있지는 않다.따라서 탄소성 표지제도의 농업분야 용을 한 과

정목록(Life-cycleInventory,LCI)구축과 련 기 의 한 역할분담 등

구체 인 추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최근 농업분야 탄소성 표지제도

의 농업분야 용을 한 정책연구과제가 수행되었으므로(남재작 외 3인,

2010),이를 기 로 시범사업 단계 세부 로그램을 수립하여 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1.3. 녹색  용 

1.3.1.지열․LED․바이오가스 랜트 용

가.지열활용 우수사례

지열에 지는 비고갈성이며 환경친환 인 신재생에 지원의 하나로 지

반의 깊이와 온도에 따라 지열발 과 지열난방으로 구분할 수 있다.지하

300m이내 연 일정한 온도(12~25℃)를 이용하여 냉․난방 시스템을 구

하는 방식을 지열히트펌 (geothermalheatpump)40라고 한다.지열히트

펌 는 지하에 열교환기를 매설하여 지 의 물 는 토양으로부터 히트펌

의 냉매 순환과정에 열을 흡수하거나 열을 방출하는 시스템이다.최근에

지열히트펌 가 시설원 의 난방비를 감하고 온실가스를 이기 때문에

녹색성장의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히트펌 는 압축기,응축기,팽창밸 ,증발기로 구성되며,이들 구성부

품은 일반 으로 동 으로 연결되고 운 취 의 안 성을 고려하여 안

장치와 부속기기가 부착된다(유 선,2008).압축기는 증발기로부터

40히트펌 란 펌 가 물을 낮은 치에서 높은 치로 퍼 올리는 기계라는 의미와 마

찬가지로 열을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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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압의 냉매증기를 흡입,압축하여 고온,고압의 냉매증기로 만들고,

응축기는 압축기에서 압축된 고온,고압의 냉매증기를 냉각시켜 고열원으

로 열을 방출하고 냉매를 액체 상태로 응축시킨다.팽창밸 는 응축기에서

보내진 고온,고압의 액체상태 냉매를 팽창시켜 온, 압의 기체와 액체

가 혼합된 상태의 냉매를 만들게 된다.마지막으로 증발기는 지열원으로부

터 흡수한 열을 이용하여 온, 압의 습증기 상태의 냉매를 증발시켜

온, 압의 냉매 증기를 만들게 된다.

지열히트펌 는 지열교환기 내를 흐르는 열교환매체의 순환방식에 따라

폐형(closedloop)과 개방형(openloop)으로 나뉘며,매설방식에 따라 수평형

(horizontaltype)과 수직형(verticaltype)으로 구분된다<표 6-1>.히트펌 의

열원으로는지하수,지 열,지표수등이있다.농업부문에서많이활용되고있

는 지열히트펌 는 수직 폐형,수직개방형,수평 폐형 등이 있다.수직 폐

형은 지하 100~200m의 지 열을 이용하며, 소 용량의 냉․난방 시스템에

합하다.국내의 거의 모든 지역에 설치 가능하나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공

사 기간도 길다.수직개방형은 지하 350~450m의 지하수를 이용하며, 용

량의 냉․난방 시스템에 합하다.수직 폐형에 비해 설치비,공사기간이 유

리하지만,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에 설치해야 효과 이다.수평 폐형은 지하

2~3m의 지 열을 이용하며,수직 폐형에 비해 설치비 공사기간이 유리하

지만 넓은 설치면 이 필요하므로 부지 확보 문제가 있다.

농업부문에서 지열히트펌 는 농업시설 주택의 난방, 탕에 이용할

수 있고,농산물의 건조 등에 이용할 수 있다. 한 농업시설 주택의 냉

방,과수의 온 장,화훼의 온처리 등에 이용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녹색성장 핵심 사업의 하나로 지열 보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의 탄소 녹색성장 추진 략의 투입 고효율

녹색산업화 략 세부추진 략인 녹색기술․장비 보 확 의 하나가

지열을 이용한 농작물 재배 확 이다.화석연료 체 온실가스 감축을

해 2010년부터 시설원 농가에 지열히트펌 보 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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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지열히트펌 종류별 특징

　 수직 폐형 수직개방형 수평 폐형

열원
지하 100∼200m

지 열
지하 350∼450m

지하수
지하 2∼3m
지 열

용규모 소 용량 용량 소 용량

설치지역 거의 모든 지역 지하수 풍부 지역
넓은 면 확보
가능지역

설치비․기간 불리 상 유리 상 유리

자료:유 선(2008).

농식품부가 탁을 한국농어 공사가 시설원 에 지이용 효율화사

업 시행방안을 마련하 다.주요 추진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 상자는 시설

원 작물 재배기술이 우수하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가이고,시설기 지

원 자격 요건으로 농가(법인체)당 온실면 0.1ha이상의 자동화 비닐

하우스 는 철골온실 기 등이 있다.지원기 은 국고 60%,지방비

20%,자부담 20%이다.표 로세스를 보면 사업신청 선정,사업추진,

시설설치,사후 리,성과보고 측정,사업평가 환류 등으로 되어 있

다.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한국농어 공사의 역할로 사업

상농가 교육 는 교육 탁,사업계획 홍보․지원,사업 상농가 선정지

원,설계 시공업체 용역발주,설계검토 공사감리 등이 있다.

지열 사업추진 황을 간략히 살펴보면,지식경제부 사업으로 추진되었

던 2009년에 106개소가,농식품부 사업으로 추진된 2010년에 154개소가

지원 상으로 선정되었다.2009년 사업의 경우 10개소 이상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2010년에 운 되었다.당 지원 상 수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

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일부 농가가 사업을 취소하 기 때문이다.

재 정부에서 80%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기 설치비용이 3.3㎡당 20만

∼30만원으로 매우 비싸 자부담 20%도 세농가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기 설치비용을 낮추기 해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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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히트펌 의 우수사례>

북 김제 부공 농조합법인(표 정수 )은 5농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27,107㎡

(8,200평)의 벤로형 유리온실에서 리카를 재배하고 있다.기름난방을 하다가

2009년에 정부지원을 받아 600RT용량의 지열 시스템을 설치하 고,설치비는 27

억 500만원(자부담 20%)이었다.

2009년 11월부터 가동하 으며,2010년 4월말까지는 난방 주로 5월 순부터

냉방을 주로 하 다.지열히트펌 시스템을 이용하여 운 한 결과 난방비는 지

열히트펌 를설치하기 4억5천만원이소요되었으나설치후 1억5천만원이들

어66.7%가 감소하 다.가동비는 설치 720만원이,설치후에는 6,800만원이 소

요되었다.난방비와가동비를합계하면 시설설치 4억5,720만원의 비용이들었

으나설치후에는2억1,800만원으로52.3%감소하 다.한편,생산량은33.3%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열냉․난방시스템 설치 ․후 비용비교>
구분 설치 설치후 증감률(%)

난방비 45,000만원 15,000만원 -66.7

가동비 720만원 6,800만원 844.4

비용합 45,720만원 21,800만원 -52.3

생산량 480톤 640톤 33.3

자료:부공 농조합법인 내부자료(2010).

< 리카 재배시설에 설치된 지열시스템>

<지열 원장치> <배 시설> <유리온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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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기업의 참여,수출 산업화와 련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열 설치 용량이 재 필요 용량의 70%수 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는 난

방을 목 으로 할 때에는 가능하지만 냉방을 할 경우 70%수 에서는 효

율성이 낮으므로 설치 용량을 보다 확 할 필요가 있다.향후 지열 보 을

활성화하기 해 시공업체,지역 특성에 합한 히트펌 종류,작물에의

합성 등을 신 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LED활용 우수사례

LED(LightEmittingDiode)는 반도체 발 소자이며, 효율이 높고 반

구 인 차세 원이다.LED 원의 수명은 백열등보다 10~30배 길고,

백열등과 다르게 열이 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기에 지로부터 환

효율이 90%로 높아 에 지 감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홍성창,2009).

식물이 색 (660nm)과 색 (730nm)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은 수

용단백질인 이토크롬(phytochrome)때문이다. 수용단백질은 불활성형

인 형태(Pr)로 존재하다가 색 (Red)을 용하면 활성형태(Pfr)로 환된

다.이에 따라 해 길이의 인지,종자발아, 합성 산물의 체내 이동,길이

신장,개화,색소 발 등 식물이 반응을 하게 된다. 한 과실에 있어 당도

향상,개화조 ,생육 진,기능성 증진 등 농업 으로 유용한 작물의 특성

들도 이토크롬 작용을 통해 조 될 수 있다.

농업분야에서 밤에 색 기조명을 켜주어 꽃피는 것을 억제시키고

생산량을 늘리는 작목으로 잎들깨,국화,딸기 등이 있다. 색 은 백

색 보다 합성 작용을 진하여 잎들깨,국화의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시

킬 수 있다.오이,토마토 등 호 성 작물의 경우 흐리고 비오는 날이 계속

되면 수정이 양호하지 못하여 수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때 태양 신

보 해 때 백색 신 색 LED 이나 청색 LED 을 히 용하

면 생산량과 품질을 높일 수 있다.농 진흥청에서는 우리나라 비닐하우스

와 형온실 형태에 합하도록 농업용 색 LED장치를 개발하 다.



188 녹색성장을 한 주요 추진과제

<LED의 우수사례>

충남 산군 추부면에 치한 김무성씨는 660㎡(200평)인 비닐하우스 10개 동에

서 잎들깨를 재배한다. 조재배를 해 60W 백열등을 설치하여 사용하 으나,

2008년8월에 비닐하우스일부에2m간격으로 천정부착형10W 색LED장치25

개를설치하 다.LED장치설치에따른 선을새로깔았고설치비용은990㎡(300

평)당 약 1,140만원이었다.

잎들깨LED설치 후의비용․편익을비교한결과,시설의10년내구연수를고

려한 연간 1,140천원이 고정비용으로 계산되었다.반면,편익으로 기료 감액

22.4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60W백열등에 비해 70% 감된 것이다. 잎들깨

생산량이 10%증가하여 생산액은 1,712천원이 늘어났다.잎들깨 재배에 LED기술

용에따른경제 효과는10a당연간796천원으로나타났다.LED는백열등에비

해 약 13,207kw의 기를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 1kw생산하는 데 탄소

(CO2)가424g배출되므로약5.6톤에해당하는이산화탄소를감축한것으로나타났

다.

<잎들깨 LED 설치 후 비용․편익 비교>
비용(/10a/년) 편익/(10a/년)

설치비 1,140,000 기료 감 224,000

생산량(액)증가 1,712,000

합계 1,140,000(A) 1,936,000(B)

경제성 (B-A) 796,000

주:설치비는 1,140천원이 소요되며,10년 내구연수를 고려하여 산정함.

<잎들깨 재배시설에 LED설치한 장면>

<LED 원장치> <설치된 LED> < 등시험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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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진흥청 분석결과에 따르면 LED는 백열등보다 기에 지의 감효

과가 70%이상으로 매우 높다.그 결과 농가소득도 증가되면,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감소시킬 수 있다.농업에서의 LED이용은 탄소 녹색성장을

이끄는 농업기술의 하나가 될 수 있다.LED는 기요 을 감할 수 있지

만 기 설치비용이 무 높아 농가단 에서 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따라서 단기 으로 기 설치비용에 한 지원이 필요하고,장기

으로는 LED의 가격을 낮추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탄소 녹색성장 추진 략의 하나로 신 성장 동력 창

출을 해 녹색기술 개발 성장 동력화로 LED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농림수산식품부의 세부 략을 보면 화석연료 체 온실가스 감축을

해 LED이용을 확 하며,이를 해 농산물 재배 시 LED 원 실용화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그 구체 인 내용을 살펴보면 실증연구 상

품목을 장미,안개꽃, 리카,상추 등으로 확 하고, 장 실증연구가

완료된 딸기,국화,잎들깨 등은 2010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LED

를 2010~12년에 매년 25개소씩 보 할 계획이다.

다.바이오가스 랜트 우수사례

바이오가스 랜트는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메탄,이산화

탄소 등 바이오가스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발 을

하는 공장을 말한다.바이오가스 랜트는 축산분뇨의 자원화에 에 지가

더해진다는 에서 기존의 축산분뇨 처리방법보다 더 차원이 높은 녹색성

장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 해양오염 방지조약인 런던 약에 따라 2012년

부터 폐기물이나 다른 물질의 해양 투기를 규제할 것으로 상됨에 따라

바이오가스 랜트 사업이 최근에 더욱 부각되었다.

바이오가스 랜트를 이용하면 친환경 선순환 농업의 필요한 자원을 공

할 수 있으며,바이오가스를 발생시켜 발 을 하거나 바이오가스에서 이

산화탄소와 메탄가스를 분리하여 천연가스(CNG)나 액화 가스(LNG)로 이

용할 수도 있다.바이오가스 랜트가 주는 장 을 요약하면 첫째 메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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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연소시킴으로써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킬 수 있다.둘째 기발효 후의

소화액은 액비로 사용할 때 질소가 감소되어 토양의 과 양을 억제할 수

있게 된다.셋째 바이오가스의 력생산으로 유류 감에 의해 외화를

약할 수 있다.넷째 축산농가로부터 축산분뇨를 그 로 수거하여 활용하므

로 고형퇴비처리에 한 추가 경 비가 어든다.다섯째 주변의 음식물쓰

기나 농산물 부산물과 같은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할 수 있어서 쓰 기

처리 비용을 이고 환경 친화 이다.

선진국들은 30여 년 부터 독일,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을 심으로

바이오가스 랜트를 개발하여 온실가스 감효과와 녹색에 지 생산에

기여하고 있으며,발효 후 액비를 경작지 비료로 활용하는 자원순환 농업

의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아시아에서는 국,베트남,필리핀 등이 소규

모의 농가형을 보 하고 있다.

최근에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하여 정

부와 지자체를 심으로 바이오가스 랜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산자부

( 지식경제부)의 농가형 바이오가스 랜트 시범보 사업의 일환으로 경

기도 이천시 모 농단지와 충남 청양 여양농장에서 운 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사업이 지자체를 심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 형태로 추

진 이다<표 6-2>.

표 6-2.가축분뇨 처리 바이오가스 랜트 사업 추진 황

주 지자체
(사업장)

처리규모 기 생산 황 비 고

경남 창녕
이지바이오

100톤/일 9,600Kwh/일 가동 축분 +음식물

경기 이천
모 농단지

20톤/일 30Kwh/일 가동 -

충남 청양
여양농장

20톤/일
400Mwh/년

가동 최 한 에 력 매

경기도 안성 5톤/일 450Kwh/일 가동 축분 +음식물

경기도 포천
196톤/일
82.2톤/일

11,425
Mwh/년

건설 한투의 배출권펀드로 투자유치

자료: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 과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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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 랜트의 우수사례>

(주)이지바이오시스템은 사료와 첨가제를 매하는 회사이다.런던 약에 의해

2012년부터축산분뇨의해양투기가 지됨에따라우포월드농업회사법인과 뜻을같

이하여 2008년 바이오가스 랜트를 건설하 다.정부 보조 없이 순수 민간 자본 47

억7천만원으로설립하 으며,일일처리능력100톤(돈분뇨70톤,기타유기물30톤)

규모를자랑한다.축산분뇨와유기성폐기물을 자원화하여에 지와 비료를제공하고,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게 되었다.

랜트의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증가되는 비용으로는 직원 료,액비처리비 등 연

간11억8천만원이고,증가되는이익은연간15억6천만원으로3억8천만원의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이지 바이오가스 랜트의 비용․편익>

손실 요소(A) 이익 요소(B)

o증가되는 비용
-직원 료:14,400만원
-액비처리비:32,400만원
-감가상각:23,850만원
-이자:33,390만원
-기타:14,040만원
-계(A):118,080만원

o증가되는 이익
-음식쓰 기처리비:45,000만원
-분뇨처리비:50,400만원
- 기 매:48,384만원
-액비살포지원 :2,460만원
-CDM사업:9,720만원
-계(B):155,964만원

o추정수익액(B-A)=37,884만원

주:이지 바이오가스 랜트 내부자료.

<이지 바이오가스 랜트 시설>

<발 소 경> <탈황시설> <발효조>



192 녹색성장을 한 주요 추진과제

농림수산식품부는 녹색성장 략의 하나로 2013년까지 바이오가스 랜

트를 15개소 설치할 목표를 세웠다.향후 바이오가스 랜트가 보다 활발

하게 보 되기 해서는 발 차액 기 가격의 상향 조정,발 설비의 국

산화, 재의 공동자원화 설비에 바이오가스 랜트 공정의 추가 등

한 략이 요구된다.

1.4. 임계 체공  이용 녹색 41

1.4.1. 임계유체의 의미와 요성

바이오매스 자원을 이용하여 식량,에 지 각종 화학원료와 제품을

생산하는 데서 주목받고 있는 녹색기술로서 임계유체 이용기술,생물․

화학 처리기술 등이 있으며,이를 기반기술로 한 일 생산체계가 바이오

리 이 리 산업으로 활발하게 개되고 있다. 임계유체(supercritical

fluid)는 온도와 압력이 기액(氣液)의 임계 을 넘는 비응축성 유체로 기체-

액체-고체와 마찬가지로 온도-압력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물질 상(相)의 특

징을 지닌다. 임계유체를 용매나 반응물로 이용하려는 연구개발이 세계

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임계유체에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환경에 한 부하가 작은 ,화학 으로 안정 이라는 ,안 , 비용

등의 측면에서 임계이산화탄소, 임계수, 임계알코올(메탄올이나 에

탄올)등이 주목받고 있다.

41 임계유체공정의 농업분야 녹색기술로 활용하는 방안에 해서는 서울 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이윤우 교수에게 원고의뢰로 수행한「 임계유체를 이용한 농

업분야 녹색기술 용방안」보고서의 핵심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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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바이오 리 이 리의 활용

바이오 리 이 리(BioRefinery)는 바이오매스로부터 생물학 변환

화학 변환과정을 거쳐 바이오연료나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기술과 이를

구 하기 한 종합 인 랜트 시스템을 의미한다<그림 6-1>.이는 기존

의 오일 리 이 리(OilRefinery)에 칭되는 개념이다.

임계수를 이용하는 기술은 빠른 반응속도와 작은 규모의 장치에 의한

간단한 합성 등으로 인해 바이오매스 리 이 리의 핵심 요소 기술로 간주

되고 있다.바이오 리 이 리는 목질계,곡물계, 본계 등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특히 농업분야에서는 과 ,옥수수 등 곡물계 바이오 리 이

리가 요하다.특히 기반 바이오 리 이 리는 농업분야 녹색기술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그림 6-1>.

임계유체 공정을 분야에 용하여 미를 생산하면 부산물인 왕겨

와 볏짚으로부터 바이오에 지와 나노입자가 추출된다. 미는 백미와 미

강으로 분리되는데,백미의 경우 임계를 이용하여 씻어 나온 청정 이

생산되고,미강에 임계 CO2를 이용하면 탈지미강과 미강원유가 생성된

다.미강원유는 임계 정제과정을 통해 바이오디젤 생산이 가능하고,

임계 로 을 용하면 지방산 알코올을 통해 계면활성제가 생산된다.한

편 탈지미강으로부터는 피틴산,이노시톨,제2인산칼슘 등과 임계 탈지

미강 우더도 생산도 가능하다.이처럼 융합 녹색기술인 임계유체 공정

을 통한 기반 바이오 리 이 리는 가공과정에서 백미의 생산 외에도

여러 고기능성 제품 생산이 가능하여 을 유용한 자원생성의 보고로 활용

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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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기반 바이오매스 리 이 리

1.4.3.바이오 리 이 리 활성화를 한 과제

바이오 리 이 리 활성화를 해서는 우선 발상의 환이 요구된다.물

질순환을 제로 한 바이오매스와 같은 분산자원의 이용에서는 규모의 경

제에 의한 경제성을 발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바이오 리 리 리는 그

지역 내의 자연 에 지에 의해 자립가능한 분산형 화학공정기술을 확립하

고, 량생산․ 량소비․ 량폐기의 기존 방식을 버리고,분산형 량생

산(適量生産)방식으로의 환이 건이다.다음으로 바이오 리 이 리

기술은 고압,경우에 따라서는 고온․고압의 유체를 이용하는 기술이다.

그 때문에 장치비용이 높아진다거나,취 하기 번거롭다거나 할 가능성이

있지만,다른 한편으로는 처리시간을 폭 으로 단축할 수 있다거나 폐수

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 도 있다.따라서 여건 변화를 반 한 유망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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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분야의 발굴이 필요하다.마이크로,나노 공간에서의 고속수송 상에

한 정확한 제어 등,종래의 고온․고압 기술의 틀에 사로잡히지 않는 엔지

니어링이 개발된다면, 시 에서도 기존 기술에 한 우월성을 보여 수

있는 응용분야가 풍부하게 존재한다.향후 생태계나 환경에 한 악 향이

없는 기술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임계유체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리

이 리의 활용공간은 넓어져 갈 것이다.가능한 한 빨리 기술의 기반을 확

립하고,실용화에 비하는 것이 요하다.

1.5. 녹색 장  한 녹색  용42 

1.5.1.녹색 융 활용 필요성

농업부문에서 다양한 녹색성장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민간부문이 자

발 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해 ‘녹색

융(greenfinance)’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녹색 융은 자 공 자가

융회사나 자본시장을 통해 녹색기업에 자 을 공 하면 녹색기업이 이

자 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자 공 자에게 되돌려주는 순환과정

이다.하지만 국내 농업부문에서 투자자의 기 수익에 부응하는 녹색사업

이 많지 않으며,자 수요자인 농업부문 녹색사업․기업의 범 도 명확하

지 않아 그러한 순환구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한 농업부문에 자

을 개할 자본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못하고,녹색기술의 경제성에

한 융회사의 평가능력도 부족한 실정이다.요컨 ,농업부문 녹색성장

과 련하여 시장기능에 기 한 자율 녹색 융은 아직까지 본격화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42녹색 융 활용방안에 해서는 보험연구원 진익 박사에게 원고를 의뢰하여 수

행한「농업분야 녹색 융 활성화 방안」의 핵심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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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업부문 녹색성장을 조기에 활성화시키고자 다각 인 지원 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정부의 정책지원은 일시 으로 농업부문 녹색성장 재

원을 확 할 수 있다는 에서 정 이나 선별과 감시기능이 충분하지 않

은 상태에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 실효성이 반감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따라서 농업부문에서 녹색성장이 보다 효과 으로 진될 수 있

도록 하기 해 정책지원 확 와 동시에 우량 녹색기업을 선별하고 효과

으로 감시하는 데 필요한 인 라 구축을 병행하는 것이 실하다.

1.5.2.농업부문 녹색 융 검토방향

농림수산식품부의 주요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은 에 지 감과 효율

화,신재생 에 지 보 확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3가지라고 할 수 있

다.우선 농업부문 에 지 감과 효율화 련 녹색 융으로,자본집약

시설 도입을 제로 하는 식물공장과 련하여 친환경농산물 보험,친환경

건축 보험,ESCO43사업 성과보증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음으로 농업부문 신재생 에 지 보 확 련 녹색 융으로,바이오

에 지 개발에 필요한 농업투자펀드 조성과 련하여 성능보험,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등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끝으로 농업부문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련 녹색 융으로서,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

표로 하는 CDM 사업과 련하여 통 보험,배출권 투자 험 련 보

험상품(ContingentCapForward),배출권인도보증 등의 활용 가능성을 검

토할 수 있다.

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농업부문 상 녹색 융은 보험을 통해 이루어

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은행업의 경우 단기 을 통해 자 을 조달하는

만큼 투자성과 회수에 장기간 소요되는 녹색기술/사업/기업 출에 극

43ESCO는 에 지 약 문기업(EnergyServiceCompany,ESCO)으로 투자수익을

기 하여 투자 험을 부담하는 벤처형 기업으로,에 지 사용자에게 기술,

문 서비스,자 을 제공하는 신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 지 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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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어려우며,녹색펀드의 경우도 투자 상인 녹색기업의 벤처 특성을

감안할 때 공모를 통한 규모 자 조달이 쉽지 않다.그런데 녹색보험은

녹색기술 개발 녹색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험요인에 해 다양한 험

리수단을 제공하는 한편,녹색사업/기업에 필요 자 을 공 할 수 있다.

1.5.3.농업부문 녹색 융 활용가능성

농업부문에서 에 지 감과 효율화를 추구하는 녹색사업의 표 인

는 식물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식물공장 활성화를 해 녹색 융

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식물공장은 LED조명설비,양액

재배시스템,자동화시스템 설치비용 등 규모 기 설비투자비용이 소요

되므로 투자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식물공장 활성화를 해 첫째로 그 생산물에 한 시장 수요가 안정 으

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을 때 소비자에 한 보

상 등의 비용을 지 하는 친환경농산물비용손해 보상 특별보험 활용을 고

려할 수 있다.LIG손해보험은 2009년 4월에 라남도 산하 22개 시․군에

소재하는 친환경인증 농업사업자를 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둘째로 식물공장 건물은 건물에 지 효율화,신재생에 지 용,건물외부

의 생태환경 개선을 수반하므로 친환경건축 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그 사

례로 화재나 다른 손해가 발생할 경우 환경친화자재를 기 으로 재물복구

비용을 지 하는 환경 친화 재물복구비용 특약(greenupgradecoverage),

친환경 건축으로 재건축 할 경우 보험요율산정 시 혜택을 제공하는 친환경

건물 업그 이드 보험(greenbuildingprojectinsurance)44등이 있다.셋째

로 ESCO사업으로써 식물공장을 건축할 경우,에 지 사용자가 약시설

44보험혜택의 근거는 친환경 기 에 의해 지어진 건물의 경우 통 인 건물에

비해 환경 련 험이 상 으로 을 것으로 보아 보험료 할인이나 신용도

상승 등을 용할 수 있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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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고,ESCO가 에 지 사용자에게 약시

설에서 발생하는 에 지 감액에 해 보증을 제공하는 성과보증 계약

(guaranteedsavingscontract)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 국내․외 으로 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이오에 지를 생산하는

데는 기에 많은 시설설치비가 요구되며,투자손실 발생 험이 매우 높

다.바이오에 지 기업은 기술기반 소기업(Technology-BasedSmallFirms,

TBSF)에 해당하며,이러한 특징45때문에 자 조달이 쉽지 않다.특히 신

생․성장 진입기 바이오에 지 기업이 은행이나 자본시장을 통한 통상

인 융방식을 활용하기 어렵다.

바이오에 지 기업 상 녹색 융을 해 창업자본,엔젤투자,벤처 융

등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험요인을 리하기 해 성능

인증제품 구매로 인한 바이오에 지 생산 농가의 손해를 배상하는 성능보

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성능보험은 바이오에 지 기업이 생산․제조한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바이오에 지 생산 농가에 의해

구입된 후,그 제품의 성능 하로 발생하는 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

한다.보험 가입 상 제품은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바

이오에 지 생산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렴하게 유지할 수 있다.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분야에서 CDM은 여러 가지 사업 차를

수행할 때 다양한 험요인이 수반된다.CDM 사업의 험들 일부는

통 인 험 리 수단을 통해 리가 가능하다. 를 들어 품질보증과

장기매입계약 불이행 험에 보증 보험을,자연 재해,제품 생산량 변동에

물 보험과 기후 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 통 인 보험을 통해

농업부문 CDM 사업의 험을 리할 수 있는데, 를 들면 설계 결함 등

기술 요인과 자연 재해에 의한 물 ,인 손실의 배상을 해 건설공사

보험이나 조립공사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45주요 특징으로 연구개발비 비 이 높고,기업가치가 장기 성장가능성에 의

존하며,경쟁우 를 가질 수 있는 기술력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생산물에

한 시장수요의 측이 어렵다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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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CDM 사업으로부터 획득한 배출권 가격이 상보다 낮게 형

성됨에 따라 투자자․ 융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리하는 수단으로

배출권 투자 험 련 보험상품(Contingentcapforward)도 활용할 수 있

다.이 상품은 배출권 인도와 련된 거 상 방의 계약불이행 험을

리하기 해 설계된 보험이다. 배출권구매 정에 따른 배출권 선도계약

과 련하여 계약이행여부에 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해 배출권인도

보증(CreditDeliveryGuarantee,CDG)을 활용할 수 있다.이는 CDM 사업

으로부터의 배출권 발생량이 기 에 못 미치거나 혹은 배출감축 실 을 인

증 받지 못할 경우의 손실을 보상해 다.

2.농 부문 녹색성장 추진과제

2.1. Q- 법  통한 책과  도출

Q-방법을 이용하여 농 부문 녹색성장 정책을 범주화하고 과제를 도출하

다.46도출된 분야는 크게 농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정책 추진여건

마련,녹색자원 리체계 구축,녹색산업 육성 녹색 일자리 창출,재생

에 지 활용 에 지 감기반 구축 등으로 별 될 수 있다<표 6-3>.

46 문가,지자체 공무원,농 주민 등을 상으로 한 Q-방법 결과에 기 한 것

이다.조사 개요,기 분석 결과와 시사 등에 해서는 <부록 9>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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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정책 과제

1.농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정책 추진 여건
마련

1.1.농 시․군 수 의 녹색성장 계획 제도 정비
1.2.지자체 주민의 녹색성장 거버 스 형성
1.3.지자체 수 의 녹색성장 지표 개발 정책
목표 설정

2.녹색자원 리체계 구축
2.1.유 자원 생물종 다양성 확보와 유지
2.2.탄소흡수원 가치가 높은 산림 농지 보
2.3.농 경 리

3.녹색산업 육성 녹색
일자리 창출

3.1.생태 활성화
3.2.녹색 일자리 창출 녹색 사회 기업 활성화
3.3.녹색상품 표시제 도입을 통한 녹색소비 진

4.재생 에 지 활용 에 지
감 기반 구축

4.1.에 지 감형 농업 모델 개발 확산
4.2.바이오매스 기술 실용화 시설 보
4.3.에 지 자립 마을 타운 조성
4.4.에 지 감형 주택 모델 개발 보

표 6-3.농 지역 녹색성장 정책 과제

2.2. 농  지 자 단체  녹색 장 책 추진여건 마

제4장에서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로 살펴본 농 시․군의 상황은 매우

다양하다.종합 인 측면에서 녹색성장의 잠재력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지라도,부문별로 그리고 세부 변수별로 살펴보면 자연 조건 는 지역의

산업구조에 따라서 그 실태가 천차만별임을 알 수 있었다.녹색성장 련

정책을 일률 으로 농 시․군이 추진하는 획일 ․하향식 방법으로는

지역 여건에 합한 녹색성장 략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따라서 정책 목

표를 지역 여건에 맞게 수립하고 지표를 개발하여 정책 실행과정에서 목표

리를 충실하게 하는 일 한 매우 요하다.

동시에 투입될 여러 정책 수단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여건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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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한 녹색성장 추진 략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은 무엇

인가?시․군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로 토지 이용과 련하여 두 개의

법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 계획의 성격

을 갖는 도시 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그리고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산어 지역개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삶의 질 향상 계획’

한 법정 계획이다.의무 인 법정 계획은 아니지만 역지역특별회계의

지역개발 계정 산이 포 보조 형식으로 기 자치단체에 분배되므로

사실상 거의 모든 농 시․군이 수립해야 하는 ‘기 생활권 발 계획’

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그 밖에도 농업․농 식품산업 발 계획

한 특별법에 근거한 임의 계획으로 많은 농 시․군이 수립하고 있다.

2007년에 제정된 경 법에 따라 경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지역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해 친환경농업 발 계획을 별

도로 수립하는 농 시․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처럼 많은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

이 서로 복되어 있고 계획 수립의 부담에 비해 농 지방자치단체의 계

획 수립 역량은 하게 부족하다.그리고 앞에 열거한 계획들에만 한정

해서 보더라도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할 정책 사업 내용들이 결코 녹색성장

과 무 할 수 없다.이런 상황에서 별도의 시․군 수 녹색성장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효율 이지 않다.최근에는 기 지방자치단

체들의 계획 수립 부담을 완화하고 각종 지역계획 간의 유기 통일성을

확보하기 해 각기 개별법에 근거하여 난립한 계획 제도를 단순화하는 방

향으로 정비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윤원근,2010).농 시․군 수

에서 녹색성장 계획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반드시 별도의 계획으로 수립하

게 하는 것은 지 으로는 무리이다.그러므로 각종 계획 제도의 정비 논의

에 ‘녹색성장 계획 수립 체계’문제를 함께 포함시켜 제도를 정비할 필요

가 있다.

농 지역의 녹색성장은 일방 인 정책 시행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민간 부문의 여러 주체와 주민들이 극 으로 력하고 참여하는 것이

제가 되어야 한다.이런 거버 스의 문제는 비단 녹색성장뿐만 아니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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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지역계획이나 지역발 정책에 있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슈이다. 격

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사회 자본(socialcapital)이 축 되지 않은

농 지역사회의 실은 ‘녹색성장 거버 스 형성’이 용이하지 않을 것임

을 고하고 있다. 한 계획 수립 정책 실행 과정에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지역 외부 조력 주체들과의 트 십 형성을 실험하고 그 역량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3. 녹색 자원 리 체계 구축

농지와 산림이 갖는 탄소 흡수원 기능을 유지 는 확 하려면,유휴 토

지에서 조림 사업을 실시하거나 숲 가꾸기 사업을 확 할 필요가 있다.기

술 으로는 탄소 흡수 능력이 우수한 수종을 개발하여 보 하는 일도 필요

하다.농지에 해서도 그 토양이 지닐 수 있는 탄소 장 능력을 정기 으

로 모니터링하고 리하는 제도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무엇보다 요한

것은 농지 산지의 면 을 확보하는 것과 련한 제도를 정비하는 일일

것이다.

농지 확보 보 과 련해서는 행 농업진흥지역 제도를 재편해야 한

다는 주장이 있다.김수석(2009)은 재의 제도를 개선하여 가칭 ‘농지보

지역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그 게 함으로써 재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와 생산 리 보 리지역의 농지를 같은 용도로 규정하여 이

를 보 하고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자는 것이다.필요농지로 보 하는 농지

에 해서는 낮은 지가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직 지불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아울러 농지에 한 투기 수요를 차단

함으로써 농지 용을 계획 ․집단 용 제도로 개편할 것도 제안하

다.이러한 농지 제도 재편 방안 제안은 그 바탕에 식량 공 에 필요한 농

지 확보라는 제를 깔고 있지만,농업 생산 활동의 정 외부효과로 발

되는 탄소 흡수원 기능까지도 고려한 농지제도 재편 방안을 보다 심층

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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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 경우에도 산지 용 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김창길,2009).산지 용 제한지역․행 제한․허가기 검토를 ‘산

지 용 타당성 검토제’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특히,효과 인 탄

소흡수원 리 차원에서 산지를 이용하려면 국 차원의 계획 산지 리

를 한 ‘․장기 산지 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산림 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농 지역의 생물종 다양성과 유 자원은 소 한 녹색성장의 기반이다.

더욱 다양한 유 자원을 확보하도록 지속 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특

히,농업유 자원 리 기 으로 지정된 조직의 상당수가 지방자치단체 산

하기 이라는 을 고려할 때,그런 연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농 경 은 이나 지역특화산업 등과 연계하여 경제 가치를 실

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에서, 형 인 녹색 자원이라고도

할 수 있다.이것과 련된 법규는 상당히 기 가 다져진 상태라 할 수 있

다.하지만 재 우리나라의 농어 경 리와 련된 주요 정책으로는

경 보 직불제 정도가 있을 뿐이다.경 보 직불제를 심으로 추진되

는 농 경 리 사업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

다.우선은 경 보 직불제를 수행하더라도 그것이 한 공간 에

서 계획 으로 진행되게 할 필요가 있다. 행 ‘삶의 질 향상법’에 농 경

계획 수립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농 장에서는 그다지 잘 활용

되지 않고 있다.농 경 계획 수립 방법이 장에서 잘 실천되도록 실

용성을 높여 정립하며,농 경 과 련된 각종 정책 사업이나 제도를

극 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그 다음으로는 농 지방자치단체가 주도

으로 지역 주민들과 연 하여 경 리 시책 사업을 추진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2.4. 녹색산업   녹색 일자리 창출

2000년 반부터 격히 확 되기 시작한 농 부문의 한 갈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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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활동을 보다 생태 인 방식으로 하려는 흐름이 ‘생태

(eco-tourism)’이라는 명칭으로 활성화되고 있다.생태 시장은 격하

지는 않을지라도 꾸 히 확산될 것으로 상된다.

수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도시민의

라이 스타일이 바 고 여행 패턴 한 가족 단 의 체험 심으로 빠르게

바 고 있다.공 측면에서도 농 에 존재하는 생태 인 요소들의 보 을

시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숲 해설가 자격을 갖춘 농 주민이 꾸 히 늘

고 있다.제주도의 올 길에서 비롯하여 지 국 농 각지에서 붐을 이

루고 있는 각종 ‘길’조성 사업도 생태 시장 확 의 한 단면을 보여주

는 사례라 할 수 있다.최근에는 ‘공정 여행(fairtravel)’이라는 용어가 등장

할 정도로 농 이 생태 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게 농 부문의 무게 심이 서서히 생태 을 향해 이동하는

최근 경향을 더욱 진하려면, 재의 농 정책을 몇 가지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첫째,인 인 체험 로그램 주로 과도하게 공

되고 있는 마을 단 의 농 체험 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

한 상품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정책 지원의 외연을 확 할 필요가 있다.

둘째,농 부문에 한 정부 보조 지원은 지 까지 친환경농업이나

농 의 생태 건강을 회복하는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 사업과 그다지 잘

연계되지 않았다.보조사업 상 마을을 선정할 때,친환경농업 실천율을

감안하여 약간의 가 을 부여하는 정도 다.그런 정책 간 연계를 더욱 강

화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농 지역에도 상당수의 환경산업 종사자들이

존재한다.단기 으로 녹색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농 지역의 경제 구조를 ‘녹색 경제’로 이행하게 하는 ․장기 인 근

방법 속에서 녹색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그 게 본다면 숲가

꾸기 사업이나 4 강 살리기 사업의 사례와 같이 일회성 단기 고용을 확

하는 방식은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없다.녹색 일자리라 하더라도 지속가능

한 일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최근 농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사회

기업들 상당수는 이른바 녹색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들이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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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기업에 한 기존의 지원정책 틀에 녹색성장 개념을 배태시켜 지원의

우선순 를 두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그 게 하려면 여러 정

부 부처 사이와 여러 정책 사업 사이의 연계 통합이 필수 이다.

2.5. 재생 에 지 용  에 지 감  구축

정부의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2020년까지 총 600개의 ‘탄소 녹색마

을’을 조성할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2010년 재 5개소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행정안 부가 2개소,농림수산식품부가 1개소,

환경부가 1개소,산림청이 1개소이다.시범사업 1개소 당 지원되는 국고

보조 은 약 50억원 정도이며 국비 보조율은 50% 내외이다.여러 정부부

처가 시범사업을 각기 추진하되,각기 사업 모델을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바이오매스보다는 태양 에서 신재생 에 지를 근간으로 하는 에 지

자립 녹색마을 시범사업을 구상한다면,이 시범사업은 추진하기가 매우 어

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정부 지원 없이 추진하여 농 지역에서 성공사례

로 꼽히는 몇몇 마을(부안군 등용마을,제주 화순리,인제군 남 리 등)은

주로 태양 을 활용하는 시설을 설치한 곳이다.농 마을 수 에서 신재

생 에 지를 활용한 국내․외 모범사례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 은 공

공 부문이 소규모 신재생 에 지 시설에서 농 주민이 생산한 기 에

지를 구매해주는 발 차액 지원 제도 등과 같은 인센티 정책에 힘을 입

었다는 것이다.그러나 2010년 들어 지식경제부는 발 차액 지원 제도를

철폐하고, 력 등의 에 지 공 자에게 재생 에 지 활용률을 쿼터 방식

으로 배분하기로 결정했다.그 게 된다면 에 지 공 자들은 분산되어 있

는 여러 농 마을 같은 소규모 생산자로부터 기 에 지 등을 구입하기

보다는 한 장소에 집 투자하여 규모로 신재생 에 지를 생산하거나 그

게 생산하는 기업으로부터 그것을 구매하게 될 것이다.즉, 재 우리가

사례로 알고 있는 에 지 자립 마을은 주민에 한 인센티 정책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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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것인데,앞으로는 그런 인센티 가 없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태양 이 아니더라도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하여 기 에 지 등을 생산

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아직까지는 기술 인 문제들이 완 히 해결

되지 않은 것 같다.최은희(2009)에 따르면,어떤 유형의 바이오매스를 생

산하든 농업 생산으로부터 생되는 일정량 이상의 바이오매스가 필수

이다.즉,바이오매스 마을 는 타운은 그 인근의 농업생태계에 형성된 유

기물 순환 계를 유지하는 것을 제로 성립된다.따라서 그 순환 계에

내재된 일정한 수학 비례 계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 컨 축산

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에 지를 활용하는 마을이나 타운을 조성하

려 한다면 필요로 하는 바이오매스 에 지에 비례하여 가축 사육두수가 증

가해야 한다.결국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다면 바이오매스 마을이나 타운이

입지할 수 있는 장소는 아주 소수로 한정될 것이다.가축 사육 도가 아주

높은 곳에서나 가능해질 것이다.

3.농업․농 부문 녹색성장을 한 정책통합 추진방안

농업․농 련 정책통합 추진실태 진단과 문가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정책통합의 기본원칙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농업․농 정책과 환경정책을 상충 계에서 상호보완 계로

환하기 해 환경성에 비 을 두고 정책통합을 추진한다.

둘째,성장측면에서의 정책은 일반 농업․농 정책에서 비 있게 다루

어지고 있으므로,환경성 측면에 비 을 두고 상충된 정책목표의 조화와

균형,정책 추진체계 거버 스 개편, 산제도 보완,평가시스템 보완

등을 연계 추진한다.

셋째,녹색성장의 핵심인 경제와 환경의 시 지효과 극 화를 한

한 통합수단을 기 로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넷째,녹색성장 련 정책효과성 평가를 한 정성 /정량 평가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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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녹색성장을 한 농업․농 련 정책통합의 개념

로 한 정책통합을 추진한다.

다섯째,녹색성장을 한 정책통합의 지속 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기획․집행․평가 등 정책환류(feedbacksystem)를 최 한 활용한다.

여섯째,경제 비용과 녹색생산․소비 시스템 수용의 불편성 등과 같은

녹색성장의 제조건의 완화를 한 녹색기술을 최 한 활용한다.

이상의기본원칙에바탕을두고정책통합수단별추진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3.1. 경  경  조 를 추구하는 농 목   본 향 

녹색성장을 한 농업․농 련 정책통합은 각각의 정책목표 달성을

해 개별 으로 추진되어온 농업․농 정책,환경정책,에 지정책 등을

녹색성장이라는 상 목표 달성을 해 상호 유기 으로 연계시키고 통합

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앞의 3장에서 제시된바와 같이 비 2020상의 농정비 과 정책미션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단된다.그러나「농어

업․농어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제시된 기본방향은 경제 효율성

을 환경 측면보다 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에 지 부문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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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고 있다.따라서 녹색성장의 개념 상 시장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

하는 경제성장과 자원환경의 보 등이 최 한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함으

로「농어업․농어 식품산업 기본법」의 제2장 농어업․농어 식

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제6조(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농어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

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 추구와 농어업과 농어 의 공익기

능의 극 화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한 농업부문이 경제 에서 효율 이며 환경 에서는 환경

부하를 이고 자원순환에 최 한 기여하도록 에 지를 생산․이용해

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기본방향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련 분야 문가들은 농업․농 정책과 에 지 환경정책의 목

간에 상충 계가 있다고 단하 다. 한 정책통합의 수단 정책목

표와 목 의 조화와 재배열이 정책통합을 해서 가장 요하다고 지 하

고 있다.비 2020상의 농정 비 과 미션이 경제와 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담고 있음에도 문가들의 의견이 부정 인 것은 실제로 각 부문 정책의

목 과 목표 상에서는 잘 부각되지 않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으로 단된

다.따라서 정책 목표 간 갈등 해소가 매우 요하며 이는 이후 제시할 다

양한 정책통합의 수단을 통해서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3.2. 책 추진 체계 개편

제3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녹색성장이 국가 의제화됨에 따라 농림수

산품부는 녹색성장을 한 정책 추진 체계와 거버 스 구축을 해 정책추

진체계의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농업․농 련 에 지 환경 련 정책 담과 신설을 검토해

야 한다. 문가 조사결과 정책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해서 담부서의

신설이 매우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녹색성장 책 의회는 ‘녹색성장 책 원회(가칭)’로 변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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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녹색성장 주요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조정,녹색성장 련 산

의 배분방향과 효율 운 에 한 사항,녹색성장기술 산의 확 방안

련기 등에 한 연구개발 투자 권고 등에 한 논의와 결정을 하도

록 한다. 재 녹색성장실무 의회는 농업 련기 들이 함께 참여하는

의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부 정책에 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지

속 으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녹색성장 책 원회 산하에 분야별로

문분과를 두어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을 평가토록 하여, 산수립과 평가

하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문분과에는 련정부부

처,민간 문가,농업인들의 참여를 확 할 필요가 있다.분야별 문분과

외에 정책통합의 에서 농업․농 정책 반의 녹색도를 높이기 한

문분과를 둘 필요가 있다.

셋째,녹색성장을 한 농업․농 련 정책을 한 정책 추진체계 개

편 시 일본 농림수산성의 환경 방침과 ISO14001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

다.일본 농림수산성은 폐기물의 증가,생물다양성의 감소,지구온난화의

진 등과 같은 환경문제를 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한 농림수산

업의 지속 인 발 을 해서 농지․농업용수 등의 지역자원의 보 ․

리, 문인력의 확보 등과 함께 농림수산업의 자연순환기능의 유지․증진

이 필수 임을 인식하고 있다.이에 따라 2003년 12월「농림 수산 환경 정

책의 기본방침」을 마련하 다.이 방침에 농림어업자의 주도 인 노력을

바탕으로 농림수산업의 자연순환기능을 유지․증진하고 농산어 의 건

하고 풍부한 자연환경을 보 ․조성하기 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

다.

2006년 3월 농림수산성은 본성에 해 ISO14001에 근거하는 환경 리

시스템을 도입해 환경부하 감 환경보 을 한 방안을 추진하 다.

이에 따라 신 방 환경바이오매스정책과를 총 부서로 하고 련 과들

이 참여하여 매년 ‘직 환경에 향을 미치는 농림수산성업무’와 ‘농림수

산시책 기획․입안’에 한 ‘환경목 환경목표와 실시계획 등록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농림수산성 훈령 제17호는

ISO14001:2004(JISQ14001:2004)의 요구사항에 맞춰 ‘농림수산성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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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시스템’에 한 기본 인 사항을 제시하고,농림수산성의 조직이 수행

하는 업무의 추진 시 환경배려 환경보 에 기여하기 한 한 조치

를 취하도록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ISO14001에 따라

환경측면 조사를 실시하는 농림수산성의 업무는 <표6-4>과 같다.

표 6-4.ISO14001에따라환경측면조사를실시하는농림수산성의업무

환경에 직

향을 미치는

업무

(1)사무활동

환경에 직 향을 미치는 업무 가운데,

일상업무에 해당되는 업무를 포함.

-공용차 연료사용, 기사용,에 지

공 설비 등에 련된 연료사용,용지

사용,상수사용,폐기물 배출,물품조달

(2)그 외 환경에 직

향을 미치는 업무

환경에 직 향을 미치는 업무 가운데,

(1)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를 포함.

환경에

간 으로

향을 미치는

업무

(1)환경보 정책의

기획 입안

환경보 을 목 으로 한 농림 수산

시책의 기획 입안 업무를 포함

(2)그 외 환경에

간 으로 향을

미치는 농림 수산

정책의 기획 입안

토지의 형상의 변경 등을 수반하는 농림

수산 시책의 기획 입안이며,(1)에

포함되지 업무를 포함

자료:農林水産性(2005).

환경 측면 조사표 작성은 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악취,지구 온

난화,오존층 괴,자원고갈,폐기물의 배출,사람의 건강 피해 등의 환경

측면 에서 업무와 계되는 모든 환경 측면에 해 실시한다.환경 측면

조사표 작성 시 환경 향의 발생빈도,환경 향의 발생량,환경 향의

성 등의 평가항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정책담당자의 인식 환을 한 교육 인센티 체계 도입이 필요

하다.정책통합을 해서 보다 요한 것은 정체 추진체계 자체보다도 녹

색성장에 한 정책 담당자들의 인식이다.즉,녹색성장 정책담당자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담당자들의 녹색성장에 한 인식이 능동 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이것이 제될 때 농업․농 정책 반에 녹색성장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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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해서는 녹색성장 정책통합의 개념,필요성,수단 등에 한 교

육 이수를 필수로 하여 정책담당자들의 녹색성장과 정책통합에 한 의식

을 높일 필요가 있다.교육 수료 여부의 인사 고가 반 등의 인센티 제

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녹색성장 정책 련 커뮤니 이션 략 지식 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많은 선행연구들은 정책통합이 국민,정부,민간단체가 지속

가능하고 효과 으로 리되며 미래세 에 해 책임지는 발 을 지향한

다는 사회 ․정치 ․경제 공감 를 형성할 때 성공 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를 들어 덴마크 정부는 1970년 부족한 에 지

자원,높은 실업률,농업문제를 해결하기 해 재생에 지를 확 하는 정

책을 실행해왔고,최근에는 통합 인 ‘실행계획(ActionPlan)'을 추진하고

있다.그 결과 덴마크는 재 풍력 발 부분에서 선도 국가 하나로 자

리매김하고 있다(Hamdouch,etal.,2010).이와 같이 재의 문제를 해결

하고 미래에 비하기 한 통합정책의 성공은 정부,기업,연구기 , 융

무역 기 ,로비단체 뿐만 아니라 의 지지에 기반하고 있다.

정책통합은 정부차원의 의지뿐만 아니라 사회 반의 지지를 필요로 하

기 때문에 커뮤니 이션 략 지식 리는 매우 요하다.그러나

문가 조사결과를 보면,녹색성장 정책 련 커뮤니 이션 략 지식

리의 실행 정도에 해 부정 응답이 많았다. 문가들은 커뮤니 이

션,공동 지식기반 구축, 략 지식 리 등을 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들이 필요하다고 하 다.첫째,실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교육과 훈련

과정을 확 한다.둘째, 략 지식 리와 네트워크를 한 담 기 을

두거나 련 부서의 인력을 확충한다.이와 같은 기 는 부서는 민 학

이 력하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기능과 농업인,정책 문가,

연구자 등 련주체들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셋째,녹색기술에 한 문인력 육성 교육을 확 한다.가축분뇨

그린에 지화사업의 를 볼 때 사업의 사 심사 추진과정에 해 지도

를 할 수 있는 문인력 육성이 필요하다.넷째, 련 정책과 정보를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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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집․정리․모니터링․분석할 수 있는 네트워크 허 구축이 필

요하다.이와 련하여 정책과 사업들의 연계를 살펴볼 수 있는 정책맵의

작성이 필요하다. 한 농업,농 ,에 지,환경,지식기반 등을 총 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인터넷 상에 만들어 이를 통해 세부 정책 사항이나 연구

결과, 련지식, 련 문가에 한 근을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3. 산과 과 리  연계  강   ․장  계획 립

산 체계와 련해서는 무엇보다도 로그램 산사업과 성과 리 체

계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과 리

시행계획과 로그램 산사업상에서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녹색성장 련

정책이 다르게 분류되어 산의 기획․편성․배정․집행․결산․평가․환

류의 과정을 로그램 심으로 구조화하고 그것을 성과 리 체계와 연

계시켜 성과를 리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따라서 녹색성장 정책 개발

추진,상과평가, 산을 긴 히 연계시키기 해서 ‘성과 리 시행계획’과

‘로그램 산사업’상의 정책 사업 분류를 최 한 일치시켜 성과평가

산분배의 측면에서 정책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필요성이 가장 큰 정책분야는 농업부문 에 지 정책이다.2010

년도 성과 리 시행계획에 나타난 농업부문 에 지 정책은 친환경축산지

원(농특), 탄소 녹색성장 인 라 강화,농어업 에 지 감 신재생에

지 보 추진,농가소득보 (바이오디젤 유채 생산)등의 리과제를 통

해 추진되고 있는 주요 정책분야이다.그러나 로그램 산사업에는 별도

의 로그램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녹색성장이 에 지 정책을 주요한

분야로 다루고 있고 정책통합의 에서 에 지 정책이 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로그램으로 다 산과 성과 리 체계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가칭)농어 자연자원 환경의 지속가능한 리 이용 계

획’,‘(가칭)농업․농 에 지기본계획’과 같은 ․장기 계획 수립을 통

해 정책을 추진․평가하고 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농림수산식품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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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친환경농업의 발 을 한 친환경

농업 육성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2006년에 수립된 친환경농업 육성 5

개년(2006～‘10년)계획을 살펴보면,친환경농업의 비 과 미션을 ‘국민의

건강한 삶과 생명환경농업 실 ’과 ‘친환경 안 농식품 공 으로 소비자

신뢰와 국토환경 보 ’으로 설정하 다.미션에 ‘국토환경 보 ’을 포함함

으로써 친환경농업을 통해 흙․물․산림․생명자원 등의 자연자원 환

경의 보 에도 기여한다는 목 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친환경농업 육성 세부추진계획을 살펴보았을 때,이러한 미션은 친환경농

업 육성을 통한 결과로써 국토환경을 보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진다.녹

색성장 지속가능성의 개념에서 요한 농업․농 자연자원 환경의

보 지속가능한 이용을 직 인 정책 목 으로 담고 있지는 않다.

자연자원에 한 생태․환경 보 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업뿐만 아니라

반 인 농업이 자연자원을 친환경 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녹색성

장을 해 매우 요한 사항이다.따라서 이를 한 정책추진과 원활한

산 확보를 해서 ‘(가칭)농어업․농어 자연자원 환경의 지속가능한

리 이용 계획’수립은 매우 필요하다.이를 해서 법률 ․제도 근

거 마련,세부 인 정책 개발, 략 인력 담 부서 확충, 계부처와의

력 등이 필요하다고 련 문가들은 언 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도 다양한 에 지 련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그러나 농

업부문 에 지수 련 정책들을 ․장기 이고 종합 으로 리․

추진하는 체계는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반면 국가차원에서는 2008년 8월 에 지 련 최상 계획인「국가에

지기본계획(2008~2030)」을 수립하 으며,에 지부문 녹색성장 5 비

을 제시하 다.

농업․농 부문도 국가의「국가에 지기본계획」 각종 기본 계획에

근거하여 농업․농 부문에 합한 ‘(가칭)농업․농 에 지 기본계획’

을 세우고 농업․농 과 에 지를 함께 연계한 정책을 추진하고 산을 확

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을 통한 정책통합의 사례로 일본의 정책군 사업을 벤치마킹할



214 녹색성장을 한 주요 추진과제

필요가 있다.일본의 정책군 사업은 고이즈미 내각이 시행한 산과정 개

산의 배분 추진을 목 으로 한 것으로 2004년도 산편성부

터 도입되었고,2009년 재 17건의 정책군 사업이 실시 이다.일본의

정책군 사업은 민간의 잠재력을 최 한 활용하기 해 규제개 ․제도개

등과 산을 연계하여 복수의 행정부처가 함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

을 지향하고 있다.

재 바이오매스 확 정책과 다른 목 을 지향하고 있는 기존의 에 지

련 제도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산뿐만 아니라 련 법 제도를 함께

고려하는 일본의 정책군 사업과 같은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바이오

매스 이용이 확 되기 해서는 확 자체를 한 정책들도 필요하지만 바

이오매스 이용 확 와 경쟁 계가 있는 법,제도,정책들을 함께 고려하여

정책들 간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바이오매스와 경쟁 계가 있는 기존의 에 지 련 제도로는 심야 력

요 제도,농업용 면세유,난방유 등유의 농산어 지역 면세제도,석탄수

안정 사업과 무연탄 발 지원 사업 등 석탄이용에 한 지원제도 등이

있다.47 소득층의 에 지 복지와 산업 발 등 다른 목 가진 이러한 정

책들과 환경 친화 에 지 확 를 목 으로 하는 바이오매스 확 정책

간에 조화와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한편, 재 에 지 정책에 의하면 발 차액지원제도는 2012년까지만 유

지되고 신재생에 지 의무할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바이오가스 랜트의

경우 기시설 사후 리 비용이 많이 들고 기값이 kWh당 110원으로

태양 (583원)의 1/5수 이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 차액지원제도를 폐

지하기보다는 바이오가스에 한 차액 지원을 확 하여 경제성을 높일 필

요가 있다. 한 발 차액지원제도는 지역의 에 지 자립 달성,지역주민의

극 참여를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지역 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요하기 때문에 동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47배정환.2009.「바이오매스 보 정책 개선방안」.제17회 연례심포지엄 자료집.

농정연구센터.



녹색성장을 한 주요 추진과제 215

3.4. 농업․농 책  경 향 평가 시스  도입

앞서 살펴보았듯이 녹색성장 정책 자체에 해서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책통합 에서 다른 정책이 녹색성장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가를 사 ․사후 으로 평가하는 것은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칭)녹색성장 향평가'등의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개별 정책

의 녹색성장에 한 향 기여 정도를 평가하고 평가 내용이 산 설명

서에 반 되게 하는 방안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녹색성장 향평가’도입을 해서는 우선 환경․에 지․경제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녹색성장지표의 개발 선정이 필요하다.선정된 녹색성

장지표를 기 로 사 평가와 사후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사 평가를 통

해 타당성이 확인되면 정책 로그램 시행이 가능하므로 정책실패를 최소

화할 수 있다. 한 녹색성장지표를 바탕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면 이를

기 로 정책이행을 통해 나타난 성과평가가 가능하며,정책조정 보완의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다.

‘녹색성장 향평가(가칭)'와 유사한 농업환경지표 개발 농업환경정

책 평가를 한 노력은 OECD EU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OECD의

농업환경지표 개발은 핵심지표와 지역지표로 나 어 평가하고 있으며,모

든 OECD회원국에 용 가능한 지표인 핵심지표에 을 두고 있다.48

OECD농업환경지표는 환경 측면뿐만 아니라 에 지,경제 부문 등을

포 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녹색성장지표 개발 시 활용하는 데 합

하다.

EU역시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과정에서 농업생산 소득증 를

정책목표로 하는 농업정책과 환경 간에 체로 상충 계가 존재하기 때문

48농 진흥청.「OECD농업환경지표 이용 농업정책 환류평가 연구」.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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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농어 자연자원 리지표를 통해 개별 농업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향

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유럽공동

농업정책(CommonAgriculturalPolicy,CAP)은 농업환경정책 목표 설정

정책평가를 한 기 자료로 환경․농업정책통합지표(IndicatorReporting

ontheIntegrationofEnvironmentalConcernsintoAgriculturalPolicy,IRENA)를

개발하 다.

우리나라는 과거 10년 동안에 한 지표로 본 환경성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열악한데,이는 농업환경개선을 한 체계 이고 다양한 정책

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지표에 의한 정책평가 연구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지표를

활용하여 농업환경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특히 통합 인 평가시스

템 개발이 필요하다. 한 정책평가에 필요한 지표 산출을 해서는 이에

필요한 기 자료 생산을 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녹색성장 향평가(가칭)'등과 같은 독립 인 평가제도 도입도 하

나의 방안이지만,녹색성장과 련된 평가요소들을 기존의 성과 리의 틀

내에 포함시켜 평가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향평가 제도는 기본 으로 정책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한

것이지만 농업 성장 농업경쟁력 향상을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 제도가

농업 성장 농업경쟁력 향상을 지나치게 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 평가를 한 정량 ․정성 요소에 한 심층 인 연구를 통해 평가방

법에 한 효과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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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0 에 지 소비국으로 총에 지 소비량의 97%를 수입에 의존하

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 응과 화석연료 고갈에 비한 새로운

돌 구 마련이 시 한 당면과제로 부각되었다.지구온난화가 진행될수록

국제사회는 온실가스를 이기 한 국제 공조를 해 국제규범을 통한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이러한 국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 기후

변화와 에 지 기에 선제 으로 응하기 해 정부는 미래 국가발 핵

심 략으로 ‘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 다.농업부문에서도 기후변화의

부정 인 향,경 비 부담 증가,농업환경의 훼손 등 농업부문이 안고 있

는 문제들에 응하기 해 바이오매스 활용 진,녹색기술․장비 보

확 ,융합기술의 활용,기후변화 응역량 강화 등 다양한 탄소 녹색성

장을 추진하고 있다.에 지․기후 시 를 맞이하여 향후 상당한 기간 동

안 녹색성장은 국내․외 으로 주요한 이슈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여 농

업․농 부문 녹색성장에 한 종합 인 진단과 체계 인 분석을 통한 실

효성 있는 실천 략 제시는 요한 시 과제이다.

이 보고서는 경제사회연구회의 동과제로 2010~11년의 2년에 걸쳐 수

행될 정인 ‘농업․농 부문 녹색성장 추진 략 개발’연구의 1차연도 연

구수행과 련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의 진단과 과제’에 한 결과이다.

체 으로 녹색성장 련 국내․외 논의 동향과 산업 측면에서 녹색성

장을 심층 으로 분석함으로써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을 한 체계 이

고 단계 이며 실효성 있는 실행 략을 제시하는 데 연구 목 이 있다.

이 연구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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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2020년 BAU 망치를 IPCC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에 따라

망한 결과,2005년보다 0.5%감축할 것으로 망되었다.이는 국가 온실

가스 감축목표치인 -4.0%보다 높은 수 으로 향후 농경지 온실가스 배출 감

축기술,토양 내 유기탄소 장기술,반추가축 장내발효개선 기술 등 농업부

문에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흡수 등 완화 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을 평가한 결과,녹색성장 수단이 하

게 수립된 것으로 단되나,가시 인 성과 달성과 녹색기술을 효과 으로

보 할 수 있는 정책 로그램 개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농 부문

에서 다루어야 할 녹색성장 정책을 평가한 결과,세부과제를 구체 으로

실 하기 한 정책수단에 한 개발과 재의 농 의 녹색성장 련정책

제도에 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농업인과 문가를 상으로 한 농업계의 녹색성장 인지도 조사결

과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환경보 과 경제성장의 병행여부에 해서도

정 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추진되어야 할 정책 로그램으

로는 ‘바이오매스 에 지화 진’,‘녹색기술 보 확 ’등으로 응답하

고,그 외에도 ‘기후변화 응 방 조치 강화’,‘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

업 확 ’등을 요한 사업으로 제시하 다.

넷째, 문가 조사와 정책통합의 이론을 기 로 녹색성장 련 정책통합

실태를 진단한 결과 경제와 환경이 조화․균형된 농정의 기본방향 설정이

필요하고,정책추진 체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농

업부문의 정책통합에 한 평가결과 실 으로는 성과 리와 연계된

산체계 ․장기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특정 정책에 한

녹색성장 기여도의 평가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농업부문 녹색성장의 실증 분석을 해 핵심사업인 유기농업과

지열히트펌 의 생태효율성을 분석한 결과,유기농업은 행농업보다

32.0,지열히트펌 는 기름난방시설보다 5.1높게 나타났다. 한 유기농

생산농가의 기술효율성을 분석하고,생태효율지수와 비교한 결과,기술

효율성이 높은 그룹일수록 생태효율지수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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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탄소생산성지수를 이용한 녹색성장의 실증 분석 결과 농업부문

이 비농업분야에 비해 상 으로 녹색생산성이 높은 녹색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벼 재배면 감소에 의한 질소질 비료의 사용량 감소와

축산부문의 돼지 사육증가에 따른 GDP증가 등이 농업부문 녹색생산성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탄소 녹색기술의 활용을 통한 녹색성장으로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향후 농업분야의 건실한 녹색성장을 해서는

단 면 당 질소질 비료 투입량 감소,반추가축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

녹색기술 활용 등 녹색성장을 한 핵심과제 발굴이 건인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일곱째,농 지역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와 련하여 OECD지표 틀을

이용하여 도출한 결과,‘녹색생산’,‘녹색소비’,‘녹색자원 기반’,‘주민의

환경 삶의 질’등 네 부문 지수를 종합한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는 강원

도 경상북도의 산간지역, 라남도와 라북도의 일부 평야지 등 상

으로 도시화가 덜 진행된 곳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덟째,농업부문 녹색성장을 해 온실가스 감축 는 흡수 련 농

행 에 하여 소득증 와 연계된 탄소 정책 로그램,탄소배출권거래

제 활용 등과 같은 온실가스 완화를 한 가시 인 정책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한 에 지 비용과 환경부담도 일 수 있는 지열․LED․바이

오가스 랜트, 임계유체 공정을 이용한 기반 바이오 리 이 리 등

은 농업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녹색기술이지만 녹색기술은 기비

용이 높고 상당한 재정 험이 수반되므로 이들을 완화시켜 수 있는

한 녹색 융 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한다.

아홉째,농 부문 녹색성장을 한 정책과제로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목

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농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정책추진 여건 마

련,다양한 녹색자원을 효과 으로 리할 수 있는 녹색자원 리체계 구

축,농 형 녹색산업 육성 녹색 일자리 창출,재생 에 지 활용 에

지 감기반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제와 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농정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 농업․농 련 에 지 환경 련 정책 담과 신설,(가칭)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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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성장 책 원회 설립 등 정책 추진 체계를 개편하고, 산과 성과 리

의 연계성을 강화하며,개별 정책의 녹색성장에 한 향 기여도 등을

평가하고, 산 설명서에 반 되게 하는 농업․농 정책의 녹색성장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 략 개발과 련하여 1년차 연구에서는 주로

녹색성장 실태진단과 실증 분석을 통해 분야별 핵심과제 발굴에 을 맞

추었다.녹색성장을 성공 으로 추진하기 한 구체 인 실천 략과 안

별 우선순 ,구체 이고 체계 인 정책통합 방안 제시 등은 내년에 추진

될 2년차 과제에서 집 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2년차 과제에서 다루게

될 세부과제별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 추진되고 있는 농업․농 부문의 녹색성장 정책에 한 정

책내용의 타당성,성과지표의 성,자원투입의 성,추진일정의 수

성,정책확산 노력,성과목표 달성도,효과성 등의 평가기 을 용하여 심

층 인 정책평가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1,2세부과제).

둘째,주요 선진국의 농업․농 부문 녹색성장 정책 로그램과 실천

략 가운데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구체 인 사례를 발굴하여 심

층조사하고 시사 을 체계 으로 제시하게 될 것이다(1,2세부과제).

셋째,녹색성장의 사회 비용과 편익 분석 등 경제 효과 분석을 바탕

으로 녹색성장 추진 략 수립의 기본방향 설정,녹색성장을 한 정책 포

트폴리오 설계 등을 통해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착을 한 추진 략 단

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다(1세부과제).

넷째,농 의 녹색성장 련 주요 정책과제별 구체 인 방안과 단계

추진 략을 제시하며,농 부문 녹색성장 략 실천을 한 정책추진체계

등을 제시할 것이다.아울러 1차연도 보고서에서 구성했던 농 지역 녹색

성장 잠재력 지표를 더욱 합하게 보완할 것이다(2세부과제).

다섯째,녹색성장을 한 농업․농 련 정책 통합 추진방안과 농업․

농 정책,환경 정책,에 지 정책,기술 정책 등의 련 정책 포트폴리오

를 제안하고,정책분야별,통합 상별,정책 수단별 정책통합의 우선순 ,

정책통합을 한 단계 로드맵 등을 제시할 것이다(3세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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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주요 내용

부표 1.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주요 내용
각 장의 명칭 법 조항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제8조)

-법의 목 , 탄소 녹색성장,녹색기술 등의 용어 정의
- 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에 한 규정
-다른 법률과의 계등

제2장
탄소

녹색성장
국가 략

(제9조～
제13조)

- 탄소 녹색성장 국가 략의 수립․시행에 하여 앙행정기 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정의
-추진상황 검 평가,정책에 한 의견제시 등

제3장
녹색성장
원회 등

(제14조～
제21조)

-녹색성장 원회의 구성 운 과 기능에 한 반 인 내용
-분과 원회와 녹색성장기획단의 구성,공무원 등의 견요청,
지방녹색성장 원회의 구성 운 ,녹색성장책임 의지정 등

제4장
탄소

녹색성장의
추진

(제22조～
제37조)

-녹색경제․녹색산업 구 을 한기본원칙의 제시
-녹색경제․녹색산업의육성․지원에 한 조세와 융지원,
정보통신기술과 소기업지원 등에 한 세부 인 사항
-녹색기술․녹색산업에 한 일자리 창출과 규제의선진화와 국제규범
응 등

제5장
탄소 사회의
구

(제38조～
제48조)

-기후변화 응의기본원칙과 계획,에 지정책 등의 기본원칙과 계획
수립
-기후변화 응 에 지의목표 리,온실가스 련 체계 구축,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원자력 산업 육성 등

제6장
녹색생활
지속가능발 의

실

(제49조～
제59조)

-녹색생활 지속가능발 의실 ,지속가능발 기본계획의수립․시행
-국토․물․교통체계,건축물 리,녹색생활운동의 진,교육․홍보등
-제55조친환경 농림수산의 진 탄소흡수원 확충:에 지 감
바이오에 지 생산을 한 농업기술을개발하고 친환경․유기농
농수산물 나무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확산
-제56조생태 의 진등:동․식물의 서식지,자연환경자산 등을
조화롭게 보존․복원 이용하여 자원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생태 을 진
-제57조녹색성장을 한생산․소비 문화의 확산:제화의 과정에서
에 지와 자원을 약하고 효율 이용하며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함.

제7장
보칙

(제60조～
제64조)

-자료제출등의요구,국제 력의증진,국회보고와보고서작성,과태료
등

주: 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2010년 1월 13일에 제정(법률 제9931호)되었으며,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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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 인벤토리

<부표 2>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 인벤토리

범주 정책 농업인 문가
정책
담당자

기후
정책

완화
정책

(온실가스
감축
흡수)

․분야별 정확한 온실가스 산정을 한 통계시스템
구축

○

․국제 기 에 부합하는 배출․흡수계수 개발,
통계검증 시스템 확충

○

․농업부문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 ○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통계 리 시스템 구축
운

○

․온실가스 감축 시 인센티 지 방안 도입 ○ ○

․농축산분야 온실가스 인벤토리 체계 구축 ○

․농식품 탄소이력추 기반 구축 ○ ○

․농업부문 탄소세 도입 ○

․농업부문 탄소 장 탄소 농업기술 개발 ○ ○

응
정책

․동․식물의 생태변화 측기술 개발 응
로그램 마련

○

․농작물 재해보험 재정비 활성화 ○ ○ ○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생산 향평가 측 ○ ○

․한반도 농생태계 취약성 평가 취약성 지도 작성 ○

․곡물 주요 생산․소비국 작황정보시스템 구축 ○ ○

․국가 병해충 찰․방제 네트워크 조성 ○ ○

․작물별 재배 지 선정 작물 재배치 ○ ○

․기후친화형 식량생산 기술 개발 ○ ○

․기상재해,병해충 응 방제법 개발 ○ ○

․이상기상에 따른 농업재해 평가 피해 최소화
기술 개발

○ ○

․아열 작물 도입,평가 재배법 개발 ○ ○

에 지
정책

에 지
효율화

․시설원 농업시설 보온력 향상 에 지 감
창치 보 확

○ ○

․시설원 농가에 지열히트펌 보 확 ○ ○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 ○ ○

․농업용 기계에 한 합리 인 배기가스 규제 정책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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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계속

범주 정책 농업인 문가
정책
담당자

에 지
정책

재생
에 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에 지화 시설 확충 ○ ○

․갈 ․억새등비식용농작물의품종개발 간척지,
유휴경지,수변구역 등을 활용한 시험연구 후
상용화

○ ○

․농업부문 바이오매스 자원 분포도 작성 ○

․퇴․액비 고품질화 품질평가 기 설정 ○

․태양 ,풍력 등 재생에 지의 육성 ○ ○

․농업용 수지의 개용수․하천유지수
잉여수를 이용하여 기에 지 생산․공

○ ○

․바이오에 지 원료작물 최 생산시스템 개발 ○ ○

새로운
에 지
개발

․농산물재배시LED 원실용화기술개발 보
확

○ ○

․LED이용 시설작물 생산성․품질향상 기술 개발 ○ ○
․농업용 LED보 사업 추진 ○ ○

환경․
자원 리
정책

녹색
공간
조성

․농가-마을-거 별로 특성화된 농어
체험․휴양시설 등 녹색공간 조성

○ ○

․농어 의 경 과 문화․역사,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기반(녹색농 체험마을,생태휴양마을 등)
조성 로그램 개발보

○ ○ ○

․새만 지역을 자연순환(경종․축산)
신재생에 지 시스템을 결합시킨 농산업 복합생산
시범단지로 개발

○

․에 지 자립형 녹색마을 확산 ○
․친환경․ 에 지형 농어 주택 표 설계도
개발․보

○ ○ ○

․미래 농어 의 새로운 모델 정립을 한 팔도강산
수강 만들기 추진

○

․녹색공간계획지표개발 생태공동체지속성연구 ○
․농 어메니티자원 발굴 녹색공간 계획 지원체계
구축

○

․도시민유치 농어 지역활력증진을 해다양한
도농교류 확산 로그램 운

○ ○

․생활 공감형 도시농업,가정원 육성으로 도시
녹색공간 확

○

․간척지를 활용한 작물생산 기술 개발 ○ ○

자원
리

․4 강 수질개선 재해 방을 한 기반시설 정비
등 물 리 강화

○

․물의 효율 이용 약 진 ○ ○
․친환경 물 약 기술개발을 통한 장실용화
산업화 진

○ ○ ○

․물 약형 개기 설정 지침서 작성․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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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정책 농업인 문가
정책
담당자

녹색산업
정책

친환경
농업
육성

․주요 작물별 미생물 활용 매뉴얼 개발 보 ○ ○ ○
․친환경 농업지구, 역친환경농업단지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 ○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 확 ○ ○
․친환경농산물 학교 식 확산 유도 ○
․생물농약(천 등),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농산업
육성

○

․겨울철 유휴 농지,하천부지 등에 식량․사료작물
재배,토지이용의효율성향상등제2녹색 명지속
추진

○ ○

․수직형식물공장 등 IT기술 융합 지능형
농업생산시스템 개발

○ ○

․녹비작물 품종 활용기술 개발 ○

녹색
식품

․유기가공식품 인증 강화 ○ ○
․국내산 원료 사용업체를 상으로 인센티 제공 ○
․지역단 의 농어업 생산자와 식품가공업체 간
융․복합 추진

○

․국내산농수산물의기능성연구를통한활용도제고 ○

․국가식품클러스터(북익산)를친환경․재생에 지
사용,연구․물류시설등으로공동활용,고효율
에 지 설비 설치 등을 통해 친환경 으로조성

○

․가공식품 음식 의 원산지 상품목 등을 확 ○

․식품의 이동거리를 알려주는 푸드 마일리지 표시
활성화 유도

○ ○

․농수산식품분야 탄소표시제 도입 추진 ○
․농축산물 농자재에 한 과정목록(LCI)작성 ○
․발효식품,슬로우푸드로 표되는한식을세계화하여
국가이미지제고 경제 부가가치창출

○ ○

․식품산업 발 을 선도할 핵심 인 라 조성 ○ ○

․식품안 신뢰도 향상 유통선진화 기술 개발 ○

․발효식품의 산업화 ○

․ 탄소식문화 녹색소비활성화를 한 로그램
개발

○

녹색
융

․자본집약 시설농업 농가가 녹색에 지
기술도입시 융지원

○ ○

․생산측면에서 에 지 감과 효율화 등의 녹색기술
활용 농업시설,유통측면에서 포장과 운송
부문에서의 융지원

○ ○

․농업투자펀드를 통해 농업 련 녹색기술보
기업에 한 우 리 출

○

․농업부문 험 리를 한 녹색보험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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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정책 농업인 문가
정책
담당자

녹색산업
정책

생명
산업

․다양한 농업유 자원의 확보 보존 ○

․농업 유 자원을 활용한 략 신품종 육성 ○

․종자를 수축 략품목으로 육성하여 수출 확 ○ ○

․곤충․식물을 이용한 의료용 단백질 생산기술 개발 ○

․고부가GM작물개발핵심원천기술확보 안정성
평가 기술 개발

○

․토종 유 자원 활용기술 개발 ○
․BT․나노기술을 이용한 신기능성 작물 신소재
산업화기술 개발

○

․감귤,잡곡 등을 이용 인공피부,바이오화장품,
천연색소 개발

○

일자리
창출

․녹색뉴딜 사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기술개발․산업육성에 의한 녹색일자리 창출 ○ ○
․녹색사회 기업의 극 육성 ○
․녹색일자리 종합정보 네트워크 구축 ○

녹색기술정책

․녹색기술인증제를 도입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 ○
․녹색기술․ 로젝트 투자시 리자 지원,
수출․보험지원 인센티 제공

○ ○

․농업용 로 개발,IT․BT융복합형
자동화․정보화 시스템 구축

○ ○ ○

․녹색기술 개발 효율성 제고를 한 R&D종합조정
강화

○ ○

․녹색기술 개발 통합사업단 구성 운 ○

․녹색기술 개발 효율성 제고를 한 산․학․연
연계체제 구축

○ ○ ○

․효과 인 녹색기술 획득 략 수립 ○

․농업부문 녹색기술 연구개발 거 조성 ○ ○

․녹색기술 이 사업화 진을 한 기반 구축 ○ ○

․녹색신기술 인증 실용화 사업 추진 ○

․녹색기술 창업 진 성장지원 ○ ○

․녹색기술 표 체계 확립 국제표 화 추진 ○

․녹색기술 련 정보종합시스템 DB구축 ○ ○

․녹색기술 정보 련 국내․외 력 네트워크 구축 ○

․녹색기술 개발을 한 국제 력 활성화 ○

․IT기술융합 농업정보화 농업센서 기술개발 ○ ○

․농작업 자동화 정 농업 기계 개발 ○ ○

․ 임계유체를이용한미강제품생산 의바이오
리 이 리 도입

○

주:○는 정책 인벤토리 련 농업인, 문가,정책담당자 등 련주체와 해당 정책과의

련성을 나타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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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5개년 계획 농업분야 과제

<부표 3>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농업분야 과제
3
략방향

10
정책방향

50
실천과제 세부과제명

추진시기 주 부처
조부처착수 완료

기후변화
응
에 지
자립

효과 인
온실가스
감축

탄소가
보이는사회

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 리
시스템구축 운

2009계속 녹색 ,농진청,
산림청외

탄소를
여가는사회

농축산부문온실가스감축추진 2009계속
농식품부,
농진청

탄소를순환․
흡수하는사회

농업부문탄소 장 탄소
농업기술개발을통한탄소순환 20092013

농진청,
농식품부

탈석유․
에 지자립
강화

청정에 지
보 확

열부문공 확 20092013환경부,농림부,(지경부)

기후변화
응역량
강화

국가식량안보
체계확립

기후변화에따른식량생산 향평가
측 20072020

농진청,
(농식품부)

기후친화형식량생산기술개발 20002030농진청,농식품부

농업정보화,자동화등기반마련 20082030
농진청,
농식품부

안정 인식량생산을 한토 마련 20052030농진청,(농식품부)

시민이함께하는
『녹색식생활운동』확

2007계속 농진청,
(농식품부)

곡물주요생산/소비국
작황정보시스템구축

20102013
농진청,기상청,
(국가정보원)

탄력 인식량수 을 한국제 력
확 2000계속

기상청,농진청
농식품부

안정 인
수자원
리능력강화

4강살리기사업을통한안 하고
쾌 한하천조성

20092013국토부,환경부농식품부

물의효율 이용 약 진 2000계속
환경부,
(국토부),
(농진청)

기후변화 응
재해 리강화

기 응능력강화를 한교육
자연재해보험활성화

20092013방재청,농식품부

신성장동력
창출

녹식기술개발
성장동력화

녹색기술개발
투자의
략 확

녹색기술개발을추가재원확보방안
마련

20102013기재부,각부처

녹색기술개발투자 략수립 20092013
녹색 ,국과 ,
각부처

GreenTech.2015Initiative사업 20092015교과부,지경부,각부처

기존국가연구개발사업의녹색화 20092013교과부,각부처

기술개발지원제도의녹색화 20092013녹색 ,국과 ,
각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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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략방향

10
정책방향

50
실천과제

세부과제명
추진시기 주 부처

조부처착수 완료

신성장동력
창출

녹식기술개발
성장동력화

효율
녹색기술개발
체계의구축

녹색기술개발효율성제고를 한
R&D종합조정강화

20102013국과 ,각부처

녹색기술개발통합사업단
구성․운

20102015국과 ,각부처

녹색기술개발효율성제고를 한
산․학․연연계체제구축

20102013교과부,각부처

효과 녹색기술획득 략수립 20102013녹색 ,각부처

녹색기술연구개발거 조성 20102012
교과부,지경부,
각부처

녹색기술이
사업화추진

녹색기술이 사업화 진을 한
구반구축

20092013
지경부,환경부,
각부처

녹색신기술인증 실용화사업추진 20102013
녹색 ,지경부,
환경부,각부처

녹색기술창업 진 성장지원 20092013
지경부,환경부,
각부처

녹색기술연구개발 사업화지원
문기업육성

20102013지경부,각부처

녹색기술사업화 담인력양성
지원

20102013
교과부,지경부,
각부처

녹색기술․
산업개발을

한
인 라확충

미래기반핵심연구인력양성 20092013교과부,각부처

녹색기술표 체계확립
국제표 화추진

20092013지경부,각부처

녹색기술 련정보종합시스템 DB
구축

20092013국과 ,각부처

녹색기술정보 련국내․외 력
네트워크구축

20102013교과부,각부처

신성장동력
창출

녹식기술개발
성장동력화

녹색기술
개발을
한

국제 력
활성화

로벌녹색기술개발을 한 략
트 십활성화

20102013교과부,각부처

녹색기술 력을 한국제규범구축
참여활성화

20102013교과부,각부처

선진국녹색기술공동연구사업 20102013교과부,각부처

개도국녹색기술국제 력증진 20102013
교과부,지경부,

환경부,각부처

녹색기술산업의신성자동력화를 한
국제 력확

20102013지경부,각부처

로벌녹색기술표 구축사업 20102013지경부,각부처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사업
육성

LED응용분야시장수요창출 20092013
지경부,국토부,

농식품부

산업의녹색화
녹색산업
육성

산업별
녹색 환
신확산

친환경농식품산업육성 20092016
농식품부,

(농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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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략방향

10
정책방향

50
실천과제

세부과제명
추진시기 주 부처

조부처착수 완료

신성장동력
창출

산업구조의
고도화

신성장동력
첨단융합산업
육성

바이오자원개발 20092013
지경부,농진청,

(교과부)

바이오제약(지원)․의료기기제도
선진화

20092012

지경부,복지부,

농진청,

(식약청)

고부가식품 략품목개발 20092013
농식품부,

(농진청)

식품산업발 을선도할핵심
인 라조성

20092013농식품부

고부가식품산업 내․외수요창출
확

20092013농식품부

녹색경제
기반조성

녹색일자리
창출 진

녹색뉴딜사업추진을통한일자리
창출

2009201311개부처

기술개발․산업육성에의한녹색
일자리창출

20092013각부처

녹색사회 기업의 극 육성 20092013노동부,각부처

녹색일자리종합정보네트워크구축 20102013노동부,각부처

삶의질
개선과
국가 상
강화

녹색국토․
교통의조성

녹색국토․
도시의조성

탄소흡수원가치가높은산림,도시숲,
농지,수자원,해양 극보존

20102012

국토부,환경부,

농식품부,

산림청

생태공간의
확충

생물서식,홍수 감,수자원확보등
도시속다기능생태공간확충

20102013
환경부,국토부,

농식품부

참여를통한 탄소녹색림조성
도시공원확 로생활권녹지확충

20092013
환경부,산림청,

농식품부

녹색건축물
확

친환경 에 지주책인그린홈모델
개발 지역별보 확

20092013
지경부,국토부

(농식품부)

생활의
녹색 명

녹색소비의
활성화

(일반국민)생활 반의녹색소비
생활문화확산

20092013

환경부,지경부,

농식품부,(

식약청)

소비자가쉽게이용할수있는
그린유통망확

20092013
환경부,

(농식품부)

녹색마을조성
운동 개

정부주도형 탄소녹색마을
조성․확

20102013
환경부,행안부,

농식품부,

산림청

녹색마을운동 개 20102013

환경부,

(행안부)

(농식품부),

(식약청)

자료:녹색성장 원회(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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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농식품 분야 녹색성장 50개 실천과제 목록

3 략․9 추진과제 50개 실천과제

①바이오매스
에 지화 진

➡
▪가축분뇨자원화․에 지화
▪목재펠릿수요확
▪해조류바이오매스에 지화

▪산림바이오매스공 확충
▪농산바이오매스에 지화

투입
고효율녹색
산업화

②녹색기술․장비
보 확

➡

▪녹색기술R&D투자확
▪농업용LED이용효율성향상
▪어선유류비 감
▪지하해수개발

▪시설원 에 지 감장비보
▪유용미생물이용기술개발
▪소형어선 기시스템개발
▪소수력발

③기후변화
응역량강화

➡

▪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
▪농․축산분야온실가스
감축기술개발
▪해외농업정보수집
▪농업경 체정보화,자동화
▪농작물재배보험활성화
▪북한산림 공유하천복구
지원

▪탄소배출권거래제도입
▪개도국조림,국제기구유치등
해외 력
▪해양 측,어족자원변화
리강화

▪동․식물․수산물병해 리
▪산림재해 방 생태계
모니터링

④농산어
활력증진

➡

▪체험․생태 인 라확
▪ 탄소녹색마을조성(농 형,
산 형)
▪농업용수 리강화
▪도농교류활성화

▪새만 을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육성
▪친환경농어 주택
표 설계도개발․보자연

자원의
지속가능
이용․ 리

⑤탄소흡수
녹색공간
유지․확

➡
▪유휴토지조림 도시녹화
확
▪해양생태계보 강화(바다숲)

▪산림생태계보 강화(생태숲)
▪생활원 실용화

⑥고부가생명산업 ➡
▪신소재기능성작물개발
▪고부가종자산업육성

▪수산바이오산업육성
▪형질 환가축개발

⑦친환경농산업
기반육성

▪친환경농산물생산비 확
▪친환경어구보 확

▪친환경농자재산업육성
▪제2녹색 명추진

➡

국민건강
증진과국격
제고

⑧ 탄소국가
식품시스템구축

➡

▪첨단식품클러스터확충
▪고부가 탄소식품기술개발
▪농림수산식품분야탄소표시제
도입

▪식품정보제공확
(원산지,푸드마일리지등)
▪한식세계화

⑨녹색식문화확산 ➡▪녹색식생활운동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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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농업부문의 녹색성장 추진정책의 주요 내용

3 략
9

추진과제
50개실천과제
(농업부문34개)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고 소요 산

투입․
고효율

녹색산업화

바이오매스
에 지화
진

가축분뇨
자원화․
에 지화

․3,000톤CO2감축
(개소당1천톤CO2
감축)

․2012년가축분뇨해양배출 지
비,자원순환농업활성화를통한
온실가스감축

․에 지시범사업:2010년
3개소/105억원

․2010～2020년:
4,476억원

농산바이오매스
에 지화

․바이오디젤생산만
고려:107,217톤CO2
감

․유채재배시:
22.5만톤CO2 감

․2012년유채45천ha재배
․농림수산식품부(2007년자료)
․바이오디젤의CO2배출량은
0.7톤으로경유에비해2.48톤 감
가능

․유채재배시ha당5톤CO2 감
효과

-

녹색기술․
장비보
확

녹색기술R&D
투자확

-

․기 연구단계인농식품과학기술에
투자확

․R&D 녹식기술분야의
재정투자로녹색성장견인

․2010～2020년:
71,725억원

시설원
에 지 감장비

보

․7,97.6만톤CO2감축,
연간66.5만톤CO2
감축(2009년～2020
년인12년으로나눔)

․농어업분야신재생에 지(지열)
보 으로농가경 비부담완화,
농업분야친환경녹색성장선도

․2010년은시설원 주,
2011년부터농어업타분야로확

․(시설원 체난방면 48%인
6,323ha보 시)2020년까지
시설원 유류사용113.2만㎘,
난방비11,588억원 감

․2010～2020년:
29,840억원

농업용LED
이용효율성향상

․연간약6.8만톤
탄소 감

․농업용백열등 심 원을LED로
체할경우,연간120억원
기에 지 감(농 진흥청)

-

유용미생물
이용기술개발

- - -

소수력발
․연간46,800톤CO2
감축

․2016년까지소수력발 소57개소
(2009년10개소)건립,연간
8만Mwh 기생산

․농어 공사의탄소 감계수를
이용해추정한값임.

․소수력발 시탄소 감계수
1Mwh당0.585톤CO2

-

부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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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계속

3 략
9

추진과제
50개실천과제
(농업부문34개)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고 소요 산

투입․
고효율

녹색산업화

기후변화
응역량
강화

온실가스
인벤토리구축

- -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입

- - -

농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개발
- - -

해외농업정보
수집

- - -

농․식물․수산
물병해 리

- - -

농업경 체
정보화,자동화

- - -

산림재해 방
생태계모니터링

- - -

농작물재해보험
활성화

- -

농산어

체험․생태
인 라확

- - -

새만 을
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
육성

- - -

농 형 탄소
녹색마을조성

-

․바이오매스와신재생에 지를
활용한‘농 형에 지자립
녹색마을’조성

․ 상지1개소(북완주)선정
조성(2010～2012년)

․2020년4개소확

․2010～2020년:
1,363억원

친환경농어
주택표 설계도
개발․보

-
․기존건물 비연간10%이상의
CO2 감(농어 연구원)

-

자연자원의
지속가능
이용․ 리

활력증진

농업용수
리강화

- - -

도농교류활성화 - - -

필도강산
수강 만들기

- - -

탄소흡수
녹색공간
유지․확

생활원 실용화 -

․시민,농업,문화가함께하는
도시농업

․도심녹지조성으로에 지 감,
도심안 한먹거리생산 련
산업확 로일자리창출

․2010～2020년:
4,2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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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계속

3 략
9

추진과제
50개실천과제
(농업부문34개)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고 소요 산

자연자원의
지속가능
이용․ 리

고부가
생명산업

신소재기능성
작물개발

- - -

고부가종자산업
육성

- - -

국민건강
증진과
국격제고

친환경
농산업
기반육성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확

․친환경농업지구
7,555톤CO2 감,
연간1,511톤CO2
감

․ 역친환경농업단지
85,673톤CO2 감,
연간17,135톤CO2
감

․친환경농업지구조성(2008～2012년)
․ 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2008～2012년)

․2010～2020년:
34,003억원
-기반구축:
6,259억원
-유통센터:
231억원
-친환경비료
지원:
27,513억원

․유기농산물재배면 :2009-13천ha,
․유기농식품시장규모:
2008-4,000억원,2015년-2조원,
2015년-50천ha

친환경농자재
산업육성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37,453톤CO2 감,
연간7,491톤CO2
감

․유기질비료:2008년200만톤,2009년
210만톤,2012년250만톤으로확

․2010년225만톤,2011년
235만톤으로추정

․5개년지원량은1,120만톤
․톤당0.003344톤CO2 감

-

제2녹색 명
추진

․제2녹색 명가운데
청보리재배로
644,974톤CO2 감,
연간128,995톤CO2
감

․청보리면 :2008년115천ha,2009년
153ha,2012년260ha로확

․2010년면 190ha,2011년면
230ha로추정하여탄소 감량
추정시5개년면 은948ha임.

․ha당0.68톤CO2 감

-

탄소
국가

식품시스템
구축

첨단
식품클러스터
확충

- - -

식품정보제공
확 (원산지,
푸드마일리지

등)

- - -

고부가 탄소
식품기술개발

- - -

한식세계화 - - -

농림수산식품
분야탄소표시제

도입
-

․농림수산식품의 탄소형생산
소비유도

․인증 상품목:2015년-100품목,
280건

․2010～2020년:
141억원

녹색
식문화
확산

녹색식생활
운동확

- - -

연간탄소감축량계 1,270,149톤 CO2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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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시도별 녹색성장 추진계획 농업부문 계획

<부표 5> 시도별 녹색성장 추진계획 농업부문 계획
구분 농업부문 주요내용

강원도

● 기후변화 응역량 강화
․온실가스 배출통계 리시스템 구축 운
-농경지 온실가스 시스템 구축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추진:농축산 부문
-에 지 감 신기술․기종 발굴 확산 보
-시설작형 최 모델 정립 기술 보
-반추가축 사양기술 개선을 한 양질의 조사료 공
-가축분뇨 자원화로 온실가스 감
-가축분뇨를 퇴ㆍ액비로 자원화하여 환경오염원 사 방지
․기후변화 비 재해 리 강화
-풍수해 감 종합계획 수립(18시군)
-풍수해보험 가입(18시군)

● 녹색산업 신정장동력 창출
․농업부문 탄소 장 탄소 농업기술 개발을 통한 탄소순환
-시설원 에 지 이용효율화 시설지원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
-친환경 농산물「인증활성화」지원
-친환경 농자재 공
-친환경농업 직 지불제 지원
-경 보 직 지불제 지원
-친환경농산물 물류시설 지원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
-친환경 인삼재배 확
-시설원 재배면 확
-시설원 품질개선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생산 향평가 측
-기후변화 응 환경친화형 탄소 농업 측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응 병해충 발생진단 방제법 확립
-친환경 기술농업 보 으로 자연순환 녹색성장 기술 확산
-미생물 농약 등 생물산업(Bio)기술경쟁력 강화 실용화 기술개발
․기후친화형 식량생산 기술개발
-지역 우 략작목 개발 육성
-고랭지 채소 안정생산 기술개발 체작목 개발
-고랭지 토양환경보 지력증진기술 개발
-기후변화 응 작목별 응기술 개발
-동해안해양기후 자원이용기술 개발:난지 과수재배가능성 검토,해양기후자원을
이용한 에 지 약형 시설재배,심층수활용기술 개발
-기후변화 응 신품종 육성 농가 보
-논 이모작 시험재배(화천):계획수립(‘09),4개소 2.8ha추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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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계속
구분 농업부문 주요내용

강원도
(계속)

․탄력 인 식량 수 을 한 국제 력 확
-몽골 튜 도 ‘강원농업타운’운
-식량작물의 안정생산을 한 해외 종자생산기지 구축 국제공동연구
․친환경 농식품산업 육성
-생태그린바이오 특구 지정ㆍ운 (평창)
-세계 유기농수산 연구․교육 건립 운 (삼척)
-웰빙 산채클러스터 구축(양구)
․고부가 식품산업 육성
-우량묘삼포:신품종보 고품질우량묘삼생산체계구축으로인삼경쟁력제고
-약 명품화:경쟁력 있는 약 를 략품목으로 명품화하여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물로 육성
-특화품목 육성사업:지역특성에 맞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략품목 집 육성
랜드 개발로 경쟁력 제고

-와인 통장류 생산업체를 선정 집 지원 -강원 10 명품으로 육성
-고부가 식품생산을 한 기반시설 조성
-향토자원육성사업:농 지역에부존되어있는향토자원을개발하여1,2,3차산업으로
연계∙발 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품질보증제 확 ,원산지표시제 이행

●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생태계 변동 모니터링 생태 공간 확충 추진
-도시생활농업 지원
․ 탄소 자원순환사회 구 녹색식생활 운동 확
-향토음식 자원화 농가 맛집 조성
-농 여성 창업활동 지원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강릉)
-유기농,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한 식품가공(양구)

경기도

● 산업의 녹색화 녹색산업 육성
․2011세계유기농 회 성공개최로 유기농 련 산업 확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유기농산물 연구기능 강화

● 기후변화 응역량 강화
․농사도 문경 시 ! 문 경 인 육성
-규모화 등 종합지원을 통한 문 경 체 육성
-농지규모 확 ,규모화를 통한 정 소득 유지, 은 후계인력에 한 비 제시로
농인력의 농 정착 유도

․ ,수 보,농업용 수지 활용 소수력 발 건립
-사업추진을 한 규제개선 등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유 기 (수자원공사,농 공사
등) 민간투자 극 유도

● 효율 인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비료 공 으로 이산화질소 감축
-유기질비료 공 ,토양개량제 공 ,맞춤형 비료 공
․벼,옥수수,고추,배추로 온실가스 감축 비료 만든다
-Post-2012체제에 비한 온실가스 배출 감 신제형 화학비료 개발
․가축분뇨 활용하면 자원 약,메탄가스 감축 OK
․가축분뇨 악취 미생물로 임

● 에 지 약 자립 강화
․가축분뇨 메탄가스로 난방,우수기술 개발국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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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계속
구분 농업부문 주요내용

경상북도

● 효율 인 온실가스 감축
․농어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농어업부문온실가스 감축진단 컨설 사업을통한 탄소 온실가스감축 체계
구축
-농어업부문 CDM 메탄자원화 사업 등 탄소 고효율화 사업 발굴
-농업부문 탄소 감 시설 확 자발 감축 강화
․ 탄소 자원순환운동 실천 폐기물 바이오가스 자원화 사업 추진
-자원순환의 날 운
-유기성폐기물의 통합처리로 바이오가스 보

● 기후변화 응 역량 강화
․기후변화 응 농업부문 기술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지 응시스템 구축
-환경친화 생물 방제실용화 기술개발
-기후변화 응 작물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기후변화 응 병해충 발생 양상 모니터링 연구개발
-기후변화 응 농산물폐기(왕겨)활용 농자재 개발
․낙동강 수계 수지 증고사업
-기존 농업용 수지 증고 통한 수량 증량으로 홍수 방 농업용수 확보,하천
생태계 보 을 한 유지용수 확보 등
-기존 수지 제당 높임
-수문 설치 방수로 확장,제당 높이기에 따른 도로 이설

● 지역산업의 녹색화 녹색산업 육성
․식물공장 심 복합산업단지 조성
-센서와 LED조명 기술 이용 4모작 식물공장 시스템 개발 연구
-식물공장 건설의 국가기술표 화(에 지/환경/안 /식물품종)수립

●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
․농업부문 친환경 기반구축
-친환경 생산단지 조성,녹색성장우수지구조성,친환경 농자재 공 ,유휴지활용
재배면 확 등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구축
-가축분뇨의 자원화 에 지화 사업
-농경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기술 개발 등
․ 통식문화 체험 건립
-지역농업과 식품산업 농 연계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한식세계화
기반구축

․아리랑타운 조성
-아리랑교육농장 조성:농작물재배단지,동물농장,수확농장,요리체험장 등
-친환경농업 녹색농 조성(재배단지,그린 빌리지 조성 등)
․신재생에 지 원 단지 조성
-태양열,LED,지열을 이용한 원 재배단지 조성(40ha규모)
-태양열,LED,지열 이용 시설재배작물 R&D지원
․로컬푸드 활성화
-지역농산물 소비 진통한 푸드 마일리지 감축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
-로컬푸드시스템구축 한학교 식지원센터설치,지역농산물소비 진(지산지소)
한 자상거래 직거래 활성화 진,친환경 농산물 생산정보 소비자 활동
시스템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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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계속
구분 농업부문 주요내용

경상북도
(계속)

● 생활의 녹색 명
․농어 형 에 지 자립마을
-가연성,유기성,폐자원,산림자원 농업부산품 등 바이오매스를 체계 ,
종합 으로 활용,탄소제로마을 토 마련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한 에 지 시설 을 연계한 인 라 조성(기존 마을의
리모델링 개념)

․녹색 농업타운 조성
-그린에 지 시설원 단지 조성
-그린에 지 시설원 단지 조성
-친환경농산물 가공․유통시설 등
․농어 체험 인 라 조성
-녹색 에 한 국민여가 수요증가에 따라 농어 의 어메니티와 연계한
생태체험마을 조성

경상남도

● 에 지 자립 기후변화 응
․고효율 탄소 냉․난방 겸용기기 공
-시설원 농의 탄소배출 책 친환경농산물생산(기온풍기,공기열히트펌
공 )

․LED 이용 채소재배기술 개발
- 탄소 친환경 원인 LED 의 농업 활용 기술 개발
․ 탄소 친환경 축산기술 보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으로 축산경 안정 자연순환농업 육성
-개별시설,공동자원화시설,정착 구조개선,액비 장조,액비유통센터,액비
살포기,액비성분분석기 설치(구입)지원

․생명환경농업 육성(고성군)
-생명환경농업을 농업의 분야로 확 시행
․식량작물 탄소 감형 생산기술 개발
-화학비료 체 우리 재배확 생산기술 연구
․녹비작물 혼 활용 벼 재배법 개발(농업기술원)
-2013년까지 녹비작물 혼 에 의한 벼 재배법 구명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개발 연구(농업기술원)
-2009~2013기간 천 활용 이용 병해충방제 기술 개발 25건
․조사료 생산 기술개발 연구(농업기술원)
-양질조사료 생산을 한 혼 재배 기술 개발
-사료 맥류 신품종 육성 재배기술의 신속한 농가보
․ 탄소 녹색성장 생력 무논 기술 보 (농업기술원)
․녹색농 통기술 자원화 체험활동 활성화(농업기술원)
․친환경 토양 리기술 연구(농업기술원)
․ATEC 탄소 녹색농업 시범교육장 운 (농업기술원)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사업 시범 추진
-토종농산물 지정(7종):토란,메 ,율무,도라지,민들 ,연,돌미나리
․배수개선사업(합천 외토지구 시)
-자연재해의 사 방으로 안정 인 농을 도모하며 지 배수시설의 설치로
농작물의 침수를 방지

․농업용 수지 사업
-낙동강 주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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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계속
구분 농업부문 주요내용

경상남도
(계속)

․시설원 순환식 수막시스템 보 (농업기술원)
-순환식수막시스템(수막공 장치,물받이,집수구,탱크,회수시설 등)
․자연재해 보험 활성화
-태풍,폭우,폭설등 기치못한피해에 한보험가입으로개인별재해피해비용
경감 도모

․맑은물 농업용수 공 사업
-원 ․특작지역 친환경농산물 재배단지에 맑은 물을 공 하여 품질고 화
생산성 향상

● 생활의 녹색 명 실천
․농어 주택 개량사업
․정보화 마을 조성 자립기반 강화
-농․어 등 정보 소외 지역에 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여 정보 근 기회 향상
- 고속인터넷망․마을정보센터 구축,가구별 PC보
․갈 리 녹색마을 조성
-온실가스 감 기후변화 응에 앞장설 수 있는 농 형 에 지
자립마을(탄소배출 제로하우스)조성

라북도

● 효율 인 온실가스 감축
․LED이용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탄소 시설원 산업 육성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사업
․원 냉각수를 활용한 녹색농업 확 사업

● 탈석유에 지 자립강화
․원 외선 램 하우스에 지 감 작업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열병합 사업

● 기후변화 응 역량 강화
․4 강(강,섬진강)주변 농업용 수지 증축
․다목 농 용수 개발
․농업부문 기후변화 응을 한 모니터링 사업
․자연재해피해 최소화를 한 농작물 재해보험 활성화 사업
․안정 인 식량작물 생산 토 구축

● 산업의 녹색화 녹색산업 육성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탄소 감형 농축산 모델 확 보
․탄소순환 해수농장 시범사업
․유기순환 한우 시범목장 조성 사업

● 산업구조의 고도화
․Seed밸리 조성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첨단유리온실 단지 조성
․친환경 천일염 명품화 사업
․친환경 허 산업 육성

● 녹색경제 기반조성
․녹색 비즈니스 문가(농업 CEO)육성산업
․녹색일자리 창출을 한 녹색 장인턴 사업

● 녹색도시․교통공간 조성
․ 탄소 농어 테마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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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계속
구분 농업부문 주요내용

라북도
(계속)

● 생활의 녹색 명
․ 탄소 농어 뉴타운 조성
․ 탄소 녹색마을 조성
․ 탄소 푸른농 시범마을 조성

● 세계 인 녹색성장 모범지역 구
․새만 탄소 녹색성장 농업단지 조성사업

라남도

● 탄소 녹색공간 조성
․원 ․식물 묘포장(식물원)조성
-종 다양성을 확보하고 난 식물 등 향토식물자원의 보존 리를 한 묘포장
식물원이 필요

․농 숲 가꾸기
-유휴농경지를활용하여평지림을조성하고피크닉장,녹색체험장등으로활용필요
-기존의 정자목,마을 숲 주변의 녹화를 강화하여 숲속의 농 마을 가꾸기 추진
․도시농업(UrbanAgriculture)활성화
-CO2흡수 발생 억제,로컬푸드 활성화,자연지반율 확보,우수침투 장,
완충녹지공간으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의 제도 기반 마련 민․
력방안 마련

-안 한식량확보 크 이션등복합기능을할수있는주말농장혹은농업공원
등과 연계사업 추진

● 자원․에 지 약과 청정에 지 보
․농어 자원순환 활성화 기반 구축
-농어 폐기물 처리의 선진화
-농어 폐자원 재활용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 확충
․바이오매스 에 지 개발 보
-소규모 바이오가스발 소 건설
-바이오매스 에 지원 단지 조성

● 기존 산업의 녹색화
․ 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확
- 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유기농산물 생산․가공,농 ,바이오매스 활용 등과
연계하여 랜드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10㏊ 이상 마을단 의 소규모 친환경농업지구를 ’14년까지
42개소 조성
-친환경 농자재․농축산물 생산시설 장비
․ 로벌 농식품 복합단지 조성
-농식품산업을 4T(IT,BT,ET,NT)첨단기술과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등이
융․복합된 규모 농업회사로 조성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 탄소 녹색형 농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친환경 웰빙ㆍ로하스 외식산업 육성
- 통ㆍ발효식품의 명품화
-친환경 식재료 표회사 육성 수출 확

․남도 맛 산업의 명품화ㆍ세계화
-남도 맛 산업 육성기반 구축
-맛 산업 클러스터ㆍ특구 구축 등 남도 맛 산업 애그리비즈니스 모델 구축
-남도음식의 인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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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계속
구분 농업부문 주요내용

라남도
(계속)

․기후변화․고령화 등에 응한 첨단농업기술 개발
-기후변화에 응한 재배품종 개발 기술 보
-기상재해 이상 병해충 조기 응
-BTㆍIT융합 생물시스템 기술 등 미래형 첨단 신기술 개발 보
-화학비료 감 작물재배기술,가축분뇨의 비료화,농업에 지 감 실용기술
개발․보 등
-고유 유 자를 이용한 식․의약 복합 기능성작물 개발
-LED,IT,로 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빌딩농장 건립
- 체농약 비료 개발
․종자산업(SeedIndustry)육성
-종자 앙연구센터․종자은행 조성
-종자유 육종 첨단 기계장비 구축
-종자산업 유 육종기술 지원
․친환경 식품산업 육성
-최고 농수산물 기능성 식품 생산
-생산자와 식품가공업체가 공동 참여하는 농식품 기업 육성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기반 확 유기가공식품 인증 활성화
․천일염의 세계 명품화
․‘남도음식’의 상품 개발 자원화
․농어 생태․문화 자원 육성

충청북도

● 녹색산업육성 신성장동력 창출
․ 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0̀9.～ 1̀3(5년간)5지구(옥천외 4개군):500억원
- 탄소 녹색성장을 한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5,000ha)
․농업용 수지 둑 높이기 사업
- 0̀9.～ 1̀2.(4년간)17개소(한강수계 5, 강수계 12):3,595억원
-기존 농업용 수지 재개발로 환경용수 이수용수 추가 확보
․제천 약 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 0̀8.～ 1̀1.(4년간)제천시(충북TP 통의약산업센터):94.06억원
․태백산맥 한방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
- 1̀0.～ 1̀2.(3년간)3도(충청북도,강원도,경상북도):57.6억원
-충북,강원,경북의 약용자원 천연물을 이용하여 연구개발 산업화를 한
산․학․연․ 연계 산업클러스터 구축

․친환경농업육성을 통한 탄소 녹색성장
- 0̀9.～ 1̀3.(5년간)진천군외 11개 시군 친환경 구축사업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사업:5개소, 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2개소(옥천,진천)
․자연순환형 친환경축산 처리시설 확충
-년차별 지속사업으로 년 80개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가축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퇴․액비화시설,정화방류시설,기계․장비)등을지원
-가축분뇨의 정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보 과 수질오염방지,유기질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친환경축산기반 구축

․녹색농 체험마을 조성
- 0̀2.～ 1̀760개소 마을당 200백만원 지원
-친환경농업,자연경 , 통문화등을활용하여농가의소득증 ,녹색성장을 한
생태 자연경 조성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 녹색축산 활성화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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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계속
구분 농업부문 주요내용

충청북도
(계속)

-연차별 지속사업 년 400호 2,500ha축산농가 생산자단체
-겨울철 유휴농지에 친환경 사료작물재배 공 농가소득 향상
․ 탄소 녹색성장 미래 응 농업기술 확립
-농업에 지 감,온난화 응 등 핵심 녹색기술 개발 보
-고품질 신품종 육성,농약 체 등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친환경농업 체계 인 육성을 한 토양종합 리시스템 운 :농업토양,농업용수,
토양미생물 조사 웹 정보 구축

․친환경 채소재배 에 지 감기술 개발
- 0̀9.～ 1̀2.(4년간)친환경 액비제조 연료비 감 등
-화학비료 체유기액비제조기술개발로친환경농산물생산 경유 지하수사용
체 가온기술 개발로 에 지 약

․기후변화 응 양분 종합 리 기술 개발
- 0̀9.～ 1̀3.(4년간)농업환경자원 정보 구축 46,000지 :17.8억원
-농업환경자원 정보 구축(과수원토양,농업용수,토양미생물):주요작물 재배지
토양조사 10,000지 (‘10)

․ 탄소 에 지 감형 녹색기술 확산
- 1̀0～ 1̀2(3년간)시․군 농업기술센터 12개소:6억원
-고효율 친환경 LED를 이용한 농업 기에 지 감(70～80%)기술 보
-고체연료(팜껍질,목재펠릿)를 이용한 난방에 지 감기술 보
․친환경 농어 축제 지원사업
- 0̀9～ 1̀3(5년간)농어 축제 지원 15개소:7.7억원
-농어 축제지원을 통한 도시민․농 주민 간 교류활성화 유도

● 녹색생활환경 조성 삶의 질 개선
․농어 주거환경 개선사업
- 0̀9.～ 1̀3(4년간)도내 12시군,1,000동:500억원
-친환경농 주거문화 향상을 통한 주거복지 삶의 질 향상
․농 마을 종합개발사업
- 0̀4.～ 1̀7(2년간)도내 89권역(권역별 70억):6,230억원
․농 생활환경 정비 사업
- 9̀0.～ 1̀3./11시군 89개면/6,235억원
-농 생활환경 편의시설의 종합 인 정비,확충

충청남도

● 효율 인 온실가스 감축
․농업에 지 감기술 개발 보
-새로운 에 지 감기술 개발․보 (10작목/30개소)
-바이오 원료작물 품종선발 보 확 (5작목)
-2010～2013(4년간),2,650백만원 투입
․조사료 자 화 사료비 감기술 개발․보
-조사료 자 화 3개년 책 추진:’13년 이후 조사료 자 률 97%달성
-녹색축산경 기반조성 부조 사료자원 이용 증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화학비료와 농약사용 감축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12년까지,친환경농산물 생산 비 을 10%로 확

․기후변화 응품종 개발
-주식성 주요 4개 작목에 한 기후변화 응 품종 선발 재배기술 확립
-과수 신품종 도입 재배법 확립
․친환경 안 농축산물 생산기술 지원
-GAP농산물 생산 확 :(̀09)3%→ (̀13)15%이상
-축산물 HACCP 용,유통 리 기술 보 :한우,양돈 등 4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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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계속
구분 농업부문 주요내용

충청남도
(계속)

․온난화 응 신종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도입
-신종 돌발 병해충 조기 진단기술 개발(7종)
-신속한 병해충 발생정보 방제법․ 용약재 선발
․농수축산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농수산 식품 가공 용단지 조성
- 실버산업과 연계한 친환경 GAPR&D단지 구축
․해외농업개발 국제교류 력 강화
-목표:2020년까지 사료용 옥수수 원료의 15%해외확보
-검토지역:캄보디아(필리핀,남미지역 추가검토)
- 상작물:국내자 률이 낮은 옥수수(0.7%),콩(34.5%), (0.2%)

● 녹색기술의 경쟁력 강화
․농축산 바이오 R&D클러스터 조성:서산,홍성

● 산업의 녹색화 녹색산업 육성
․발 소 폐열 이용 고부가 농축산산업단지 조성
-발 소 인근에 농․축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폐열이용 난방 활용시스템 구축

● 녹색마을 조성 생태 활성화
․농어 테마공원 조성
-농 특유의 자연․2문화․사회자원을 활용,지역특성이 잘 부각된 특정테마의
휴양공원 조성

․도시민 농 정착 체험 활성화
-농 정착 희망 도시민 지원:농 정착 학․체험교육 등
-농 자원 발굴 체험과 장학습 연계추진:44개소/년
․농업인단체「녹색농 푸른 충남가꾸기」선도

제주도

● 선제 기후변화 응 에 지 자립
․신재생 에 지 복합 농단지 사업
-하우스 난방 시스템을 지열,태양에 지 복합시스템으로 교체
- 규모 농단지에 한 신재생ㆍ바이오 에 지 종합설비 지원
․시설원 탄소 에 지 감 실증
-지하공기 이용 제습장치 개발 농가실증,펠릿 온풍기 펠릿 제조기를 이용한
에 지 감 실증
-지하공기 이용 지열 히트펌 수축열 시스템 실증

●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기후변화 응 농작물 생산ㆍ 리
-기후변화 응 농작물 신품종 개발 이용 진
-지구 온난화 응 병해충 방제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물 산업 육성
-농 용수 체수자원 개발사업

● 녹색생활 실천 확산
․푸른농 희망찾기 활동
-깨끗한농 만들기:농업인 주도 실천,농업인 실천과제를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시 지 효과 창출
-안 농축산물 만들기: 농산물 생산 농업인 실천과제 발굴 교육강화,
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ㆍ실천
-농업인 의식 선진화 운동:맞춤형 교육 로그램 개발 지원

자료:각 시도 녹색 략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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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농업인 설문조사표

「농업부문 녹색성장 관련 농업인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농 경제연구원은 정부출연 연구기 으로 농업발 을 한 정책수립과 평가에

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년에는 정부에서 핵심 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

소 녹색성장에 부응하여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 략 개발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

니다.이 연구의 목 은 농업부문 녹색성장에 한 실태분석과 평가를 통해 농업인들이

피부에 와 닿는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농업부문 녹색성장 실태를 정확히 악하여 실질 인 책을 마련

하는 데 필요한 농업인의 의견을 알아보기 해 실시하는 것입니다.답변해주시는 내

용은 연구자료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 조사에 많은 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기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식품정책연구본부 축산․환경연구

주소:(우)130-710,서울시 동 문구 회기로 119-1

조사 련 문의:김창길 장 02-3299-4265,changgil@krei.re.kr

장정경 연구원 02-3299-4340,jjk@krei.re.kr

※ 응답자 정보

응답자 성명 성 별 ① 남 ② 여

나 이 세

이메일 주소

화번호 농사경력 년

주요 재배작물

거주지역

① 서울특별시 ② 부산 역시 ③ 구 역시 ④ 주 역시

⑤ 인천 역시 ⑥ 역시 ⑦ 울산 역시 ⑧ 경기도

⑨ 강원도 ⑩ 충청북도 ⑪ 충청남도 ⑫ 라북도

⑬ 라남도 ⑭ 경상북도 ⑮ 경상남도 ⑯ 제주도

학 력
① 등학교 졸업 이하 ② 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학교 졸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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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 련 일반사항 ♠

※ 최근 정부에서 미래 국가발 을 한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과 련하여

귀하께서 어느 정도 악하고 있고,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계신지를 알아보고자 몇 가

지 질문을 드립니다.

A1.귀하께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이라는 용어를 듣거나 보신 이 있

으십니까?

자세히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어본 은 있다 모른다 기타( )

① ② ③ ④ ⑤

A2.녹색성장은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의미합니다.귀하께서는 환경보 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A3.귀하께서는 최근 “지속가능한 발 ”이라는 용어를 듣거나 보신 이 있으십니까?

자세히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어본 은 있다 모른다 기타( )

① ② ③ ④ ⑤

A4.귀하께서는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발 ”이 어떠한 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녹색성장이
지속가능발 을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다.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 은 일부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

지속가능발 이
녹색성장을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다.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 은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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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 ♠

■ 정부는온실가스와환경오염을 이고새로운일자리를만들기 해녹색기술과청청에 지를
활용하는 탄소 녹색성장 5개년(2009～2012)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림수산식품부도국가녹색성장5개년계획에부응하여“농림수산식품분야 탄소녹색성장
추진 략”을 수립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와 련하여 분야별 추진하는 정
책의 요도에 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보기 한 질문입니다.

B1.다음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녹색성장을 해 추진하는 정책 로그램입니다.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각 로그램에 한 요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부분별과제 세부내용

요
하지않다

요
하다

① ② ③ ④ ⑤

1
바이오매스
에 지화 진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에 지화시설확충,
농작물을이용한바이오에 지기술개발

2
녹색기술개발
투자확

○녹색기술개발재정투자확 ,
녹색기술인증제를도입하여민간투자활성화유도

3 녹색기술보 확
○원 농업시설보온력향상 에 지 감장치,
화석연료 체를 한지열,인공 (LED)등

4
녹색기술활용
장비보 확

○농업용 수지의 개용수․하천유지수 잉여수를이용한
기에 지생산․공

5
기후변화 응

통계시스템구축

○온실가스감축의무이행등에 비,분야별(농업․축산․식품)

정확한온실가스산정등통계시스템구축

6
기후변화 응

생태계감시

○기후변화에따른생태계변화모니터링강화등

생산분야 응력향상

7
기후변화 응

방 조치강화

○가뭄․폭우등기상재해 비,농작물재해보험활성화등

사 방 조치를통해피해최소화

8
지역별특성

녹색공간조성

○지역별특성에맞는체험․휴양시설등

녹색공간조성

9
새만 지역

녹색성장 진기지
○새만 지역을녹색성장의 심지역으로육성

10
탄소녹색마을친

환경주택보

○바이오매스․태양력․풍력등을이용한 탄소녹색마을시범

조성,친환경․ 에 지형농어 주택개발․보

11
4강수질개선

재해 방

○4강수질개선 재해 방을 해기반시설정비등

물 리강화

12
도농교류

로그램확

○도시민유치 농어 지역활력증진을 해

다양한도농교류확산 로그램운

13 미래농 모델개발
○다양한지역개발사업들을통합설계,미래농 의새로운

모델정립을 한「팔도강산 수강 만들기」추진

14
탄소흡수

녹색공간확
○생활공감형도시농업,가정원 육성으로도시녹색공간확



부록 245

번호 부분별과제 세부내용

요
하지않다

요
하다

① ② ③ ④ ⑤

15
바이오자원활용고

부가생명산업
○작물․곤충등바이오자원을식의약품신소재로발굴․산업화

16
종자산업의수출

략산업육성
○종자를수출 략품목으로육성하여수출확

17
친환경농업지구 조

성사업확

○친환경농업지구, 역친환경농업단지등

친환경농산물생산기반확충

18
친환경유통

유기가공식품강화
○친환경농축수산물유통확 유기가공식품인증강화

19
친환경농자재산업

육성
○생물농약(천 등),유기질비료등친환경농산업육성

20
겨울철유휴농지

활용확

○겨울철유휴농지,하천부지등에식량․사료작물재배,

토지이용의효율성향상등제2녹색 명지속추진

21
식품클러스터

친환경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북익산)를친환경 으로조성

22
국내식품원료

사용기반조성

○국내산식품원료사용확 기반을조성을통한

탄소배출량 감,식품생산구조를탄소 감형으로고도화

23 한식세계화확
○발효식품,슬로우푸드로 표되는한식을세계화하여

국가이미지제고 경제 부가가치창출

24
농업부문

탄소표시제도입

○식품원산지,푸드마일리지등탄소소비와 련한정보제공,

농식품분야의탄소표시제도입추진

25 녹색식문화확산 ○녹색식생활문화확산을 한국민운동 개

26
재배 지변동

신규작물도입

○작물별재배 지선정 작물재배치,아열 작물도입,

평가 재배법개발

27
응기술 기상재

해 응

○기후친화형식량생산기술개발,기상재해,병해충방제법,

이상기상에따른농업재해평가,피해최소화기술개발

28
기후변화 향

평가 측

○기후변화에따른식량생산 향평가 측,

농업생태계취약성평가 취약성지도작성

29
주요국작황

찰네트워크

○곡물주요생산․소비국작황정보시스템구축,국가병해충

찰․방제네트워크조성,생태계변화 측기술개발

30
녹색식품

경쟁력강화
○유기가공식품인증강화

31
녹색기술활용

융지원확

○에 지 약시설에 한 융지원,

유통부문포장과운송분야 융지원확

32
녹색기술보

우 리

○농업투자펀드를통해농업 련녹색기술보 기업에 한

우 리 출,농업부문 험 리를 한녹색보험개발

33 새로운일자리창출 ○기술개발․산업육성에의한녹색일자리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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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귀하께서는 농업부문에 “녹색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 아니다 잘 모르겠음

① ② ③

B3.농업부문 녹색성장을 추진할 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어느 쪽 의견에 더 가까우십니까?

비슷

농업에 한 환경규제를
지 보다 강화시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농업에 한 환경규제를
지 보다 완화시켜야 한다

환경보 을 해서 어느 정도
부담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환경보 을 해서 부담이

늘어서는 안된다

B4.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이 농업부문 온실가스를 이는 데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생각
하십니까?

매우 기여할
것이다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다

보통이다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B5.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이 우리나라의 미래농업 발 에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매우 기여할
것이다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다

보통이다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B6.농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이 되기 해서는 무엇이 가장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농업생산 활동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면 한 인센티 (보상)지 요하다.
② 농업인의 생활환경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실 있는 로그램의 구성이 요하다.
③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에 한 농업인 교육의 시행이 요하다.
④ 기타( )

B7.향후 농업부문 녹색성장 련 문성개발을 한 교육방법으로 어떤 것이 가장 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한 농교육
② 연구회 조직 등을 통한 자체 인 학습활동
③ 농 련한 각종 문가에 의한 자문(컨설 )
④ 개인 으로 농상의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거나 서 구독,이웃농가 등을 통해 학습
⑤ 기타( )



부록 247

♠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 로그램 참여 ♠

※ 농업분야의 녹색성장을 한 ‘정부 정책 로그램 참여’에 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

신지를 악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C1.농업부문 녹색성장을 한 정부의 정책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다 아니다 잘 모르겠음

① ② ③

☞ C1-1문항으로

C1-1.참여하실 의사가 없으시다면(기존의 방식 로 농을 하시겠다면)그 이유는 무

엇입니까?

① 정부의 정책이 재 농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② 정부의 정책에 참여하지 않아도 스스로 농의 질을 높일 수 있어서

③ 정부의 정책이 검증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④ 정부의 정책은 당장 농업 장에 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⑤ 녹색성장은 단지 정치 인 것이라 생각한다.

⑥ 기타 ( )

C2.귀하께서는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표 인 로그램인 친환경농업(유기농업)을 실천하

고 계십니까?

그 다 아니다

① ②

☞ C2-1문항으로

C2-1. 재 친환경농업(유기농업)을 하고 계시지 않으시다면,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소득 감소가 우려되어 ② 기술도입에 한 정보 교육의 부족

③ 친환경 직불 등 정부의 지원정책이 미흡 ④ 로 확보의 어려움

⑤ 재 농법에 만족 ⑥ 기타 ( )

C3.벼 재배에 있어서 간단 개(물을 항상 담수상태로 유지하지 않고 며칠간 물을 뺀 다음

다시 개하는 일로 2회 이상 물 떼기를 하는 경우 1주일 담수,1주일 배수를 반복되는

개방법)를 하거나 논의 물깊이 조 시 상시담수보다 탄소배출량을 일 수 있습니다.

그 다면 귀하께서는 향후 간단 개 물깊이 조 을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 다 아니다 잘 모르겠음

① ② ③

☞ C3-1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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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1.간단 개 농법을 실천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소간단 개농법이무엇인지잘몰라서 ②농업실천의경우번거롭고많은노동력필요

③ 한지원 (직불 )이지 되지않아서 ④기타( )

C4.농업 생산활동 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는 방법의 하나로 무경운(경운 하지 않음)재

배가 있습니다.귀하께서는 향후 무경운 농법으로 농업생산을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

까?

그 다 아니다 잘 모르겠음

① ② ③

☞ C4-1문항으로

C4-1.무경운 농법을 실천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무경운농법이무엇인지잘몰라서 ②무경운농법을실천하는경우생산량감소우려

③ 한지원 (직불 )이지 되지않아서 ④기타( )

C5.농업부문 녹색성장 로그램 가운데 에 지 효율화의 일환으로 지열,바이오가스 랜

트(가축분뇨 이용 력생산),인공 (LED)등의 신재생에 지 이용이 있으며 정부지원

등을 통해 확 하고 있습니다.귀하께서는 향후 에 지 효율화를 해 정부가 한

지원을 해주는 경우 지열,바이오가스 랜트,인공 등 신재생에 지 이용 로그램

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 다 아니다 잘 모르겠음

① ② ③

☞ C5-1문항으로

C5-1.신재생에 지 활용을 한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한 기술과 정보가 부족해서 ② 농가소득 감소가 우려되어

③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없어 ④ 농가경 에 도움이될 것 같지않아서

⑤ 기타 ( )

♠ 건의사항 ♠

※ 농업분야의 녹색성장과 련하여 하고 싶은 말 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어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성의를 다해 설문자료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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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문가 설문조사표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전략 개발」

우리 연구원에서는 “농업․농 부문 녹색성장 추진 략 개발”에 한 연구과제를 수

행하기 하여 각계 문가(는 정책담당자)를 상으로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

략 개발에 해 조사하고자 합니다.본 연구결과는 향후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 략

개발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요한 조사이므로 극 조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조사표에 한 문의사항은 한국농 경제연구원 자원환경 으로 연락주시

기 바랍니다.

조사기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식품정책연구본부

주소:(우)130-710,서울시 동 문구 회기동 4-102

조사 련 문의:김창길 장 02-3299-4265,changgil@krei.re.kr

장정경 연구원 02-3299-4340,jjk@krei.re.kr

※ 응답자 정보

성 명 화번호

이메일주소

소 속
① 학 ②연구기 (출연,민간) ③ 앙정부(지방정부)공무원

④진흥청(농업기술원) ⑤농업기술센터 ⑥ 기타( )

공 ①농업경제학(경제학) ②농학 ③행정학(법학) ④기타( )

연 령 ① 30세 미만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세이상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업무경력 ( )년차

♠ 녹색성장 련 일반사항 ♠

※ 최근 정부에서 미래 국가발 을 한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과 련하

여 귀하께서 어느 정도 악하고 있고,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계신지를 알아보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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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국가발 패러다임인 녹색성장의 체계 인 추진을 해 2009년 7월에 “녹색성장 국가

략 5개년 계획”이 확정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매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어본 은 있다

① ② ③ ④ ⑤

A2.“녹색성장 국가 략 5개년 계획”은 농업부문을 어느 정도의 비 으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비 있게
다루고 있다

어느 정도
비 있게
다루고 있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비 을 가지고
다루고 있지
않다

비 을
두고 다루고
있지 않다

잘 모르겠음

① ② ③ ④ ⑤ ⑥

A3.녹색성장은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의미합니다.귀하께서는 환경보 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A4.귀하께서는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 ’개념이 가지고 있는 경제와 환경의 비 을 어

떻게 보십니까?

경제가 요 비슷 환경이 요

녹색성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속가능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A5.귀하께서는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발 ”이 어떠한 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기타

녹색성장이
지속가능발 을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다.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 은
일부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

지속가능발 이
녹색성장을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다.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 은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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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부문 녹색성장 련 ♠

※ 농업부문 녹색성장과 련하여 귀하께서 어느 정도 악하고 있고,어떤 의미로 이

해하고 계신지를 알아보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B1.귀하께서는 농업부문에 “녹색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 아니다 잘 모르겠음

① ② ③

B2.농업부문 녹색성장 개념이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모두 선택하여주시기 바

랍니다.

지속가능농업 친환경농업 탄소농업 첨단기술농업 행농업 기타( )

① ② ③ ④ ⑤ ⑥

B3.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 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귀

하께서는 어느 쪽 의견에 더 가까우십니까?

비슷

농업에 한 환경규제를
지 보다 강화시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농업에 한 환경규제를
지 보다 완화시켜야 한다

환경보 을 해서 어느 정도
부담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환경보 을 해서 부담이

늘어서는 안된다

B4.다음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추진을 해서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1순 2순 3순

① 녹색성장 국가 략을 한 농식품 분야 투․융자 확

② 녹색성장을 한 농업정책,환경정책,에 지정책의 통합

③ 농업부문 녹색성장을 한 실태 진단․평가 련 심층연구

④ 농업 련 정책의 녹색도 측정지표 개발

⑤ 농업부문 녹색성장을 한 조직 통합 리시스템 구축

⑥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을 한 교육 홍보 강화

⑦ 민간부문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녹색산업 개발

⑧ 농업분야 녹색기술 개발

⑨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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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에는 기후변화 련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기후정책은 완

화정책과 응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기후정

책의 구축정도 추진정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
되고 있음

잘 되고
있음

보통 미흡함
아주
미흡함

잘
모르겠음

완화정책
(온실가스
감축 흡수)

구축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추진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기후변화
응정책

구축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추진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B6.친환경농업의 확 ,간단 개,무경운 재배가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기여할

것이다

어느정도

기여할것이다
보통이다

별로기여하지

못할것이다

기여하지

못할것이다
잘모르겠다

친환경농업확 ① ② ③ ④ ⑤ ⑥

간단 개

논물깊이조
① ② ③ ④ ⑤ ⑥

무경운재배 ① ② ③ ④ ⑤ ⑥

B7. 재 신재생에 지 지원제도인 발 차액지원제도(FIT)가 2012년에 폐지되고 의무할당

제도(RPS)가 도입된다고 합니다.귀하께서는 2012년에 FIT가 폐지되고 RPS의 도입이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발 차액지원제도(FIT)
-의의:신․재생에 지 발 에 의하여 공 한 기의 력거래가격이 지식경제부 장 이 고시한
기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
-장 :정부가일정기간동안정해진가격을보장하기때문에투자의불확실성제거가능, 소규
모의발 이가능하므로넓은지역에분포할수있어일자리창출효과있음,의무확보수단이불
필요해 행정비용이 들지 않음.
-단 :제도내유인설계를하지않으면경쟁을 진하는유인이없어비용 감노력을소홀히할
가능성이 있음,신재생에 지 공 규모의 측이 어렵고 재정부담이 큼.

□ 의무할당제도(RPS)
-의의:한국 부발 ,한국서부발 ,한국남부발 등한국 력의6개발 자회사를비롯해한국
수자원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등주요발 사업자들로하여 일정비율이상을태양 ,풍력등
신재생에 지로 공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장 :발 차액지원제도의 단 이 장 이 됨.
-단 :발 차액지원제도의 장 이 단 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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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 아니다 잘 모르겠음

① ② ③

☞ B7-1문항으로

B7-1. 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방안이 농업부문 신재생에 지 확 를

해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의무할당제도(RPS를 도입할 필요 없이 발 차액지원제도(FIT)를 계속 유지해야 한

다.

② 의무할당제도(RPS)의 도입은 필요하나 시기가 무 이르므로 도입시기를 늦출 필

요가 있다.

③ 두 제도의 장단 이 있으므로 두 제도의 병행하여 운용하면서 단 을 보완해 나가

야 한다.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FIT를 용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만 RPS를

용해야 한다)

④ 기타( )

B8.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이 농업부문 온실가스 완화(감축 흡수)에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매우 기여할
것이다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다

보통이다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B9.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이 우리나라의 미래농업 발 에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매우 기여할
것이다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다

보통이다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농림수산식품부 추진 략 련 ♠

C1.귀하께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2009년 11월에 발표한 “농림수산식품 분야 탄소 녹색

성장 추진 략”에 해 알고 계십니까?

그 다 아니다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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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C5문항)“농림수산식품 분야 탄소 녹색성장 추진 략”의 비 ,목표, 략,추

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 ․국민행복과국가번 을선도하는농림어업․농산어

목표
․CO2배출량:2005년1,470만톤CO2→국가감축계획에따라설정
․바이오에 지공 비율:2007년6.6%→2013년8.8%→2020년15.7%로확
․친환경농산물비 :2007년3.0%→2013년10.0%→2020년15.0%로확

3 략 ․ 투입․고효율녹색산업화 ․자연자원의지속가능이용․ 리․국민건강증진과국격제고

9 추진과제
․바이오매스에 지화 진
․녹색기술․장비보 확
․기후변화 응역량강화

․농산어 활력증진
․탄소흡수녹색공간확
․고부가생명산업육성

․친환경농산업기반육성
․ 탄소국가식품시스템구축
․녹색생활실천확산

C2.농림수산식품부가 2009년 11월에 발표한 “농림수산식품 분야 탄소 녹색성장 추진

략”에서 비 의 설정은 농업부문 녹색성장을 해 하게 제시되었습니까?

그 다 아니다 잘 모르겠음

① ② ③

☞ C2-1문항으로

C2-1. 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귀하의 의견을 어주십시오.

C3.“농림수산식품 분야 탄소 녹색성장 추진 략”의 3 략은 CO2배출량 감축,바이

오에 지 공 비율 확 ,친환경농산물 비 확 입니다.농업부문 녹색성장의 최종 목

표가 하게 설정되었습니까?아니라면 정 수 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그 다 아니다 잘 모르겠음

① ② ③

․CO2배출량:
2005년1,470만톤CO2 비2020년( )%감축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2005년 비4%감축)
․바이오에 지공 비율:
2007년6.6% 비2013년( )%→2020년( )%로확
․친환경농산물비 :
2007년3.0% 비2013년( )%→2020년( )%로확

C4.“농림수산식품 분야 탄소 녹색성장 추진 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3 략은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 아니다 잘 모르겠음

① ② ③

☞ C4-1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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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1. 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귀하의 의견을 어주십시오.

C5.“농림수산식품 분야 탄소 녹색성장 추진 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9 추진과제

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 아니다 잘 모르겠음

① ② ③

☞ C5-1문항으로

C5-1. 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귀하의 의견을 어주십시오.

C6.농림수산식품부가 2009년 11월에 발표한 “농림수산식품 분야 탄소 녹색성장 추진

략”의 비 ,목표, 략이 계획 로 추진 시 향후 농업부문 녹색성장을 한 실효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높다 보통이다 낮다 없다 잘 모르겠음

① ② ③ ④ ⑤ ⑥

C7. 재 “농림수산식품 분야 탄소 녹색성장 추진 략”은 계획 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되고 있다 잘되고 있다 보통이다 안되고 있다 매우 안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C8.다음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녹색성장을 해 추진하는 정책 로그램입니다.농업부문

녹색성정 정책의 에서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각 로그램에 한 요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부분별과제 세부내용

요
하지않다

요
하다

① ② ③ ④ ⑤

1
바이오매스
에 지화 진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에 지화시설확충,
농작물을이용한바이오에 지기술개발

2
녹색기술개발
투자확

○녹색기술개발재정투자확 ,
녹색기술인증제를도입하여민간투자활성화유도

3 녹색기술보 확
○원 농업시설보온력향상 에 지 감장치,
화석연료 체를 한지열,인공 (LED)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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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부분별과제 세부내용

요
하지않다

요
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녹색기술활용
장비보 확

○농업용 수지의 개용수․하천유지수 잉여수를이용한
기에 지생산․공

5
기후변화 응

통계시스템구축

○온실가스감축의무이행등에 비,분야별(농업․축산․식품)

정확한온실가스산정등통계시스템구축

6
기후변화 응

생태계감시

○기후변화에따른생태계변화모니터링강화등

생산분야 응력향상

7
기후변화 응

방 조치강화

○가뭄․폭우등기상재해 비,농작물재해보험활성화등

사 방 조치를통해피해최소화

8
지역별특성

녹색공간조성

○지역별특성에맞는체험․휴양시설등

녹색공간조성

9
새만 지역

녹색성장 진기지
○새만 지역을녹색성장의 심지역으로육성

10
탄소녹색마을친

환경주택보

○바이오매스․태양력․풍력등을이용한 탄소녹색마을시범

조성,친환경․ 에 지형농어 주택개발․보

11
4강수질개선

재해 방

○4강수질개선 재해 방을 해기반시설정비등

물 리강화

12
도농교류

로그램확

○도시민유치 농어 지역활력증진을 해

다양한도농교류확산 로그램운

13 미래농 모델개발
○다양한지역개발사업들을통합설계,미래농 의새로운

모델정립을 한「팔도강산 수강 만들기」추진

14
탄소흡수

녹색공간확
○생활공감형도시농업,가정원 육성으로도시녹색공간확

15
바이오자원활용고

부가생명산업
○작물․곤충등바이오자원을식의약품신소재로발굴․산업화

16
종자산업의수출

략산업육성
○종자를수출 략품목으로육성하여수출확

17
친환경농업지구 조

성사업확

○친환경농업지구, 역친환경농업단지등

친환경농산물생산기반확충

18
친환경유통

유기가공식품강화
○친환경농축수산물유통확 유기가공식품인증강화

19
친환경농자재산업

육성
○생물농약(천 등),유기질비료등친환경농산업육성

20
겨울철유휴농지

활용확

○겨울철유휴농지,하천부지등에식량․사료작물재배,

토지이용의효율성향상등제2녹색 명지속추진

21
식품클러스터

친환경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북익산)를친환경 으로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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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부분별과제 세부내용

요
하지않다

요
하다

① ② ③ ④ ⑤

22
국내식품원료

사용기반조성

○국내산식품원료사용확 기반을조성을통한

탄소배출량 감,식품생산구조를탄소 감형으로고도화

23 한식세계화확
○발효식품,슬로우푸드로 표되는한식을세계화하여

국가이미지제고 경제 부가가치창출

24
농업부문

탄소표시제도입

○식품원산지,푸드마일리지등탄소소비와 련한정보제공,

농식품분야의탄소표시제도입추진

25 녹색식문화확산 ○녹색식생활문화확산을 한국민운동 개

26
재배 지변동

신규작물도입

○작물별재배 지선정 작물재배치,아열 작물도입,

평가 재배법개발

27
응기술 기상재

해 응

○기후친화형식량생산기술개발,기상재해,병해충방제법,

이상기상에따른농업재해평가,피해최소화기술개발

28
기후변화 향

평가 측

○기후변화에따른식량생산 향평가 측,

농업생태계취약성평가 취약성지도작성

29
주요국작황

찰네트워크

○곡물주요생산․소비국작황정보시스템구축,국가병해충

찰․방제네트워크조성,생태계변화 측기술개발

30
녹색식품

경쟁력강화
○유기가공식품인증강화

31
녹색기술활용

융지원확

○에 지 약시설에 한 융지원,

유통부문포장과운송분야 융지원확

32
녹색기술보

우 리

○농업투자펀드를통해농업 련녹색기술보 기업에 한

우 리 출,농업부문 험 리를 한녹색보험개발

33 새로운일자리창출 ○기술개발․산업육성에의한녹색일자리창출

C9.농림수산식품부에서 녹색성장을 해 추진하는 농업분야 33개 정책 로그램 가운데

가장 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 순서 로 3가지를 선택하

여 번호를 어 주십시오.

1순 2순 3순

C10.“농림수산식품 분야 탄소 녹색성장 추진 략”이 실질 인 성과를 거두기 해서는

어떠한 이 특별히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끝까지 성의를 다해 설문자료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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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정책통합 련 문가 설문조사표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 략 개발」

우리 연구원에서는 “농업․농 부문 녹색성장 추진 략 개발-녹색성장을 한

농업․농 련 정책통합 추진방향”에 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하여 각계

문가(는 정책담당자)를 상으로 농업․농 련 정책통합 추진방향에 해

조사하고자 합니다.바쁘시겠지만 본 연구결과는 향후 농업부문의 농업․농

련 정책통합 추진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요한 조사이므로 극

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조사표에 한 문의사항은 한국농 경제연구원 자

원환경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기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식품정책연구본부

주소:(우)130-710,서울시 동 문구 회기동 4-102

조사 련 문의:이명기 부연구 원 02-3299-4166,mklee@krei.re.kr

장정경 연구원 02-3299-4340,jjk@krei.re.kr

※ 응답자 정보

성 명 화번호

소 속

공 ① 경제 ② 공학 ③ 이학 ④ 사회 ⑤ 인문 ⑥ 기타( )

※ 본 연 의 목적은 녹색성장이 국가 발 을 한 핵심 국가 의제화 됨에 따라서 녹색

성장이라는 상 목표의 달성을 해서 농업 ․농촌 련정책들(농업정책, 농촌정책, 

환경정책, 에너지정책 등을 포함)을 통합(이하 ‘녹색 장을 위한 농업 ․농촌 련 정

책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이와 같은 정책통합이 필요한 것은 녹색성

장 정책만으로는 녹색성장목표를 용이하게 달성할 수 없으므로,각 부문정책들이 녹

색성장의 정책목표를 받아들이고 통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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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녹색성장은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의미합니다.그 다면 귀하께서는 경제

와 환경이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2.귀하께서는 농업․농 부문에 “녹색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3.정책통합에서 상이한 목 간,목표 간 균형을 확보하고 모순과 갈등을 여 나가는 것

이 요한 과제입니다.농업․농 정책과 에 지 환경정책 목 간에 모순과 갈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존재한다 약간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정책 부문 목표()

농업정책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

농 정책
농 산업을 활성화하고 농 어메니티의 이용․보 하며 농 삶의 질을

향상

에 지 정책
농업부문의 에 지 이용을 효율화하고,바이오매스 등의 재생에 지를

생산․이용하여 기후에 한 부담을 최소화

환경 정책
농업생산과 련된 자연자원(흙,물, 기,생물자원 등)을 보 하면서 효

율 으로 이용하여 농 지역 환경에 한 부담을 최소화

4.녹색성장이라는 정책 의제가 “농업․농 정책”과 “농업 련 에 지 환경 정책”간의

정책 목표를 포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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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녹색성장을 한 농업․농 련 정책통합’의 정책 수단으로 다음과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을 두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순서 로 1～4까지 순 를 어주십시오.

정책 수단 정책 수단의 순

정책 목표와 목 의
균형과 재배열을
통한 정책통합

‘농업정책,농 정책,환경정책,에 지정책 간의 연계성
강화’를 의미하는 농정 목표의 구체 명시

거버 스(조직 개편,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통합

담부서의 신설 는 인원 확충,녹색성장 책 의회
민 네트워크의 활성화

산 차를 통한
정책통합

로그램 산체계 도입,일본의 정책군 제도 검토,‘(가칭)
농업․농 자연자원 환경의 지속가능한 리 이용
계획’ ‘(가칭)농식품에 지기본계획’과 같은 ․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정책 추진과 산 확보

평가를 통한 정책
통합

‘(가칭)농업․농 정책의 환경 향 평가 시스템’도입으로
농업․농 정책이 환경,탄소배출,에 지이용에 미치는
향을 사 ․사후 으로 평가

6.‘녹색성장을 한 농업․농 련 정책통합’을 한 노력들은 어느 정도 수행되고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매우잘수행되고있다 잘수행되고있는편이다 보통이다 잘수행되고있지않다

① ② ③ ④

☞ 6-1문항으로

6-1.잘 수행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책통합의 필요성에 한 인식 부족

② 정책통합을 한 정부 조직(담 과가 없거나 담 인력이 없음)의 미흡

③ 정책을 통합하기 한 법률 근거 제도 장치 미흡

④ 기타( )

※ “농림수산식품 분야 탄소 녹색성장 추진 략”의 비 ,목표, 략,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 ․국민행복과국가번 을선도하는농림어업․농산어

목표
․CO2배출량:2005년1,470만톤CO2→국가감축계획에따라설정
․바이오에 지공 비율:2007년6.6%→2013년8.8%→2020년15.7%로확
․친환경농산물비 :2007년3.0%→2013년10.0%→2020년15.0%로확

3 략 ․ 투입․고효율녹색산업화 ․자연자원의지속가능이용․ 리․국민건강증진과국격제고

9 추진과제
․바이오매스에 지화 진
․녹색기술․장비보 확
․기후변화 응역량강화

․농산어 활력증진
․탄소흡수녹색공간확
․고부가생명산업육성

․친환경농산업기반육성
․ 탄소국가식품시스템구축
․녹색생활실천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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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정책 통합 수단 정책 목표와 목 의 균형과 재배열 측면에서 에 제시된 농업․농

부문의 비 ․목표․ 략에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타당하다 타당한 편이다 보통이다 부 하다 매우 부 하다

① ② ③ ④ ⑤

☞ 7-1문항으로

7-1.부 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나 안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8. 재 농업․농 부문 에 지 정책 련 부서는 농림수산식품부 내 녹색미래 략과,채소

특작과,축산정책과 등이 있고 농업․농 부문 환경 정책 련 부서는 녹색미래 략과,

친환경농업과 등이 있습니다.농업․농 정책과 에 지․환경 정책 간 통합을 해서

정부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① ②

☞ 8-1문항으로

8-1.필요하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행을 유지하되 어느 한과에 농업․농 련 에 지 환경 련 정책을 총 하는

인원 확충

② 농업․농 련 에 지 환경 련 정책 담과 신설

③ 재 농림수산식품부 내 녹색성장 원회의 활성화

④ 기타( )

9.녹색성장은 사회․경제 반의 시스템 환을 필요로 합니다.이를 해서는 지속 인

커뮤니 이션과 공동의 지식기반 구축이 요시되며 정책실험과 집행과정에서 창출된

지식과 정보를 효과 으로 조사․분석․종합해서 정책기획과 개발에 방 하는 ‘략

지식 리’의 강화도 요시됩니다.

재 농업․농 련 에 지․환경 정책 연구 련 커뮤니 이션,공동 지식기반

구축, 략 지식 리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이루어지고있다 잘이루어지고있지않다 그 그 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9-1문항으로

9-1.농업․농 련 에 지․환경 정책 연구 련커뮤니 이션,공동 지식기반 구축,

략 지식 리 등의 활성화를 한 방안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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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녹색성장은 장기 인 에서 근해야합니다.녹색성장과 같이 긴 시간에 걸쳐 이루

어지는 시스템 환은 경제 효율성 심의 평가 지표에서 지속가능성이나 에 지

환경 측면을 고려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개별 농업․농

정책이 환경(자연자원),탄소배출,에 지이용에 미치는 향을 사 ․사후 으로 평

가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불필요하다.

②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존의 성과 리 시행계획에 추가하면 된다.

③ 별도의 평가체계가 필요하다.

④ 기타( )

11.정부는 정책과 산을 연계하여 사업의 운 효율성을 높이고 련이 있는 단 사업을

포 으로 운용․ 리하기 해 2007년부터 ‘로그램 산체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일본은 규제개 ․제도개 등과 산을 연계하여 복수의 행정부처가 함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해 ‘정책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농 련 에 지 환경 정책 사업을 ‘로그램 산체계’로 묶어 실시하거나

일본과 같은 ‘정책군 사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로그램 산체계가
필요하다

정책군 사업 도입이
필요하다

불필요하거나 모르겠다

① ② ③

☞ 11-1문항으로

■ 로그램 산체계

-도입의 목 :정책의 목 과 산을 연계시켜 특정 정책 목 을 해 소요되는 산

악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궁극 으로는 로그램 산체계와 성과 리 산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성과정보에 근거하여 산을 배분하고 사업운 을 개선하기 함임.

- 로그램 구성의 원칙:같은 목 을 달성하기 해 수행되는 련 사업들을 하나의

로그램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단기 산 편성의 기본 틀

로 활용하는 것임.

■ 일본의 정책군 사업

-일본의정책군사업은고이즈미내각이시행한 산과정개 산의 배분추진을

목 으로 한 것으로 2004년도 산편성부터 도입하여 2009년 재 17건의 정책군 사업이

실시 .

-일본의 정책군 사업은 민간의 잠재력을 최 한 활용하기 해 규제개 ․제도개 등과

산을 연계하여 복수의 행정부처가 함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음.

11-1.‘녹색성장을 한 농업․농 련 정책통합’을 한 산체계 운 과 련된 방

안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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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정부는 2008년에「국가에 지기본계획(2008～2030)」을 수립하여 장기 인 에 지정책

의 비 을 제시하고 실행 략을 세우는 등 에 지 분야 ․장기 계획을 수립하 습니

다.그 다면 농업․농 부문에서 장기 인 에 지정책의 비 실행 략을 제시하

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모르겠다

① ② ③

☞ 12-1문항으로

12-1.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이를 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법률 ․제도 근거 마련

② 담 인력 담 부서 확충

③ 필요성에 한 인식의 확충

④ 세부 인 정책 개발

⑤ 련 종사자, 문가,정부 간 지속 인 커뮤니 이션을 통한 지식기반 구축

13.정부는「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면 친환경농업뿐만 아니라 농업생산 반과 련된 자연자원(흙,물, 기,생물

자원 등)을 보 하면서 효율 으로 이용하여 환경에 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해 ‘(가

칭)농업․농 자연자원 환경의 지속가능한 리 이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모르겠다

① ② ③

☞ 13-1문항으로

13-1.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이를 해 가장 시 한 필요한 것들은 무엇입니까?(복수응

답 가능)

① 법률 ․제도 근거 마련 ② 담 인력 담 부서 확충

③ 필요성에 한 인식의 확충 ④ 세부 인 정책 개발

⑤ 련 종사자, 문가,정부 간 지속 인 커뮤니 이션을 통한 지식기반 구축

14.녹색성장을 해 농업․농 련 정책통합을 한 정책 수단으로서 추진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꼭 제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①

②

③

④

※ 끝까지 성의를 다해 설문자료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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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 로그램 요도 평가

부표 6.농업인과 문가의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 로그램 요도 평가
단 :%

부분별과제 세부내용

농업인 문가

요
하지
않다

요
하다

요
하지
않다

요
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바이오매스
에 지화 진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에 지화 시설확충,
농작물을이용한바이오에 지기술개발

3.8 6.2 13.231.742.2 - - 15.035.050.0

녹색기술개발
투자확

● 녹색기술 개발 재정투자 확 ,녹색기술인증
제를도입하여민간투자활성화유도

2.2 8.9 22.837.025.2 - 5.0 5.035.055.0

녹색기술보
확

● 원 농업시설 보온력 향상 에 지 감
장치,화석연료 체를 한 지열,인공
(LED)등

3.2 6.0 15.835.435.6 - - 25.040.035.0

녹색기술활용
장비보 확

● 농업용 수지의 개용수․하천유지수
잉여수를이용한 기에 지생산․공

4.1 9.2 20.429.133.1 - 10.055.025.010.0

기후변화 응
통계시스템구축

●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 등에 비,분야별
(농업․축산․식품)정확한온실가스산정등
통계시스템구축

3.4 8.4 22.833.628.0 - - 10.050.040.0

기후변화 응
생태계감시

●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변화모니터링강화
등생산분야 응력향상

3.6 7.3 21.236.627.1 - 10.020.045.025.0

기후변화 응
방 조치
강화

● 가뭄․폭우등기상재해 비,농작물 재해보
험 활성화 등 사 방 조치를통해피해
최소화

3.2 4.5 12.031.644.9 - 5.015.050.030.0

지역별특성
녹색공간조성

● 지역별 특성에맞는체험․휴양시설 등녹색
공간조성

4.6 9.9 25.430.925.810.035.025.015.015.0

새만 지역
녹색성장
진기지

● 새만 지역을 녹색성장의 심지역으로 육
성

5.111.230.427.021.810.025.040.015.010.0

탄소녹색마을
친환경주택보

● 바이오매스․태양력․풍력 등을 이용한 탄
소 녹색마을 시범조성,친환경․ 에 지형
농어 주택개발․보

4.2 7.1 14.030.041.25.0 - 40.040.015.0

4강수질개선
재해 방

● 4강 수질개선 재해 방을 해 기반시
설정비등물 리강화

7.1 9.9 21.424.434.010.010.035.040.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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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계속

부분별과제 세부내용

농업인 문가

요
하지
않다

요
하다

요
하지
않다

요
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도․농교류
로그램확

● 도시민유치 농어 지역활력증진을 해
다양한도․농교류확산 로그램운

4.3 10.425.128.828.0 5.0 15.030.045.0 5.0

미래농 모델
개발

●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들을 통합 설계,미래
농 의 새로운 모델 정립을 한「팔도강산
수강 만들기」추진

4.5 9.7 23.732.626.2 5.0 15.035.040.0 5.0

탄소흡수
녹색공간확

● 생활공감형 도시농업,가정원 육성으로 도
시녹색공간확

4.6 13.930.730.316.4 - 20.025.050.0 5.0

바이오자원활용
고부가생명산업

● 작물․곤충 등 바이오자원을 식의약품 신소
재로발굴․산업화

3.6 8.8 26.533.823.4 - 15.030.035.020.0

종자산업의수출
략산업육성

● 종자를 수출 략품목으로 육성하여 수출확
4.1 6.4 19.030.037.2 5.0 15.030.035.015.0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확

● 친환경농업지구, 역친환경농업단지등
친환경농산물생산기반확충

3.7 6.7 17.937.030.9 - 15.025.030.030.0

친환경유통
유기가공식품
강화

● 친환경 농축수산물 유통확 유기가공식
품인증강화

2.7 6.9 20.235.031.0 - 5.030.025.040.0

친환경
농자재산업
육성

● 생물농약(천 등),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
농산업육성

2.7 5.7 15.036.436.5 - 5.025.035.035.0

겨울철유휴농지
활용확

● 겨울철 유휴 농지,하천부지 등에 식량․사
료작물재배,토지이용의효율성향상등제2
녹색 명지속추진

5.1 8.0 19.829.334.6 5.0 15.025.025.030.0

식품클러스터
친환경 조성

● 국가식품클러스터(북 익산)를 친환경 으
로조성

3.9 10.236.429.115.615.020.035.020.010.0

국내식품원료
사용기반조성

● 국내산식품원료사용확 기반을조성을통
한 탄소배출량 감,식품생산 구조를 탄소
감형으로고도화

2.3 7.3 23.734.927.7 5.0 15.030.035.015.0

한식세계화확
● 발효식품,슬로우푸드로 표되는 한식을 세
계화하여국가이미지제고 경제 부가가
치창출

3.3 5.1 15.933.3 8.4 10.010.040.035.0 5.0

농업부문
탄소표시제
도입

● 식품원산지,푸드 마일리지 등 탄소소비와
련한 정보제공,농식품 분야의 탄소표시제
도입추진

3.3 8.1 31.033.219.1 - 5.010.040.045.0

녹색식문화
확산

● 녹색 식생활 문화 확산을 한 국민운동
개

2.8 7.8 26.131.324.9 - 15.015.04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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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계속

부분별과제 세부내용

농업인 문가

요
하지
않다

요
하다

요
하지
않다

요
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재배 지변동
신규작물도입

● 작물별 재배 지 선정 작물 재배치,아열
작물도입,평가 재배법개발

2.9 9.3 26.632.724.3 5.0 5.045.030.015.0

응기술
기상재해 응

● 기후친화형 식량생산기술 개발,기상재해,병
해충 방제법,이상기상에 따른 농업재해 평
가,피해최소화기술개발

2.7 3.9 12.733.343.4 - 5.010.045.035.0

기후변화 향
평가 측

● 기후변화에따른식량생산 향평가 측,
농업생태계 취약성 평가 취약성 지도 작
성

2.5 5.3 19.238.729.1 - 10.010.050.030.0

주요국작황
찰네트워크

● 곡물주요생산․소비국작황정보시스템구
축,국가 병해충 찰․방제 네트워크 조성,
생태계변화 측기술개발

2.5 4.8 18.635.234.1 - 5.010.085.0 -

녹색식품
경쟁력강화

● 유기가공식품인증강화 1.9 6.4 22.337.427.4 - 10.040.035.015.0

녹색기술활용
융지원확

● 에 지 약 시설에 한 융지원,유통부문
포장과운송분야 융지원확

2.3 6.6 20.934.232.1 - 5.030.045.020.0

녹색기술보
우 리

● 농업투자펀드를 통해 농업 련 녹색기술보
기업에 한 우 리 출,농업부문 험
리를 한녹색보험개발

4.2 8.5 22.835.624.6 5.0 5.025.045.020.0

새로운일자리
창출

● 기술개발․산업육성에의한녹색일자리창출 3.1 5.0 16.731.739.1 - 5.035.035.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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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농 부문 녹색성장 과제 도출을 한 Q-방법 개요

1. 책 향  과  도출  한 Q- 법 조사 개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농 정책이라는 에서 살펴보면,일견 요

해 보이는 과제가 락된 경우가 있다.제시된 세부과제들도 체로 구체

인 수단이 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제명만 나열된 상태이다.이 에서는

농 정책이라는 에서 녹색성장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정리하려 한다.

이를 해 Q-방법을 이용하여 련 안들을 식별하고 범주화하 다.49녹

색성장 는 농 개발 련 분야 공 학교수 7명, 련 분야 연구기

민간 컨설턴트 23명,농 지자체 공무원 12명,농업인을 포함한 농 주

민 8명 등 50명을 상으로 Q-방법 조사를 실시하 다.확정한 25개의 진술

문을 온라인으로 평가하고 응답할 수 있게 설계된 FlashQ 로그램을 탑재

하여 이메일로 발송하고 회수하여 결과를 분석하 다.응답자의 연령은 27

세부터 57세까지 고르게 분포하 으며,평균 연령은 44.7세 다.여성이 6명

이었고 남성이 44명이었다.최종학력 분포는 졸 이하가 11명(22%),석사

학 소지자가 17명(34%),박사 학 소지자가 22명(44%)이었다.

2. 농  지역  녹색 장 책과 에 한 요도 평가

련 문가,농 주민,공무원등으로구성된응답자집단이평가한농 지역

49Q-방법은 지역 정책 연구에서 그 활용도가 차 늘고 있는 분석 기법이다.특

정 이슈를 두고 서로 다른 여러 개인들의 주 이나 의견을 유형화하는

데 유용하다(Brown,1998;Stephenson,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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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정책과제 각각에 한 요도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의표와 같다.

진술문 각각에 해 그 요도를 -4 에서부터 +4 까지의 9 척도로 응

답하되,가장 높은 수(+4 )와 가장 낮은 수(-4 )를 부여한 진술문 수

가 각 1개가 되고 간 수(0 )를 부여한 진술문 수가 5개가 되는 유사

정규분포(quasi-normaldistribution)를 따르도록 하 다.따라서 50명 응답

자가 각 진술문에 부여한 수의 합계가 해당 정책 과제의 상 요도

를 의미한다.

순 농 지역녹색성장정책과제 요도 수

1 지자체와주민이녹색성장계획을수립하고추진할거버 스형성 64

2 유 자원 생물종다양성확보와유지 43

2 농업정책과농 정책,각종 련정책의연계와통합 43

4 탄소흡수원가치가높은산림 농지보 34

5 생태 활성화 33

6 농 경 리 31

7 기 지자체(시․군)수 의녹색성장계획제도정비 22

8 녹색성장지표개발 정책목표설정 16

9 에 지 감형농업모델개발 확산 13

10 녹색일자리창출 녹색사회 기업활성화 12

10 로컬푸드시스템형성 12

12 농 주민의환경보 의식고취를 한교육 8

13 녹색상품표시제도입을통한녹색소비 진 4

14 바이오매스기술실용화 시설보 3

15 에 지자립마을 타운조성 -2

16 농 지역사회내민간단체,조직의확 와연 -9

17 에 지 감형주택모델개발 보 -11

17 환경훼손행 에 한엄격한규제 -11

19 녹색생활운동에의자발 주민참여 -18

20 수질오염방지 -26

20 친환경농업,친환경 기업활동에 한보조 지원확 -26

22 녹색 융활성화를통한녹색성장정책재원마련 -42

23 녹색기술연구․개발에의집 투자 -43

24 바이오연료생산 보 을통한교통분야탄소배출량 감 -74

25 집 형에 지 감네트워크(스마트그리드)구축 -76

농 지역 녹색성장 정책 과제의 상 요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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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분  결과

Q-방법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농 지역 녹색성장 정책 과제를 하게

범주화하려 한다.아래 표에 제시한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25개로 제시한

농 지역 녹색성장 정책 과제에 한 담론들을 네 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진술문
번호

정책 과제
담론
A

담론
B

담론
C

담론
D

s1 에 지자립마을 타운조성 -2 3 0 -1

s2 생태 활성화 0 0 3 4

s3 에 지 감형주택모델개발 보 -1 1 1 -4

s4 바이오매스기술실용화 시설보 -2 2 1 -1

s5 녹색일자리창출 녹색사회 기업활성화 1 0 0 -2

s6 집 형에 지 감네트워크(스마트그리드)구축 -3 -3 -2 1

s7 로컬푸드시스템형성 1 1 1 0

s8 에 지 감형농업모델개발 확산 -1 4 0 1

s9 유 자원 생물종다양성확보와유지 2 0 2 1

s10 농 경 리 0 -1 4 2

s11 녹색상품표시제도입을통한녹색소비 진 0 0 0 0

s12 녹색기술연구․개발의집 투자 -3 -1 -1 2

s13 바이오연료생산 보 을통한교통분야탄소배출량 감 -4 1 -3 0

s14 수질오염방지 -1 -3 2 -1

s15 녹색 융활성화를통한녹색성장정책재원마련 -2 -1 -3 2

s16 탄소흡수원가치가높은산림 농지보 1 -1 3 1

s17 농업정책과농 정책,각종 련정책의연계와통합 3 1 -1 3

s18 녹색성장지표개발 정책목표설정 2 3 -1 3

s19 녹색생활운동에의자발 주민참여 0 -2 0 -2

농 지역 녹색성장 정책 과제에 한 Q-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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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진술문
번호

정책 과제
담론
A

담론
B

담론
C

담론
D

s20 농 주민의환경보 의식고취를 한교육 1 2 -1 -3

s21 농 지역사회내민간단체,조직의확 와연 2 -4 -4 -1

s22 지자체와주민이녹색성장계획을수립․추진할거버 스형성 4 0 1 -3

s23 환경훼손행 에 한엄격한규제 -1 -2 2 0

s24 친환경농업,친환경 기업활동에 한보조 지원확 0 -2 -2 -2

s25 기 지자체(시․군)수 의녹색성장계획제도정비 3 2 -2 0

주:음 처리한 부분은 응답 패턴의 유사성을 기 으로 분류한 A,B,C,D의 네 집단

구성원들이 높은 수(+4,+3) 는 낮은 수(-4,-3)를 부여한 것이다.각 응답자

집단이 높거나 낮은 수를 부여한 진술문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농 지역 녹색

성장 정책 과제에 한 다양한 의견을 요약․정리하고 정책 과제들을 범주화할 수

있다.

“농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해 제도,정책,거버 스를

정비하는 일이 요하다(담론A)”라는 시각을 가진 응답자들은 녹색성장

련 정책 사업의 구체 인 내용을 발굴하는 것보다 정책을 추진할 제도 ․

행정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더 요하다는 의견을 보 다.시․군 수 에

서 녹색성장을 추진할 거버 스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요한 과제라는 의견

을 보 다(s22).아울러 녹색성장 계획을 기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할 수 있

게 제도를 정비하는 것(s25)과 농업 정책 농 정책 등 여러 련 정책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것(s17)을 요한 과제로 꼽았다.이 담론 집단은 농

시․군이 녹색성장을 해서 정책 사업을 실질 으로 수행하려면 무엇이 필

요하고 요한지를 가장 요한 고려 사항으로 두고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에 지 감 는 재생 에 지 활용이 요한 과제이며,녹색성장 정책

은 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야 한다(담론B).”는 시각을 가진 응답자

들은 ‘에 지 자립 마을(는 타운)조성(s1)’,‘에 지 감형 농업 모델

개발 확산(s8)’등과 같이 주로 에 지 측면에 을 두고 녹색성장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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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이해하는 경향을 보 다.농 의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 한 지표

를 마련하고 정책 목표를 구체 으로 설정하는 것(s18)’이 요하다는 의

견도 보 다.녹색성장에 한 폭넓은 인식보다는 손에 잡히는 구체 인

정책 사업이라는 에서 에 지 문제에 심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지 당장 실 할 수 있는 경제 가치는 작더라도 녹색자원 기반을

리하고 정 수 에서 활용하는 것이 요하다(담론C).”라는 시각을 가진

응답자들은 ‘농 경 리(s11)'나 ‘탄소 흡수원 가치가 높은 산림 농

지 보 (s16)'과 같은 자원을 보 하고 리하는 정책 과제가 긴요하다는

의견을 보 다.아울러 ‘생태 활성화(s2)’와 같이 정 수 에서 농

의 녹색자원을 활용하는 경제활동도 요하다고 응답했다. 체로 농 의

녹색성장을 ․장기 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녹색성장 련 정책의 연계 통합,목표 설정,지표 개발 등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생태 을 활성화해야 한다(담론D).”는 시각을 가진 응답

자들은 ‘녹색성장 련 정책의 연계 통합(s17)’이나 ‘녹색성장 지표 개발

정책 목표 설정(s18)'과 같은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문제를 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이 집단의 응답자들은 지역 내 수평 차원보다는 앙정

부 차원의 정책 연계나 통합,정책 지표 개발 목표 설정과 같은 수직

차원을 강조하고 있다.이들이 ‘지자체와 주민이 녹색성장 계획을 수립․추

진할 거버 스 형성(s21)’과제를 낮은 순 로 평가하고 있다는 에서 정책

추진 여건 마련의 요성에 한 강조 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Q-분  결과  시사

농 지역 녹색성장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함에 있어,앞의 Q-분석 결

과로부터 몇 가지 시사 을 얻을 수 있다.

첫째,농 의 기 지방자치단체가 직 는 주도 으로 시행하기 어려

운 정책 과제들 재 농 에서 긴요한 것이 아니라고 단되는 것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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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녹색성장 정책 과제 목록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집 형 에 지

감 네트워크 구축’,‘바이오 연료 생산 보 을 통한 교통 분야 탄소

배출량 감’,‘녹색기술 연구․개발에의 집 투자’,‘녹색 융 활성화를

통한 녹색성장 정책 재원 마련’등의 정책 과제들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농 지역 발 는 녹색성장 등의 이슈와 계된 이들의 사회

․경제 배경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나 과제에 한 우선순 가 달라지

는 경향이 있다.특정 의견 집단의 우선순 를 채택하기보다는 포 으로

의견을 수용하되, 하게 정책 과제들을 범주화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

하는 것이 합리 이다.

셋째,개별 정책 과제의 내용 못지않게 정책 추진 여건을 정비하는 것이

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4개로 유형화한 담론 집단 두 집단(A와

C)이 정책 추진 여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즉,‘무엇을’할 것인가의 문제와 더불어 ‘어떻게’할 것인가의 문제를

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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