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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정부의 ‘ 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농업부문에서도 생산과 소비에 

이르는  과정에 걸쳐 탄소 녹색성장의 환경친화 인 생명산업을 육성

하고자 다양한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 , 

바이오매스 에 지화 진, 녹색기술․장비 보  확  등 한창 추진되고 

있는 녹색성장 정책에 한 심층 이고 체계 인 분석은 녹색성장을 보다 

효과 으로 추진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이 보고서는 ｢농업․농 부문 녹색성장 추진 략 개발(1/2차연도)｣ 연구

의 제1세부과제인 ‘농업부문 녹색성장 진단과 평가’ 연구의 최종 결과물이

다. 여기에서는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망, 녹색성장 정책평가, 인

지도 조사․분석 등을 통한 농업부문 녹색성장 내․외 여건 진단, 생태

효율성, 한계감축비용, 녹색생산성 분석 등을 통한 녹색성장 실증 분석의 

기 연구를 수행하 다. , 농업부문 녹색성장을 한 지열․LED․바이

오가스 랜트, 임계유체 공정, 녹색 융 등 주요 추진과제를 도출하 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농업부문 녹색성장 략을 수립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농업분야 바이오매스 자원으로부터 생태 효율 으로 식량 에 지  각

종 화학원료와 제품을 생산하는 임계유체 실용화 방안을 연구한 서울

학교의 이윤우 교수, 녹색기술의 험을 완화시켜주는 녹색 융 활용방안

을 연구한 보험연구원의 진익 박사, 연구자문 원으로 이 연구에 많은 도

움을  앙 학교 김정인 교수와 농림수산식품부 신우식 사무  등 계

자들께 감사드린다.

2010. 10.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요    약

  기후변화와 에 지 기에 선제 으로 응하기 해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고 자원이용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는 ‘ 탄소 녹색성장

(low carbon green growth)’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 다. 농업부문

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확 , 바이오매스 에 지화 진, 녹색기술·

장비 보  확  등 다양한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성장의 국

가 략을 성공 으로 추진하기 해서는 녹색성장에 한 심층 인 분석

을 통한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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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의 <1세부과제>의 결과물이다. 농업부문 녹색성장 여건 진단과 실

태 악  정책평가 등 실증 분석을 한 기 연구를 수행하 다.

 이 보고서의 구성을 살펴보면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

, 연구방법 등을 제시하 다. 2장에서는 녹색성장의 개념과 련 이론을 

정리하고 녹색성장 달성을 한 정책수단을 제시하 다. 3장에서는 녹색성

장 정책 로그램에 한 황과 녹색성장 정책평가를 제시하 으며, 농업

계의 녹색성장 인지도를 조사·분석하 다. 4장에서는 녹색성장의 정당성 

확보를 해 생태효율성, 한계감축비용, 녹색생산성, 녹색성장 잠재력 등을 

분석하 다. 5장에서는 OECD와 UN ESCAP을 심으로 국제기구의 녹색

성장에 한 논의 동향을 살펴보았고, 미국, 국, 일본, 호주, EU 등의 녹

색성장 사례를 제시하 다. 6장에서는 농업부문 녹색성장을 한 주요 추

진과제를 제시하 다. 끝으로 7장에서는 요약과 결론을 제시하 다.

  이 연구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840만CO2톤(2007년 기 )으로 

국가 총배출량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축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경

우(Business as Usual, BAU)의  2020년 망치는 1,827만CO2톤으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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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보다 0.5% 감축할 것으로 망되었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치인 

-4.0%보다 높은 수 으로 향후 농경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기술, 유기농․

축산업 기술, 토양 내 유기탄소 장기술, 바이오에 지 활용 기술 등 농업

부문에서 다양한 온실가스 리 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을 평가한 결과, 기본방향은 실제 이고 

설득력 있게 잘 수립되었고, 녹색성장 수단도 하게 결합된 것으로 

단되나, 가시 인 성과 달성과 개발된 녹색기술의 보 이 효과 으로 이루

어질 수 있는 정책 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농업인과 문가를 상으로 한 농업계의 녹색성장 인지도 조사결

과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농업에 한 환경규제 강화, 환경보

을 한 부담 등을 정 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추진되어

야 할 정책 로그램으로는 ‘바이오매스 에 지화 진’, ‘녹색기술 보  

확 ’ 등으로 응답하 고, 그 외에도 ‘기후변화 응 방  조치 강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확 ’ 등을 요한 사업으로 제시하 다. 

  넷째,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실증 분석을 해 생태효율성 지표를 이용하

여 유기농업과 지열히트펌 를 상으로 분석한 결과, 유기농업은 행농

업보다 32.0, 지열히트펌 는 기름난방시설보다 5.1 높게 나타났다. 한 

유기농  생산농가의 기술효율성을 분석하고, 생태효율지수와 비교한 결

과, 기술효율성이 높은 그룹일수록 생태효율지수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분석결과는 유기농업을 포함한 친환경농업 확  정책을 보다 극 으

로 실행하고 지열히트펌  등 신재생에 지기술을 극 보 할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농업부문이 비농업분야에 비해 상 으로 녹색생산성이 높은 

녹색산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이는 벼 재배면  감소에 의한 질

소질 비료의 사용량 감소와 축산부문의 돼지 사육증가에 따른 GD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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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추가

축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 녹색기술 활용 등 녹색성장을 한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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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이 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주요국 녹색성장 정책을 살펴본 결과 기후변화와 에 지 기에 

응하여 에 지 감  효율화, 탄소녹색기술의 개발, 바이오에 지 

활용 등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노력을 가속화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 는 흡수 련 농행 에 하여 소득증

와 연계된 탄소 정책 로그램, 탄소배출권거래제 활용 등과 같은 온실

가스 완화를 한 가시 인 정책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한 지열․

LED․바이오가스 랜트, 임계유체 공정 등 농업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

는 핵심 녹색기술을 극 으로 보 할 필요가 있다. 녹색기술은 기비용

이 높고 상당한 험이 수반되므로 이들을 완화시켜  수 있는 한 녹

색 융 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한다.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 략 개발과 련하여 1년차 연구에서는 주로 

녹색성장 실태진단과 실증 분석을 통해 분야별 핵심과제 발굴에 을 맞

추었다. 구체  실천 략과 안별 우선순 , 체계 인 정책통합 방안 제

시 등은 내년에 추진될 2년차 과제에서 집 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2년

차 과제에서 다루게 될 <1세부과제>의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 추진되고 있는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에 한 정책내용의 

타당성, 성과지표의 성, 자원투입의 성, 추진일정의 수성, 정책

확산 노력, 성과목표 달성도, 효과성 등의 평가기 을 용하여 심층 인 

정책평가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둘째, 주요 선진국의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 로그램과 실천 략 가운

데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구체 인 사례를 발굴하여 심층조사

하고 시사 을 체계 으로 제시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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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Diagnosis and Tasks for Green Growth in Agriculture

As the climate gets warmer and warmer, the international society fur-
ther tightens the environmental restrictions with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order to reduce greenhouse gases (GHGs). 
Under such changing circumstance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the 
Korean government presented 'low carbon green growth' to cope with cli-
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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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research is to present a systematic, 
step-by-step and fruitful strategy for promoting green growth in agriculture 
by further examining the direction of discussion in Korea and other coun-
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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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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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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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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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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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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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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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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nt livestock, and etc. 
Seve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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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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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지구온난화는 홍수, 폭염과 산불, 폭설과 한  등 기상재해를 유발하

는 것은 물론이고 생태계 괴 등의 형태로 표출되어 인류 생존의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가속화에 따라 가뭄, 홍수, 폭염, 폭

설 등 이상기상에 따른 피해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망되고 있다(IPCC, 

2007). 기후변화 이슈를 경제학 으로 분석한 스턴 보고서에 따르면 지

과 같이 ‘에 지 다소비 체제’가 지속될 경우 지구 이 치러야 할 기후변

화에 따른 경제  손실이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으로 망하

고 있다(Stern, 2006). 기후변화의 이슈와 더불어 최근 국과 인도 등 신

흥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에 따른 에 지 수요의 격한 증가와 세계인구

의 지속 인 증가로 에 지 자원 고갈의 가속화와 공  부족에 따른 에

지 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화석연료 심의 행 에 지 소비구조

는 자원 고갈을 가속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와 함께 환경오염을 심화

시키는 등 구조  한계에 도달하게 한 것으로 지 되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에 지 기의 여건 변화 속에서 국제사회는 당면문제를 해

결하기 해 온실가스 배출에 한 국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로벌 차원

에서 극 인 응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독일‧ 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20여 년 부터 자원의 효율 ‧환경친화  이용과 녹색산업  

녹색기술 발 에 국력을 집 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이들 국가는 신재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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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한 집 인 투자와 시장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배출권거래제 실시 등 기후변화 응 정책기조를 강화함으로써 포스트 교토

체제에 연착륙을 유도하고 사회 반에 미칠 부정  향을 최소화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 인 여건변화를 진단해보면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의 지속 인 증가

와 에 지 다소비 산업에 한 의존도가 높아 온실가스 배출량뿐만 아니라 

배출량 증가율에 있어서 세계 으로 매우 높은 수 이다. 한 선진국 

심의 기후변화 규제정책에 신속히 응하기 어려운 산업구조 하에 있으며, 

녹색산업과 녹색기술 수 도 취약한 실정이다. 국가 발 과정 측면에서 보

면 에 지-기후시 (energy-climate era)를 맞이하여 개발 주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은 한계에 착함으로써 환경과 에 지를 종합 으로 고려한 새

로운 경제발  패러다임을 통한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한 시 에 이르 다.  

  에 지 효율성  친환경성이 기후변화 시  경쟁우  결정의 핵심요소

로 부각되는 시기에 환경친화 ‧ 탄소 체체로의 환을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보 을 동시에 추진하는 녹색성장 패러다임이 두되었다. 녹색성장은 

지속 인 경제발 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기후변화에 응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근방식으로 국제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 기후변화와 에 지 기에 선제 으

로 응하기 해 한국 정부는 2008년 8월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  

 패러다임으로 ‘ 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제시하

다. 녹색성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고 자원이용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구조를 이

룬다는 계획이다. 녹색성장의 국가 략을 실천하기 한 제도  틀을 갖추

기 해 2009년 1월 ‘녹색성장 원회’가 출범하 고, 2009년 7월에는 녹색

성장의 실천 략을 담은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이 발표되었

다. 2010년 4월 녹색성장 추진을 한 법  기반으로 ‘ 탄소 녹색성장기

본법’이 제정되어 발효되었다(2010. 4. 14 시행, <부표 1> 참조). 

  녹색성장을 한 제도 ․법  틀이 갖추어지고 녹색성장 기계획이 

발표된 이후 정부 각 부처별로 다양한 정책 로그램과 투자계획이 수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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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재 본격 으로 추진되고 있고, 정책목표 달성을 해 각 분야별로 활

발한 논의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농수산식품 부문에서도 2010년부터 녹

색성장 추진을 한 50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추진 에 있다. 실제로 농

업분야의 녹색성장은 단기 인 책보다는 장기 인 실천과제가 심이 

되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미래농업의 성장동력 발굴과 국

가발  략에 부응하기 해서는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을 한 실효성 

있는 단계  실천 략 개발이 시 하며, 향후 상당기간 동안 국내․외 으

로 이 분야의 연구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상됨에 따라 실증분석을 기 로 

한 체계 이고 선도 인 연구수행이 필요하다.   

2. 연구목   범

  이 연구는 녹색성장 련 국내․외 논의 동향과 산업  측면에서 녹색성

장에 한 심층 인 분석을 통해 농업부문의 녹색성장 추진을 한 체계

이고 실효성 있는 단계  실천 략을 제시하는 데 목 이 있다.

  1차연도(2010년)에는 녹색성장의 개념과 련 이론의 체계화, 내‧외 

여건 진단과 실태 악, 생태효율성‧한계감축비용‧녹색생산성 등의 실증분

석과 주요국의 녹색성장 추진사례 검토 등을 기 로 녹색성장을 한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2차연도(2011년)에는 1차연도의 연구결과를 기 로 농업분야 녹색성장을 

한 세부 실천 략 수립  략실천의 우선순 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농업분야 녹색성장의 연구범 는 환경 리  농업경제 분야를 포 하

며, 세부 으로는 기후변화에 응한 완화와 응 분야, 환경친화  농업

자원 리, 녹색기술, 미래 성장동력, 녹색 융 등 범 한 범 를 상으

로 한다. 실증분석에 있어서 생태효율성은 자료의 제약으로 유기농업과 지

열 냉‧난방으로 한정하 고, 녹색생산성은 농업과 비농업부문 등 체산업

을 상으로 하 다. 농업부문은 경종과 축산부문을 상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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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3.1. 녹색성장의 개념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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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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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진(2010)은 녹색성장의 개념 제시와 환경 쿠즈네츠 곡선을 이용하여 

녹색과 성장의 상생에 한 이론  근을 시도하 다.  

3.2. 녹색성장에 대한 비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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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사회 계, 경제성장에 한 물질-에 지 차원의 고찰 등 정치경제

학  시각에서 조명하 다. 녹색성장은 기존의 경제성장 우선주의에서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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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지 못하고 있고 재정  계획도 불투명하며, 기술지향  해결책은 우선

순 도 불분명한 채로 사회  합의도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진단하 다. 

3.3. 농업분야의 녹색성장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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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  탄

소농업을 통한 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시하 다. 이충원 외 3인(2010)

은 농림수산식품 분야 녹색성장의 추진방향, 비 과 략, 투입 고효율 

녹색산업화, 자연자원의 지속가능 이용․ 리, 국민건강 증진과 국력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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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융자 계획  기 효과를 제시하 다.

3.4. 타 분야의 녹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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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문의 녹색성장 략을 제시하 다. 지방자

치단체 분야의 연구로 김 호 외(2009)는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분석을 토

로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의 성과창출을 한 주요 추진 략을 제시하 다. 



6  서  론

3.5. 녹색성장 실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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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농업분야의 새로운 녹색기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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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이 보고서에서의 농업부문의 녹색성장 연구는 그동안 녹색성장 개념

과 이론, 정책통합, 실증분석  녹색기술 등 련분야에서 추진된 연

구를 종합 으로 검토하여 체계화하는데 상당한 비 을 두고 추진되었

다. 특히 친환경농업  기후변화 응 분야의 연구로 KREI에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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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친환경농업 체제로의 환(2003〜‘04)」, 「교토의정서 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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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화 략(2006〜‘07)」,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향분석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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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성은 녹색성장에 을 맞추어 농업분야의 체계 인 실태 진단과 

실증 분석, 해외사례 검토  분야별 과제발굴이 이루어졌다는 이다. 

농업분야의 녹색성장 련 녹색기술과 녹색 융 등 새로운 분야는 국

내․외 문가와의 동연구를 활용하여 심층 인 연구가 이루어지도

록 하 다. 이밖에도 농업분야의 녹색성장을 다루는 외부 문가와 정

책담당자 등과의 정보교류와 효과 인 학제간 연구수행을 해 2009년 

기후변화 응과제 수행시 구축된 ‘KREI 기후변화 응포럼’을 ‘KREI 

농업부문 녹색성장포럼(KREI 녹색성장포럼)’으로 재편하여 운 하 다.  

4. 연구과제의 구성과 흐름도

 농업부문의 녹색성장 실태 진단과 평가를 한 연구과제 수행의 각 단계

별 흐름은 <그림 1-1>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녹색성장 이론 체계화에서는  

녹색성장의 일반 인 개념과 농업부문의 녹색성장의 개념을 정립하고, 녹

색성장의 이론  배경과 제조건, 녹색성장의 정책수단 등을 다루었다. 

다음으로 녹색성장을 다루는데 핵심요소인 온실가스 배출실태를 진단하고  

망을 시도하 다. 녹색성장 내  여건진단에서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과 농식품분야의 녹색성장 추진 략의 심층평가  농업인과 문가의 녹

색성장에 한 인지도 분석 등이 이루어졌다. 녹색성장 실증분석에서는 녹

색기술의 생태효율성분석, 산업부문의 녹색생산성 분석  한계감축비용곡

선 도출을 시도하 다. 녹색성장의 외  진단에서는 OECD와 UN 

ESCAP에서의 녹색성장 논의동향 악과 미국, 국, 호주, 일본 등 주요

국의 녹색성장 사례를 심층 으로 검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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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농업․농 부문 녹색성장 1년차 연구 흐름도

5. 연구방법

5.1. 문헌연구

  국내문헌으로 녹색성장 련 정부정책 자료와 국내 연구기 과 국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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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등에서 발간된 보고서 등을 활용하 다. 먼  정부정책 자료로 농림수

산식품부, 농 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환경부, 녹색성장 원회 등으로부

터 발간된 자료를 이용하 다. 한 연구기 으로는 한국농 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 지경

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의 녹색성장 련 연구결과

물을 검토하 다. 한 해외문헌으로는 미국, 국, 호주, 일본 등의 녹색

성장 련 정부자료와 련 분야 연구자료를 검토하 고, OECD, FAO, 

UNESCAP 등 국제기구의 녹색성장 련 자료와 농업분야의 연구자료를 

활용하 다.

5.2. 녹색성장의 실태진단과 평가를 위한 실증 분석

  녹색성장의 실태진단과 평가를 한 실증 분석을 해 정량 ․정성  

근의 다양한 방법론이 용되었다. 녹색성장에 한 농업계의 인지도 조

사결과에 한 빈도  교차분석(Frequency analysis and Cross tabulation)

을 이용하 다.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실증 분석으로 유기농업과 행농업

의 성과비교를 해 생태효율성 기 을 용한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수행하 다. 한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완

화 수단별 비용효과성 평가를 한 한계감축비용곡선(Marginal Abatement 

Cost Curve, MACC) 도출을 시도하 다.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 간의 녹

색생산성 비교 분석을 해 탄소생산성 분석과 탄소생산성 기여도별 요인

을 밝히기 한 회귀분석 등을 용하 다. 

5.3. 국내․외 전문가 및 유관기관 현지조사

  녹색성장에 한 인지도 평가와 정부정책에 한 반응조사를 해 농업

인과 문가(정책담당자 포함)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농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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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녹색성장 정책과제 도출을 해 문가 패 을 구성하여 면담조사와 

토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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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부문 녹색성장 여러 가지 정책이 추진되고 련 분야의 연구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사례로 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연구자 

 정책담당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벤치마

킹 자료로 활용하 다.1

5.4. 세미나 및 협의회 개최 계획

  농업부문 녹색성장 련 의견수렴과 의를 해 국내외 문가를 청

하여 세미나와 의회 등을 5회 개최하 고, 「KREI 농업‧농 부문 녹색

성장포럼」을 7회 개최하 다. 한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 략개발에 

한 연구과제의 1년차 연구 성과를 알리고 국내․외 문가 의견을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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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국제세미나를 개최하 다. 녹색성장 국제세미나에서는 ‘미국의 탄소 

녹색성장’(오 곤주립  수잔 카팔보 교수), ‘호주농업 녹색성장을 한 정

책  근’(호주 ABARE 허랄 아하마드 박사), ‘일본농업의 녹색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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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의 평가와 과제’(KREI 김창길 박사) 등 국가별 문가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국제세미나 자료집 발간, 김창길 외 3인, 2010b).

1 농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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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국내․외 협동 및 위탁연구 추진 상황

  농업부문의 녹색성장 진단과 과제발굴에 한 1년차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 효과 인 과제수행을 해 외부 연구진의 문성이 요구되는 녹색

기술과 녹색 융 분야를 심으로 탁연구(원고의뢰)를 추진하 다<표 

1-1>. 국내 탁연구로는 농업분야의 새로운 녹색기술 활용분야로 ‘ 임계

유체를 이용한 농업분야 녹색기술 용방안’(서울 학교 이윤우 교수), ‘농

업분야의 녹색 융 활용방안’(보험연구원 진익 박사) 등이 이루어졌다.2 해

외 탁연구로는 미국 농업을 상으로 녹색생산성 실증 분석과 녹색성장 

정책 로그램을 다룬 ‘미국농업의 탄소 녹색성장’(오 곤 주립 학교 수

잔 카팔보 교수)에 한 과제가 수행되었다.3 녹색성장 1년차 과정에서 외

부 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물을 모아 2011년 상반기에 「농업분야 녹색

성장 자료집」을 발간할 정이다.

표 1-1.  국내․외 탁연구 추진 상황
구분 연구 책임자 (소속) 주요내용 

국내
공동
연구

이윤우 교수
(서울  화학생물공학부)

∘ 임계유체의 의미와 요성
∘농업분야 기술 임계유체 실용화 기술 분석
∘  바이오 리 이 리 시스템의 구축방안 

진익 박사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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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공동
연구

Susan Capalbo교수
(미국 Oregon State 
University, 응용경제학부) 

∘미국의 농업부문 녹색생산성 실증 분석
∘미국의 농업부문 녹색성장 략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설계와 한국 용가능성 검토 

총 3과제(국내: 2과제, 해외: 1과제) 

2 농업분야의 새로운 녹색기술 분야로 임계유체를 이용한  기반 바이오 리

이 리 시스템과 녹색성장을 한 녹색 융 활용 방안에 한 탁연구 결과는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본 보고서의 ‘제6장 녹색성장을 한 주요 추진과제‘에 

제시하 다.    

3 미국 농업분야의 녹색성장 정책에 한 진단과 기후변화 완화  응 략, 농

업부문 생태효율성 분석 등을 다룬 탁연구 결과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본 

보고서 ‘제5장 국제기구  주요국의 농업부문 녹색성장’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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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stainable development)은 환경보 과 경제개발을 조화

시키면서 지속 인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의미로, 1972년 스톡홀름 유엔회

의의 환경선언에 제시된 이후 1987년 환경․개발에 한 세계 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의 개념 정립을 거

쳐, 1992년 UN의 ‘환경․개발에 한 리우 선언’과 실천과제인 ‘의제 21’의 

근간이었다. 지속가능한 발 의 개념은 주류경제학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인 

경제성장을 우선으로 하되, 환경문제(growth first, clean up later)를 해결하

려는 시각에 한 반성으로부터 나왔다. WCED에서는 지속가능한 발 을 

“세  간의 형평성을 기 하여 미래세 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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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도 충족시키는 발 ”으로 규정하고 있다(김창길․김정호, 2002, pp.7-9).

  녹색성장(green growt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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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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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동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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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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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UNESCAP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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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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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동력으로 

환되는 -  략으로 볼 수 있다<그림 2-1>.

  실 으로 녹색성장은 환경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bstantiality)

과 환경  성과(environmental performanc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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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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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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  녹색성장 패러다임으로 환

자료: 김명수 외(2009).



16  녹색성장의 개념과 련 이론

  녹색성장 모형이 통  경제성장 모형과의 기본 인 차이는 환경보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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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표 2-2>. 따라서 녹색성장의 계획 수립 은 ‧단기  망보다는 

장기  망을 시하고 정책  에서는 시장실패의 재자의 역할을 넘

어 조정을 진하기 해 녹색기술과 리기법 등 구조변화를 필요로 한다. 

녹색성장을 진단하기 해서는 경제지표인 GDP와 생산성에 추가하여 성장

의 질  측면과 환경이슈를 포 하는 녹색생산성과 생태효율성 지표가 요구

된다. 한 녹색성장 모형에서 환경지표의 경우 통  경제성장에서 용

된 자원사용과 오염물질 배출량에 한 측정뿐만 아니라 경제활동과 환경  

재화와 서비스 공 과 경제활동 간의 연계성 측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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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경 의 책임

모든 정부기 , 기업, 넓게는 
사회  역

환경 정책  
개입

모든 생산과 소비 양상에 한 
개선

경제활동의 패턴을 환경  
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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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 비율과 정도 계측

성장의 질 인 면이나 환경을 
포함하는 웰빙에 한 측정

환경지표
자원사용과 오염물질 배출에 
한 측정

경제활동과 환경  재화와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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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의 구성요소 변화

자료: OECD(20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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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의 이론  배경은 환경과 소득수 과의 계를 경험 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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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환경오염과 경제성장 간에도 분배와 성장의 계와 같은 경향이 존재

한다는 가설이다. 환경 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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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경제성장은 환경성과 개선

을 해 필요하나, 소득이 증가한다 해도 환경오염이 자동 으로 감소하지

는 않으며, 경제성장은 환 에 도달하기 에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성장 심의 국가들의 경우 EKC를 평평하게 하고 우리 경계에 도

달하는 시간을 이기 해 녹색성장 체제로 환하여 환경  성과를 개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2-3.  녹색성장을 통한 환경성과 개선 - EKC 하향 이동 

     

  

 

5 197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쿠즈네츠(Kuznets) 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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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Kuznets Hypothesis, EKH)이다. 

환경 쿠즈네츠 곡선(EKC)의 존재는 경제성장이 환경문제의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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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  산업 발 에 상당

한 심과 투자를 증가시키게 된다. 한 정부는 환경규제를 강화하기 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민간기업과 정부의 상호 보완 인 역할이 수

반되지 않는다면 선순환 인 계가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환

경 쿠즈네츠 가설’은 환경이 성장과 결합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과 동시에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불공정한 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곡

선 로라면 개도국은 경제성장이 일정수 에 도달하기까지는 환경문제에 

하게 응 할 수 없지만, 재의 기후변화 상은 국제  기후변화 

응방안 모색에 있어서 개도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6

  기후변화  에 지 문제와 련하여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길을 그 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녹색성장을 한 정책기조를 수용하여 선진국의 발

된 녹색기술과 지식을 수받게 되면 환경훼손을 게 하면서 경제발

을 추구할 수 있다. 재 개도국은 A에서 B 사이에 치해 있고, 선진국은 

C에 치해 있다고 하면<그림 2-4>, 재의 경제발  상태에서 보면 선진

6 개도국과 선진국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한 국제  공조에 한 답으

로 IPCC 부의장으로 2007년 노벨평화상을 공동수상한 무나싱헤(Munasinghe)는 

‘지속가능 경제(sustainomics)' 가설을 제시하 다. 이는 통 인 환경 쿠즈네

츠 곡선을 수정하여 국가 간의 조라는 새로운 변수를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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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Munasinghe(2010).

국들은 험범 의 환경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나 앞으로 기후변화 약에 

따라 탄소 녹색성장 략을 구사하면서 C에서 E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그 다면 진국과 빈곤국들이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지속 인 경제성

장을 추구하기 해 용해야 하는 국가정책과 추진 경로를 살펴보기로 한

다. 국가별 경제성장의 경로와 련하여 녹색성장의 가설에서는 B에 도달

한 진국은 상당한 자본과 노력을 투입해온 선진국의 경로를 따라가기 보

다는 새로운 녹색성장의 경로로 진행하는 국가발  략을 채택한다는 것

이다. 즉, 진국들은 선진국들의 탄소 성장기술(녹색기술)과 지식을 이

용하여 환경 안정선 이하 경로를 따라가는 터  효과(tunnel effect)를 린

다는 것이다(미래기획 원회, 2009; 강성진, 2010). 따라서 선진국들은 C에

서 E로 이동하지만, 후발 주자들은 같은 경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B에서 

D를 거쳐 E로 가는  다운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의 

실화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국제 인 조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7 

7 진국의 녹색성장 경로는 선진국이 개발하여 이용하는 녹색기술을 수하고, 

개도국의 감축 노력을 지원하는 등의 국제  조가 이루어질 때에만 가능하

다. 로벌 어젠다인 기후변화 문제만큼은  세계 인 공조가 필요하며, 실패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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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  탄소농업을 

통한 성장을 의미한다. 녹색성장의 목표 달성은 친환경농업과 탄소농업 

확  등 지속가능한 농업체제로의 환과 환경친화  농업기반 정비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그림 2-5>.8

그림 2-5.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개념  치

8 친환경농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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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agriculture)으

로 규정할 수 있으나 공식 으로 리 이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실제로 농

업분야에서 녹색과 연계하여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녹색성장

과 직  련된 것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를 들면 국에서는 친

환경의 의미를 소비자들에게 보다 다가가는 의미로 ‘녹색식품(green food)'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 농업분야에서 다수확 품종개발(통일벼 

계통의 신품종 IR667)을 통한 획기 인 생산성 증 를 `녹색 명(green 

revolution)’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녹색성장과는 련성이 없다. 한편 

겨울철 유휴농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제2의 녹색 명’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녹색성장과 직 인 련성은 없고, 경종과 축산을 연계

하는 자원순환농업으로 간 으로 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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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농업구조 개편(Green Agricultural Restructuring)은 에 지 효율성 

제고와 융합기술 활용을 통해 농업 반을 탄소농업으로 환해야 함을 

의미한다. 가치사슬의 녹색변환 달성(green value chain)은 ‘생산-유통-가공

-소비-재 자원화’에 이르는 가치사슬 과정의 친환경화(녹색화)를 통한 농

업의 녹색성장 기반조정이 필요하다. 한 녹색가치사슬을 해서는 녹색

기술 인증제도입  IT, NT, BT 등 융합기술을 활용한 녹색변환을 진해

야 한다. 기후변화에 응하고 자원순환이나 에 지 효율 향상과 련된 

국내 표 화  국제표  선 을 통해 농업부문 녹색기술을 보호하고 환경

경쟁력을 향상해야 한다. IT기술을 활용한 에 지 효율성 향상과 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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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등 농업분야 Green IT를 통해 농업 련 산업의 녹색화를 진하며, 

농산물 유통, 수출 마  물류 등 간단계의 녹색화 추진 등 생산과 소

비의 녹색 환을 통한 공 체인 반의 녹색화를 유도해야 한다. 한 탄

소형 농업구조의 재설계를 통해 친환경농자재 산업과 농업 련 산업의 그

린화를 통한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유기농, LED, 지열활용 식품

산업 등 환경친화  산업부문을 핵심녹색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4. 녹색성장의 정책수단

  녹생성장은 기본 으로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에 있으므로 주요 정책수

단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녹색기술 활용을 통해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고 

환경 책이 지속 인 경제성장에 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 가속화는 경

제주체가 지구환경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함으

로써 발생하는 외부효과(externality)로부터 기인된다. 이런 맥락에서 녹색

성장은 부정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고 지구환경 악화로부터 래하는 비

용을 개인이나 기업 는 국가가 하게 분담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실 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환경문제로부터 발생

하는 외부효과를 정확하게 계측하여 온실가스( 는 환경오염) 배출자에게 

해당하는 경제  비용을 부과하는 최선책(first best solution) 모색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실  여건을 반 하여 녹색성장 정책수단은 정부투

자․연구개발, 탄소세‧배출권거래제‧보조  등 외부경제의 내부화 수단, 

직 규제, 유인책, 도덕  설득‧정보제공 등을 들 수 있다<표 2-3>.

  정부투자는 규모 재정투자를 통한 기본인 라 구축 분야로 녹색 R&D

투자와 녹색뉴딜을 통한 사회간 자본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외부효과의 내부화 수단은 시장 기능을 활용하는 정책으로 부과 , 탄소

세, 배출권거래제, 보조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수단이 제 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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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녹색성장 정책수단의 분류

구분 주요 내용

정부투자․연구개발 인 라 구축을 한 규모 투자, 녹색 R&D투자

외부효과의 내부화
부과 제도, 탄소세(온실가스세), 배출권거래제, 보조
제도

직 규제
배출기 , 신재생에 지 공 의무화, 에 지소비효율 
등 화, 총량규제

유인책 친환경 세제개편, 발 차액 보조

도  설득․정보제공 녹색교육, 온실가스 모니터링 

자료: 녹색성장 원회(2009b), OECD(2010a).

되기 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  한계비용,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 

감의 사회  편익 등에 한 신뢰할 만한 자료와 정보가 구축되어야 한다.

  부과 제도는 온실가스 단 당 배출에 해 그 귀속가격(imputed price)

과 같은 액의 부과 을 온실가스 배출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으로 

인 유인을 사용하여 효율 인 자원배분을 달성하는 이상 인 경제  수

단이다.9 실제로 부과  제도를 실행하기 해서는 개별이용자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한 모니터링과 실제 배출량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한 세 은 크게 탄소세와 온실가스세로 나  수 있

다. 탄소세는 부과 의 형태로 화석연료 사용 시 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탄

소 함유량에 비례하여 세 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실 으로 탄소세의 부

과  징수상의 편의성 때문에 제품부과 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온실

가스세와 탄소세의 차이는 온실가스세는 가스배출량을 과세기 으로 하고 

탄소세는 가스배출의 원천이 되는 화석연료의 투입량( 는 생산량)을 과세

기 으로 한다는 이다. 탄소세가 화석연료 투입량을 효율  수 으로 유

지할 수 있는 것은 온실가스세와 동일하나 화석연료 투입량( 는 생산량)

9 귀속가격은 온실가스 증가 1단 당 외부효과에 의해 감소되는 경제후생을 재

가치로 평가한 수치로 온실가스 방출의 사회  한계비용(social marginal cost)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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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과세기 으로 설정함으로써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과세당국이 정확하게 모니터할 필요가 있는 온실가스세와 달리, 

탄소세는 화석연료의 출하단계 는 유통단계만 과세당국이 모니터하여 

과세하면 충분하다. 세 이 화석연료가격으로 가됨으로써, 온실가스의 

귀속가격을 화석연료의 최종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반 할 수 있어 탄소세

를 실행하는 행정비용은 비교  다고 볼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는 marketable permit system)는 온실가스 

총배출량 산출을 기 로 배출권을 설정하여 그 권리를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방안이다. 배출권에 한 시장의 수요와 함께 가격조  기

능을 통하여 배출권의 수요량과 공 량이 결정된다. 어떤 온실가스 배출원이 

보다 렴한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으면 배출량을 감하고 약

된 양만큼의 배출권을 배출권거래시장에 공 함으로써 이득을 얻게 된다. 

  보조 (subsidy)제도는 온실가스 배출자에게 특정수 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인정해주고, 배출자가 자신이 부여 받은 권리 가운데 일부

를 포기할 경우에 보조 을 통해 정부가 보상해주는 방법이다. 보조 제도

가 제 로 작동하기 해서는 보조 을 지 하는 정부가 지 상 기술수

, 비용, 감잠재량 등 여러 가지 련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직 규제는 온실가스 배출수 을 달성하기 하여 배출자가 수해야 

할 배출기 (emission standards)을 구체 인 법률로 정하고 여러 가지 수

단을 동원하여 기 을 수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배출기 은 각 배출원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의 상한을 명시하여 이를 수하도록 하는 지

침으로 타 정책수단에 비해 단순하고 명확하여 정부가 손쉽게 도입하여 실

행할 수 있는 조치이다. 에 지효율 상승  청정에 지 이용 확 를 해 

신재생에 지 공 의무화, 자동차온실가스 배출규제, 에 지 소비효율 등

화 등을 들 수 있다.  

  유인책은 인센티  지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기술개발을 

진하는 방안으로 친환경 세제개편과 발 차액 보조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도덕  설득은 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소비와 생산 패턴으로 환

하기 해 교육과 홍보를 들 수 있다. 개인과 기업  사회가 녹색성장에 



녹색성장의 개념과 련 이론  25

한 인식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온난화의 향 

등에 한 정보제공도 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련한 녹색성장의 여러 가지 정책수단은 경제  효율

성, 환경  효과성, 정책수용성, 시행가능성 측면에서 각각의 장 과 단 을 

가지고 있다.10 따라서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기 해서는 어떤 하나의 정책

로그램을 선택하여 추진하기 보다는 정책여건에 한 종합 인 평가를 

기 로 정책결합(policy mix)의 포트폴리오를 수립해야 한다. 실 으로 

한 정책결합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책 시뮬 이션에 의한 

사 인 평가와 비교  성공 인 정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국의 

녹색성장 추진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을 한 정책수단으로는 온실가스 감축과 흡수

와 련된 완화정책과 기후변화 응 등을 포 하는 기후정책 수단을 들 

수 있다. 기후정책 수단은 녹색성자의 표 인 로그램으로 <표 2-3>에

서 제시된 탄소세‧배출권거래제 등 외부효과의 내부화 방식이 유력한 수

단으로 용될 수 있다. 농업부문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탄소성

표시제도 등은 실 으로 녹색성장 목표달성을 해 리 활용되는 정

책수단이다. 다음으로 에 지 효율화와 재생에 지  새로운 에 지개발 

등을 포함하는 에 지 정책수단을 들 수 있고, 녹색공간 조성과 농업환경

자원 리 등을 포함하는 환경․자원 리정책 수단이 있다. 한 친환경농

업(유기농업 포함)․녹색식품․녹색 융․생명산업․일자리 창출 등을 포

함하는 녹색산업 정책수단을  들 수 있고, 융합기술 활용‧녹색기술인증

제․녹색기술 통합사업단․녹색기술 표 체계와 DB 구축 등을 담고 있는 

녹색기술정책 수단 등을 들 수 있다. 농업부문 녹색성장이 효과 으로 이

루어지기 해서는 정책수단에 따라서 농업인‧ 문가‧정책담당자 등 련

주체별 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부표 2>.

10 경제  효율성, 환경  효율성, 형평성, 정책수용성, 기술개발 진, 환경의식 

증진 등의 정책 평가기 을 기 로 온실가스 감축수단별 비교는 임재규․박근

수(2004) pp.12-17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한 온실가스 리 정책수단에 

한 경제  후생 비교는 신의순․김호석(2005), pp.112-119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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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부문 녹색성장 과제 발굴을 해서는 정확한 실태진단이 필요하다. 

제3장에서는 농업․농 부문의 녹색성장 실태 악을 해 온실가스 배출

실태와 망  온실가스 리수단 등을 심으로 여건 변화를 진단하

다. 한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 로그램에 한 황과 정책평가를 제

시하 다. 녹색성장 인지도에 한 농업인과 문가(정책담당자 포함)의 

반응조사 결과를 제시하 다.

1. 농업부문 녹색성장 여건 변화

1.1.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실태와 전망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2007년 기 )은 약 6억 2천만CO2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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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0만CO2톤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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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육두수 증가와 화학비료 사용량 증가 등으로 증가 추세로 환되었다.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벼 재배, 농경지토양, 잔사소각 등 경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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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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s Usual, BAU)의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량 측이 가능하다. 시나리오 구성에 있어서 외 인 여건 변화 요인

으로  세화 유 와, 2011년부터 주요국과의 FTA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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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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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2 환산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추이 

단 : 만CO2톤

자료: 김창길 외 4인(2010).

  

1.2.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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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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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ssions reduction technology)은 시비 리와 물 

리 등 작물재배기술과 가축 사료 여 개선  발효 진 첨가제 투여 등 

가축사양기술을 용함으로써 메탄과 아산화질소 배출 감축이 이루어지는 

청정기술이다. 경종부문에 있어서 논에서의 감축기술로는 질소비료 시비량 

감축, 유기물 사용 확 , 간단 개로의 개방법 환, 건답직 로의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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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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김창길 외 4인(2007), p.42.

방식 변경 등을 들 수 있다.11 밭의 감축기술로는 화학비료 시비량 감축과 

친환경농업의 실천 등을 들 수 있다. 축산부문의 경우는 사료의 에 지 함

량  소화효율 향상, 가축개량, 양질 조사료 여, 반추  발효조정제(사

료첨가제, 미생물제제 투여) 첨가 등에 의한 반추가축 장내발효 개선기술

이 있다. 한 슬러리 장기간  호기처리시설 확 , 가축분뇨 장탱크

의 덮개 설치 등의 가축분뇨처리 시설개선 기술을 들 수 있다.  

  둘째, 유기농․축산업 실천기술은 온실가스 감기술의 일종으로 이산

화탄소와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기술이다. 유기농업은 윤작을 하

11 간단 개는 물을 항상 담수상태에 유기하지 않고 며칠간 물을 뺀 다음 다시 

개하는 방식이며, 건답직 는 마른 논에 물을 지 않고 씨를 뿌리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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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부산물비료나 유기질비료의 투입 등으로 토양을 리하며 화학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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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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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schi and Mulle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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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organic carbon sequestration) 기술을 들 수 

있다. 토양유기탄소는 식물의 합성작용을 통해 장된 탄소가 생물의 잔

해로 토양에 들어온 후 토양 내에서 분해되는 과정 에 있는 물질이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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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토양유기탄소는 농작물 생장을 한 양분의 근원이며 농산물 생산성을 유지하

는 데 요한 수단이다. 토양유기탄소가 심하게 유실되면 토양의 질이 악화되

고 바이오매스 생산이 감소한다(정원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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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된 에 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바이오매스는 태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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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폐기

물 등을 이용하는 바이오가스, 유채와 유지작물 등을 이용하는 바이오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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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들 수 있다.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랜트는 최근 국내․외 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13 가축분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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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바이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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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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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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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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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Spontaneity), 시스템화 된 정책추진(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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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식품부 회의실에서 장 주재 유 기  계자회의에서 「농업부문 녹

색성장의 개념과 추진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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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녹색성장 성과확산(Green Sprea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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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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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를 해 련 분

야 문가로 구성된 자체평가단을 구성하여 자체 검을 강화하고, 추진실

 미흡과제는 계획이행  향후 개선독려 등 환류를 강화하도록 한다. 

한 성과확산을 한 농식품 분야 녹색성장 홍보강화를 해 우수사례 발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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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부문 주요내용

강원도

기후
․ 풍수해 감 종합계획 수립, 풍수해보험 가입(18시군)
․ 지역우  략작목 개발․육성,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기술․ 체작목 개발
․ 동해안 해양기후 자원이용 기술 개발

녹색산업
․ 탄력 인 식량수  한 국제 력 확 (몽골 튜 도 ‘강원농업타운’ 운 )
․ 친환경 농식품산업 육성(생태 그린 바이오 특구 지정ㆍ운 )
․ 고부가 식품산업 육성(우량 모삼포, 약  명품화, 특화품목 육성사업)

경기도
기후

․ ‘농사도 문경 시 !’  문 경 인 육성
․ 온실가스 배출 감 신제형 화학비료 개발

녹색산업 ․ 2011 세계유기농 회 성공개최로 유기농 련 산업 확산

경상북도

환경․자원 리 ․ 낙동강 수계 수지 증고사업

녹색산업
․ 녹색 농업타운 조성(그린에 지 시설원 단지 조성)
․ 로컬푸드 활성화

녹색기술
․ 식물공장 심 복합 산업단지 조성
․ 신재생에 지 원 단지 조성

경상남도

기후 ․ 자연재해 보험 활성화

환경․자원 리 ․ 맑은 물 농업용수 공 사업(맑은 물 공 하여 품질 고 화  생산성 향상)

녹색산업 ․ 생명환경농업 육성(고성군)

녹색기술 ․ 시설원  순환식 수막시스템 보 (농업기술원)

라북도

기후 ․ 자연재해피해 최소화를 한 농작물 재해보험 활성화 사업

환경․자원 리
․ 4 강( 강, 섬진강) 주변 농업용 수지 증축
․ 다목  농 용수 개발

녹색산업

․ 탄소순환 해수농장 시범사업
․ Seed 밸리 조성사업
․ 친환경 천일염 명품화 사업
․ 친환경 허 산업 육성
․ 녹색 비즈니스 문가(농업 CEO) 육성산업
․ 녹색일자리 창출을 한 녹색 장인턴 사업)

라남도 녹색산업

․ 도시농업(Urban Agriculture) 활성화
․ 로벌 농식품 복합단지 조성
․ 남도 맛 산업의 명품화ㆍ세계화(남도 맛 산업 애그리비즈니스 모델 구축)
․ 종자산업(Seed Industry) 육성
․ 친환경 식품산업 육성
․ 천일염의 세계 명품화

충청북도
기후 ․ 기후변화 응 양분 종합 리 기술 개발

녹색산업
․ 태백산맥 한방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
․ 제천 약 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충청남도

환경․자원 리 ․ 해외농업개발  국제교류 력 강화

녹색산업 ․ 발 소 폐열 이용 고부가 농축산산업단지 조성

녹색기술 ․ 농축산 바이오 R&D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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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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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답직 로 환하는 경우 메탄 감량이 연간 약 80만CO2톤에 달하므로 상

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김창길 외 4인, 2007). 수도작 농

가들에 건답직 와 간단 개 등을 유도할 수 있는 탄소직 지불제도 

로그램에 한 극 인 검토가 필요하며, 축산부문의 경우 양질의 조사료 

사용, 사료첨가제 사용, 가축생산성 개선 등 반추가축의 장내발효 개선을 

통해 축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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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

과 조정 등 피드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15

15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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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계의 녹색성장 인지도 조사 결과

3.1. 농업인 조사

3.1.1. 설문조사 개요

  농업인의 농업부문 녹색성장에 인지도 악과 련 정책에 한 반응조

사를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 문항은 녹색성장 인지도 등 

녹색성장 련 일반사항 4문항,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 련 7문항, 친환

경농업, 신재생에 지 등 녹색성장 정책 로그램 참여 여부 련 5문항 

등 총 16문항으로 구성하 다<부록 7 참조>. 

  설문조사 기간은 2010년 8~9월이며, 조사 상은 한국농 경제연구원 

지통신원 786명이며, 조사방식은 우편조사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답변자

의 지역분포는 경상권 31.7%, 라권 26.1%, 충청권 20.4%, 강원권 9.3%, 

경기권 8.9% 제주권 1.7%이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농업인 786명의 사회경제  특성을 분석해보면, 성

별은 남성이 674명으로 85.8%, 여성이 101명으로 12.8%를 차지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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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50세 이상이 체의 85.5%를 차지한 가운데 70세 이상 고연령층이 

30.5%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47.1%, 졸 이하 37.2%, 학교 졸

업 이상은 15.0%를 차지하 다. 

  조사 상자의 농사경력을 보면 30년 이상이 70.2%로 나타났으며, 20～

30년 미만이 15.8%, 20년 미만은 12.2%로 30년 이상의 경력자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의 주재배 작목은 미․맥류 44.5%, 과실류 

13.7%, 채소류 6.6%, 과채류 4.3%, 기타 10.9% 등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자료에 한 통계분석은 SPSS 12.0 패키지 로그램을 이용하

여 빈도와 교차분석을 실시하 으며, 교차분석에서 통계  유의성은 χ2
 검

정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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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응답자의 사회경제  특성
단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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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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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높게 인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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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녹색성장의 경우 매체를 

통해 단기간 내 집 인 홍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3-4.  녹색성장 인지도
<녹색성장 인지도> <지속가능발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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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되었다.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조사 상 

농업인 가운데 약 반정도가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 을 공통되는 부분

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 ’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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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 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해 

56.7%의 농업인이 ‘그 다’고 응답하 으며, ‘매우 그 다’는 응답까지 포

함할 경우, 61.3%의 농업인이 환경보 과 경제성장이 동시에 이룰 수 있다

는 정 인 견해를 나타냈다. ‘보통이다’가 27.6%이고, 부정 인 견해는 

9.2%에 불과해 체로 환경보 과 경제성장의 병행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6.  환경보 과 경제성장 병행 여부

3.1.3.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

  농림수산식품부의 50개 세부과제 가운데 농업 련 34개 녹색성장 정책 

로그램에 한 요도 여부에 한 조사결과, 요하다는 응답 비 이 체

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녹색성장 정책수단 가운데 요하다는 의견이 

70% 이상인 로그램은 ‘바이오매스 에 지화 진’, ‘녹색기술 보  확 ’, 

‘기후변화 응 방  조치 강화’, ‘ 탄소 녹색마을 친환경주택 보 ’, ‘친

환경 농자재산업 육성’, ‘한식세계화 확 ’, ‘ 응기술  기상재해 응’, ‘새

로운 일자리 창출’ 등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새만  지역 녹색성장 진기

지’, ‘탄소흡수 녹색공간 확 ’, ‘식품클러스터 친환경  조성’ 등은 요하다

는 의견이 50% 이하로 상 으로 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들은 녹색성장 정책 가운데 실질 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후변화 

응정책  에 지 자립도 제고 정책 등은 요하게 평가하는 반면, 단기

으로 가시 인 성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정책은 요도를 낮게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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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 정책 로그램 요도
단 : %

부분별 과제 세부내용

요
하지않다

요
하다

① ② ③ ④ ⑤

바이오매스
에 지화 진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에 지화 시설확충, 농
작물을 이용한 바이오에 지 기술 개발

3.8 6.2 13.2 31.7 42.2

녹색기술 개발 
투자 확

● 녹색기술 개발 재정투자 확 , 녹색기술인증제
를 도입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2.2 8.9 22.8 37.0 25.2

녹색기술 보  
확

● 원  농업시설 보온력 향상  에 지 감장
치, 화석연료 체를 한 지열, 인공 (LED) 
등

3.2 6.0 15.8 35.4 35.6

녹색기술 활용
장비보  확

● 농업용 수지의 개용수․하천유지수  잉여
수를 이용한 기에 지 생산․공

4.1 9.2 20.4 29.1 33.1

기후변화 응 
통계시스템 구축

●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 등에 비, 분야별(농
업․축산․식품) 정확한 온실가스 산정 등 통계
시스템 구축

3.4 8.4 22.8 33.6 28.0

기후변화 응
생태계 감시

●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강화 등 
생산분야 응력 향상

3.6 7.3 21.2 36.6 27.1

기후변화 응
방  조치 강화

● 가뭄․폭우 등 기상재해 비, 농작물 재해보험 
활성화 등 사  방  조치를 통해 피해 최소
화

3.2 4.5 12.0 31.6 44.9

지역별 특성
녹색공간 조성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체험․휴양시설 등 녹색공
간 조성 

4.6 9.9 25.4 30.9 25.8

새만  지역
녹색성장 진기지

● 새만  지역을 녹색성장의 심지역으로 육성 5.1 11.2 30.4 27.0 21.8

탄소 녹색마을 
친환경주택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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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7.1 14.0 30.0 41.2

4 강 수질개선
재해 방

● 4 강 수질개선  재해 방을 해 기반시설 
정비 등 물 리 강화 

7.1 9.9 21.4 24.4 34.0

도농교류
로그램 확

● 도시민 유치  농어 지역 활력증진을 해 다
양한 도농교류 확산 로그램 운  

4.3 10.4 25.1 28.8 28.0

미래 농 모델 
개발

●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들을 통합 설계, 미래 농
의 새로운 모델 정립을 한「팔도강산 수
강  만들기」 추진 

4.5 9.7 23.7 32.6 26.2

탄소흡수 
녹색공간 확

● 생활공감형 도시농업, 가정원  육성으로 도시 
녹색공간 확  

4.6 13.9 30.7 30.3 16.4

바이오자원 활용 
고부가 생명산업

● 작물․곤충 등 바이오자원을 식의약품 신소재로 
발굴․산업화

3.6 8.8 26.5 33.8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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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계속

부분별 과제 세부내용

요
하지않다

요
하다

① ② ③ ④ ⑤

종자산업의 수출
략산업 육성

● 종자를 수출 략품목으로 육성하여 수출확 4.1 6.4 19.0 30.0 37.2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확

● 친환경 농업지구, 역친환경 농업단지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3.7 6.7 17.9 37.0 30.9

친환경유통  
유기가공식품 강화

● 친환경 농축수산물 유통확   유기가공식품 
인증 강화

2.7 6.9 20.2 35.0 31.0

친환경 농자재산업
육성

● 생물농약(천  등), 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 농산
업 육성

2.7 5.7 15.0 36.4 36.5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 확

● 겨울철 유휴 농지, 하천부지 등에 식량․사료작
물 재배, 토지이용의 효율성 향상 등 제2녹색
명 지속 추진

5.1 8.0 19.8 29.3 34.6

식품클러스터
친환경  조성

● 국가식품클러스터( 북 익산)를 친환경 으로 
조성

3.9 10.2 36.4 29.1 15.6

국내 식품원료
사용 기반조성

● 국내산 식품원료 사용 확  기반 조성을 통한 
탄소배출량 감, 식품생산 구조를 탄소 감형
으로 고도화

2.3 7.3 23.7 34.9 27.7

한식세계화 확
● 발효식품, 슬로우푸드로 표되는 한식을 세계
화하여 국가이미지 제고  경제  부가가치 창
출

3.3 5.1 15.9 33.3 8.4

농업부문 
탄소 표시제 도입

● 식품원산지, 푸드 마일리지 등 탄소소비와 련
한 정보제공, 농식품 분야의 탄소표시제 도입 
추진

3.3 8.1 31.0 33.2 19.1

녹색 식문화 확산 ● 녹색 식생활 문화 확산을 한 국민운동 개 2.8 7.8 26.1 31.3 24.9

재배 지 변동
신규작물 도입

● 작물별 재배 지 선정  작물 재배치, 아열  
작물 도입, 평가  재배법 개발

2.9 9.3 26.6 32.7 24.3

응기술  
기상재해 응

● 기후친화형 식량생산기술 개발, 기상재해, 병해
충 방제법, 이상기상에 따른 농업재해 평가, 피
해 최소화 기술 개발

2.7 3.9 12.7 33.3 43.4

기후변화 향
평가  측

●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생산 향평가  측, 
농업생태계 취약성 평가  취약성 지도 작성

2.5 5.3 19.2 38.7 29.1

주요국 작황  
찰 네트워크

● 곡물 주요 생산․소비국 작황 정보시스템 구축, 
국가 병해충 찰․방제 네트워크 조성, 생태계 
변화 측기술 개발 

2.5 4.8 18.6 35.2 34.1

녹색식품
경쟁력 강화

● 유기가공식품 인증 강화 1.9 6.4 22.3 37.4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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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계속

부분별 과제 세부내용

요
하지않다

요
하다

① ② ③ ④ ⑤

녹색기술 활용
융지원 확

● 에 지 약 시설에 한 융지원, 유통부문 포
장과 운송 분야 융지원확

2.3 6.6 20.9 34.2 32.1

녹색기술보
우 리

● 농업투자펀드를 통해 농업 련 녹색기술보  기
업에 한 우 리 출, 농업부문 험 리를 
한 녹색보험 개발

4.2 8.5 22.8 35.6 24.6

새로운 일자리 
창출

● 기술개발․산업육성에 의한 녹색일자리 창출 3.1 5.0 16.7 31.7 39.1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필요성에 해 응답자의 85% 정도가 ‘그 다’고 

매우 정 으로 응답하 는데, 이는 농업인들이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개

념을 기후변화 응  에 지 련 정책과 직 으로 연계시켜 생각하기 

때문으로 단된다.

그림 3-7.  농업부문 녹색성장 필요성

  농업부문 환경규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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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났고, ‘부담이 

늘어서는 안 된다’의 34.4%보다 다소 높으나 비슷한 수 이었다. 이는 농업

인들이 환경규제 수 을 재보다 강화 하는 것을 수용하면서 환경보 을 

한 어느 정도의 부담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표 3-6>.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내․외 여건 진단  45

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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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과 환경규제 강화와의 계를 보면 연령 가 낮아질수록 농업에 

한 환경규제를 재보다 완화시켜야 한다는 응답비 이 높았다. 환경보

을 한 부담 수용여부에 해 60세 미만은 수용가능하다는 응답비 이 

높았으나, 60  이상에서는 낮거나 비슷한 수 으로 나타났다<표 3-7>.

표 3-7.  연령 별 농업 환경규제 강화 여부  환경보 을 한 부담 수용 여부

단 : %

환경규제 강화 여부 환경보  한 부담 수용 여부

강화 비슷 완화 수용가능 비슷 수용불가능

40세 미만 47.1 17.6 35.3 52.9 5.9 41.2

40~50세 미만 50.5 22.1 27.4 54.7 20.0 25.3

50~60세 미만 47.3 25.9 26.8 42.1 25.8 32.1

60~70세 미만 42.6 29.2 28.2 31.4 25.3 43.3

70세 이상 51.9 22.1 26.0 39.7 21.0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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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8.  녹색성장의 농업 기여 여부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기여 여부> <미래 농업발  기여 여부>



46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내․외 여건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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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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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농업인 상 

녹색성장 교육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교육에 농업인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심으로 농업부문 녹색성장과 련한 

문성 개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농업인이 농과 련하여 

문가에게 손쉽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표 3-9.  녹색성장 련 문성 개발 한 교육 방법

단 : %

교육 방법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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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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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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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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따라서 

농업인의 정책 참여를 높이기 해서는 농업인이 장에서 용이 쉬우며 

직 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로그램 개발과 홍보․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그림 3-9.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 참여 여부

  연령 별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 참여여부는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정

부정책 참여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비 도 연

령층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10>. 이는 농업부문 녹

색성장 정책에 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농업구조의 

특성상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종사자 수가 많아지므로 녹색성장 정책의 홍보

와 련해서 고연령층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 3-10.  연령별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 참여 여부

단 : %

그 다 아니다 잘 모르겠음

40세 미만 76.5 5.9 17.6

40~50세 미만 76.0 11.5 12.5

50~60세 미만 74.9 9.0 16.1

60~70세 미만 64.1 7.1 28.3

70세 이상 66.1 8.6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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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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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 농법

에 만족’ 14.4% 등으로 나타났다. 미래농업의 성장동력으로 친환경농업(유

기농업)을 육성하기 해서는 친환경농업(유기농업)의 교육 등을 통한 기

술지원, 로 확보를 한 정책 개발, 친환경농업 실천 시 발생하는 소득감

소에 한 한 보상책(친환경 직 지불제도)이 마련되어야 한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60  미만의 연령층에서는 재 

농법 만족, 소득감소 우려 등의 응답비 이 높은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정보 

 교육‧훈련 부족, 로확보 어려움에 한 응답비 이 상 으로 높게 나

타나므로 연령층에 맞는 한 책이 용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그림 3-10.  친환경농업(유기농업) 실천여부  실천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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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간단 개  물깊이를 조 하여 탄소배출량 감소 동참 의사에 ‘아니

다’는 9.3%에 그친 반면, ‘그 다’는 응답은 73.2%로 높아 농업인들의 향후 

간단 개 실천에 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단 개 농법을 실천하

지 않는 이유로는 ‘농업실천의 경우 번거롭고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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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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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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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

나, 무경운 농법 실천의사는 타 탄소감축 농법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그림 3-12>. 무경운 농법을 실천하지 않는 이유로는 ‘무경운 농법을 

실천하는 경우 생산량 감소 우려’가 59.4%로 높았으며, ‘무경운 농법이 무

엇인지 몰라서’도 19.0%로 높게 나타났으므로 무경운 농법에 한 홍보와 

함께 한 소득보  로그램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12.  무경운 농법 향후 실천여부  실천하지 않는 이유

<무경운 농법 실천여부> <무경운 농법 실천하지 않는 이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경우, 향후 간단 개 실천의사는 ‘그 다’ 85.4%, 무

경운농법 실천의사는 ‘그 다’ 46.1%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개  무경운 농법에 한 실천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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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친환경농업 실천 시 간단 개  무경운 농법 실천의사

단 : %

간단 개 실천의사 무경운 농법 실천의사

그 다 아니다 잘 모르겠음 그 다 아니다 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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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

지 이용 로그램 참여 의사에 ‘그 다’가 66.5%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3-13>. 

에 지효율화 기술 보 을 확 하기 해 한 지원정책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농업부문 탄소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 신재생에 지 활용을 

한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 한 기술과 정보가 부족해서’가 

40.9%, ‘농가경 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21.1%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  신재생에 지 로그램 참여의사  참여하지 않는 이유
< 로그램 참여 의사> <참여 의사 없는 이유>

  연령 별 신재생에 지 로그램 참여의사를 보면,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신재생에 지 로그램에 한 참여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12>.

표 3-12.  연령별 신재생에 지 로그램 참여의사

단 : %

그 다 아니다 잘 모르겠음

40세 미만 81.3  6.3 12.5

40~50세 미만 83.0  7.4  9.6

50~60세 미만 76.4 12.9 10.7

60~70세 미만 68.2 12.3 19.5

70세 이상 56.4 15.1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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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

  농업부문 녹색성장에 한 농업인의 인지도는 반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보 과 경제성장의 병행여부에 해서도 정 으로 평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발  인지도 역시 높은 편이나, 녹색성장의 인

지도에 비해 낮았으며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 의 계에 해 45.9%의 농업

인이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 은 별개이나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

고 있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 련 녹색성장 정책 로그램 가운데 34개에 

한 요도는 부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바이오매스 

에 지화 진’, ‘녹색기술 보  확 ’, ‘기후변화 응 방  조치 강화’, 

‘ 탄소 녹색마을 친환경주택 보 ’, ‘친환경 농자재산업 육성’, ‘한식세계

화 확 ’, ‘ 응기술  기상재해 응’,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순으로 

높게 평가하 다. 즉, 농업인들은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 가운데 실질

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후변화 응 정책  에 지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단된다.

  반면, ‘새만  지역 녹색성장 진기지’, ‘탄소흡수 녹색공간 확 ’, ‘식

품클러스터 친환경  조성’ 등과 같이 정책효과가 단기간 내 가시 으로 

나타나지 않는 정책에 한 요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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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 정책 로그램에 농업인들의 참여의지는 높은 것으

로 나타나, 정책 참여를 높이기 해서는 농업인이 장에서 용이 쉬운 

로그램의 선별을 통한 홍보와 교육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농업부문 생산활동 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 수 있는 간단 개  

무경운 농법 등의 탄소 농법실천을 높이기 해서는 홍보와 함께 한 

소득보  로그램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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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문가 조사

3.2.1. 설문조사 개요

  농업부문 녹색성장 인지도와 련 정책의 평가에 한 문가조사를 실

시하 다. 조사 상은 학, 연구기 , 앙  지방자치단체 농업계 공무

원, 농 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시도 농업기술원 등의 농업부문 녹색성장 

련 문가와 정책담당자 등 총 20명이며, 설문조사는 이메일을 통해 

2010년 9월 에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나이는 50세 미만이 85%, 

50세 이상이 15%를 차지한다. 한 응답자의 공분야를 보면 농업경제학 

40%, 농학이 3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3-13>. 문가(정책담당자 포

함) 상 설문조사의 결과분석은 SPSS 12.0 패키지 로그램을 이용하 다.

표 3-13.  응답자의 사회경제  특성
단 : 명, %

항    목 응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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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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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녹색성장에 한 인지도

  2009년 7월에 발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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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그림 3-14.  “녹색성장 국가 략  5개년 계획” 확정 인지여부

  “녹색성장 국가 략  5개년 계획”에서 농업부문을 어느 정도 비 으

로 다루는지에 해서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35%로 나타났고<그림 

3-15>, ‘비 을 두고 다루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비  있게 다루고 있다’

는 의견과 비슷하기는 하나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5.  “녹색성장 국가 략  5개년 계획”  농업부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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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 ’과 ‘경제성장’의 병행여부에 해 부분의 문가들은 정

으로 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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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환경보 과 경제성장 병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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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10%의 응답을 제외한 문가들은 ‘환경’보다 ‘경제’의 비 을 더 크게 

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속가능발 ’ 역시 ‘경제(60%)’의 

비 이 ‘환경(30%)’보다 높으나 녹색성장보다는 상 으로 경제가 요

하다는 비 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7>. 따라서 농업부문 녹색성

장 문가들은 ‘녹색성장’ 개념은 성장으로 단하나, ‘지속가능발 ’은 경

제와 환경이 함께하는 개념으로 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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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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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에 그쳤다. 한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 은 일부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는 응답은 2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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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 ’의 계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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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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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내․외 여건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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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농업부문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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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후변화 완화정책의 구축  추진정도, 응정책의 구축  추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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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부분의 문가들은 미흡한 수 으로 단하고 있었다<그림 

3-19>.

그림 3-19.  농업부문 기후변화 완화․ 응정책 구축  추진정도
<기후변화 완화정책 구축정도> <기후변화 완화정책 추진정도>

<기후변화 응정책 구축정도> <기후변화 응정책 추진정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수단별에 한 감축 기여도와 련하여 ‘친환경농업 확

’, ‘간단 개  논 물깊이 조 ’, ‘무경운 재배’ 시행 시 농업부문 온실가

스 배출량 감축에 해서는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하 다<표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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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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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 지 지원제도인 발 차액지원제도가 2012년 폐지되고 의무할당제

도가 도입될 정이다. 이에 해 55%의 문가는 부 한 것으로 단하고 

있었으며<그림 3-20>, 안으로는 “두 제도의 장단 이 있으므로 두 제도를 

병행하여 운용하면서 단 을 보완해야 한다”가 81.8%로 나타났다<표 3-18>

 ● 발 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FIT)
-의의: 신재생에 지 발 에 의하여 공 한 기의 력거래가격이 지식경제부 장 이 고시
한 기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
-장 :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가격을 보장하기 때문에 투자의 불확실성 제거 가능, 
소규모의 발 이 가능하므로 넓은 지역에 분포할 수 있어 일자리 창출 효과 있음, 의무
확보 수단이 불필요해 행정비용이 들지 않음.
-단 : 제도 내 유인설계를 하지 않으면 경쟁을 진하는 유인이 없어 비용 감 노력을 소
홀히 할 가능성이 있음, 신재생에 지 공 규모의 측이 어렵고 재정부담이 큼.

 ● 의무할당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의의: 한국 부발 , 한국서부발 , 한국남부발  등 한국 력의 6개 발  자회사를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주요 발 사업자들로 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
, 풍력 등 신재생에 지로 공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장 : 발 차액지원제도의 단 이 장 이 됨.
-단 : 발 차액지원제도의 장 이 단 이 됨.

그림 3-20.  발 차액지원제도 폐지 후 의무할당제도 도입 성 여부

표 3-18.  하지 않을 경우 안

단 : %

의무할당제도(RPS를 도입할 필요 없이 발 차액지원제도(FIT)를 계속 유지  9.1

의무할당제도(RPS)의 도입은 필요하나 시기가 무 이르므로 도입 시기를 늦출 필요 있음 -

두 제도의 장단 이 있으므로 두 제도를 병행하여 운용하면서 단 을 보완해 나가야 함 81.8

기타(두 제도의 장 이 있으므로 RPS의 상한량과 나머지 량의 FIT로 보완)  9.1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내․외 여건 진단  59

  부분의 문가들은 농업부문 녹색성장이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우리

나라 미래농업 발 ’에 기여할 것으로 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21>.

그림 3-21.  녹색성장의 농업 기여 여부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기여 여부> <우리나라 미래농업 발  기여 여부>

3.2.4. 농림수산식품부 추진 략  정책 요도

  농림수산식품부가 2009년 11월에 발표한 “농림수산식품 분야 탄소 녹

색성장 추진 략”에 해 거의 부분의 문가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표 3-19>.

표 3-19.  농림수산식품 분야 탄소 녹색성장 추진 략
비 ․국민행복과 국가번 을 선도하는 농림어업․농산어

목표

․CO2 배출량: 2005년 1,470만톤CO2 → 국가 감축계획에 따라 설정

․바이오에 지 공 비율: 2007년 6.6% → 2013년 8.8% → 2020년 15.7%로 확

․친환경농산물 비 : 2007년 3.0% → 2013년 10.0% → 2020년 15.0%로 확

3  략 ․ 투입․고효율 녹색 산업화 ․자연자원의 지속가능 이용․ 리 ․국민건강 증진과 국격 제고

9

추진과제

․바이오매스 에 지화 진

․녹색기술․장비 보  확

․기후변화 응 역량 강화

․농산어  활력증진

․탄소흡수 녹색공간 확

․고부가 생명산업 육성

․친환경 농산업 기반 육성

․ 탄소 국가 식품시스템 구축

․녹색생활 실천 확산

  “농림수산식품 분야 탄소 녹색성장 추진 략”에서 설정된 비 의 

성에 해 ‘그 다’는 응답이 65%로 ‘아니다’의 3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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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농림수산식품 분야 탄소 녹색성장 추진 략” 비  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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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하지 않을 경우, 한 목표

수 에 한 평균 CO2 배출량은 2005년 1,470만톤 비 2020년 4.6% 감

축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4%보다 높았다. 바이오에 지 공 비율

은 2007년 6.6%에서 2013년 8.6%, 2020년 15.8%로 비슷한 수 으로 나타

났으나, 친환경농산물 비 은 2005년 3.0%에서 2013년 10.5%, 2020년 

19.0%로 더 높게 설정하는 것으로 분석된다<표 3-21>.

그림 3-23.  농업부문 녹색성장 최종목표 성 여부

표 3-21.  농업부문 녹색성장 최종목표 정 수

2005(2007) 2013 2020 

CO2 배출량(만톤) 1,470 -  4.6

바이오에 지 공 비율(%) 6.6  8.6 15.8

친환경농산물 비 (%) 3.0 10.5 19.0

주: CO2 배출량 2005년, 바이오에 지 공 비율․친환경농산물 비 은 2007년 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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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 분야 탄소 녹색성장 추진 략”에서 설정된 ‘3  략’

과 ‘9  추진과제’는 하다는 응답비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

림 3-24>.

그림 3-24.  농업부문 녹색성장 3  략  9  추진과제 성 여부

<3  략 성 여부> <9  추진과제 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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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수산식품 분야 탄소 녹색성장 추진 략”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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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는 응답은 30%를 차지하 다<그림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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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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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그림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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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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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하 다. 반면, 단기

으로 가시 인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공간 련 정책들에 한 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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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23>.

표 3-23.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 정책 로그램 요도
단 : %

부분별 과제 세부내용

요
하지않다

요
하다

① ② ③ ④ ⑤

바이오매스
에 지화 진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에 지화 시설확충, 농작
물을 이용한 바이오에 지 기술 개발

- - 15.0 35.0 50.0

녹색기술 개발 
투자 확

● 녹색기술 개발 재정투자 확 , 녹색기술인증제를 
도입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 5.0 5.0 35.0 55.0

녹색기술 보  
확

● 원  농업시설 보온력 향상  에 지 감장치, 
화석연료 체를 한 지열, 인공 (LED) 등

- - 25.0 40.0 35.0

녹색기술 활용
장비보  확

● 농업용 수지의 개용수․하천유지수  잉여
수를 이용한 기에 지 생산․공

- 10.0 55.0 25.0 10.0

기후변화 응 
통계시스템 구축

●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 등에 비, 분야별(농
업․축산․식품) 정확한 온실가스 산정 등  통계
시스템 구축

- - 10.0 50.0 40.0

기후변화 응
생태계 감시

●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강화 등 
생산분야 응력 향상

- 10.0 20.0 45.0 25.0

기후변화 응
방  조치 강화

● 가뭄․폭우 등 기상재해 비, 농작물 재해보험 
활성화 등 사  방  조치를 통해 피해 최소화

- 5.0 15.0 50.0 30.0

지역별 특성
녹색공간 조성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체험․휴양시설 등 녹색공간 
조성 

10.0 35.0 25.0 15.0 15.0

새만  지역
녹색성장 진기지

● 새만  지역을 녹색성장의 심지역으로 육성 10.0 25.0 40.0 15.0 10.0

탄소 녹색마을 
친환경주택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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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40.0 40.0 15.0

4 강 수질개선
재해 방

● 4 강 수질개선  재해 방을 해 기반시설 정
비 등 물 리 강화 

10.0 10.0 35.0 40.0 5.0

도농교류
로그램 확

● 도시민 유치  농어 지역 활력증진을 해 다
양한 도농교류 확산 로그램 운  

5.0 15.0 30.0 45.0  5.0

미래 농 모델 
개발

●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들을 통합 설계, 미래 농
의 새로운 모델 정립을 한「팔도강산 수강  
만들기」 추진 

5.0 15.0 35.0 40.0  5.0

탄소흡수 
녹색공간 확

● 생활공감형 도시농업, 가정원  육성으로 도시 녹
색공간 확  

- 20.0 25.0 50.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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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계속

부분별 과제 세부내용

요
하지않다

요
하다

① ② ③ ④ ⑤

바이오자원 활용 
고부가 생명산업

● 작물․곤충 등 바이오자원을 식의약품 신소재로 
발굴․산업화

- 15.0 30.0 35.0 20.0

종자산업의 수출
략산업 육성

● 종자를 수출 략품목으로 육성하여 수출확 5.0 15.0 30.0 35.0 15.0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확

● 친환경 농업지구, 역친환경 농업단지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 15.0 25.0 30.0 30.0

친환경유통  
유기가공식품 강화

● 친환경 농축수산물 유통확   유기가공식품 인
증 강화

-  5.0 30.0 25.0 40.0

친환경 농자재산업
육성

● 생물농약(천  등), 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 농산
업 육성

-  5.0 25.0 35.0 35.0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 확

● 겨울철 유휴 농지, 하천부지 등에 식량․사료작물 
재배, 토지이용의 효율성 향상 등 제2녹색 명 지
속 추진

5.0 15.0 25.0 25.0 30.0

식품클러스터
친환경  조성

● 국가식품클러스터( 북 익산)를 친환경 으로 조
성

15.0 20.0 35.0 20.0 10.0

국내 식품원료
사용 기반조성

● 국내산 식품원료 사용확  기반 조성을 통한 탄
소배출량 감, 식품생산 구조를 탄소 감형으로 
고도화

5.0 15.0 30.0 35.0 15.0

한식세계화 확
● 발효식품, 슬로우푸드로 표되는 한식을 세계화
하여 국가이미지 제고  경제  부가가치 창출

10.0 10.0 40.0 35.0  5.0

농업부문 
탄소 표시제 도입

● 식품원산지, 푸드 마일리지 등 탄소소비와 련한 
정보제공, 농식품 분야의 탄소표시제 도입 추진

-  5.0 10.0 40.0 45.0

녹색 식문화 확산 ● 녹색 식생활 문화 확산을 한 국민운동 개 - 15.0 15.0 40.0 30.0

재배 지 변동
신규작물 도입

● 작물별 재배 지 선정  작물 재배치, 아열  작
물 도입, 평가  재배법 개발

5.0  5.0 45.0 30.0 15.0

응기술  
기상재해 응

● 기후친화형 식량생산기술 개발, 기상재해, 병해충 
방제법, 이상기상에 따른 농업재해 평가, 피해 최
소화 기술 개발

-  5.0 10.0 45.0 35.0

기후변화 향
평가  측

●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생산 향평가  측, 농
업생태계 취약성 평가  취약성 지도 작성

- 10.0 10.0 50.0 30.0

주요국 작황  
찰 네트워크

● 곡물 주요 생산․소비국 작황 정보시스템 구축, 
국가 병해충 찰․방제 네트워크 조성, 생태계 
변화 측기술 개발 

-  5.0 10.0 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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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계속

부분별 과제 세부내용

요
하지않다

요
하다

① ② ③ ④ ⑤

녹색식품
경쟁력 강화

● 유기가공식품 인증 강화 - 10.0 40.0 35.0 15.0

녹색기술 활용
융지원 확

● 에 지 약 시설에 한 융지원, 유통부문 포장
과 운송 분야 융지원확

-  5.0 30.0 45.0 20.0

녹색기술보
우 리

● 농업투자펀드를 통해 농업 련 녹색기술보  기
업에 한 우 리 출, 농업부문 험 리를 
한 녹색보험 개발

 5.0  5.0 25.0 45.0 20.0

새로운 일자리 
창출

● 기술개발․산업육성에 의한 녹색일자리 창출 -  5.0 35.0 35.0 25.0

  농림수산식품부의 녹색성장 로그램  농업분야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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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4.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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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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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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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의 개념을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으로 상정할 

때, ‘환경보 ’과 ‘경제성장’의 병행여부에 해 부분의 문가들은 정

으로 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 에 해 ‘녹색

성장’ 개념은 경제에 상당한 비 을 두고 있고, ‘지속가능발 ’은 경제의 

비 이 크기는 하나 환경도 같이 고려하는 개념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한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 ’의 계는 지속가능발 이 녹색성장을 포

함하는 더 큰 개념으로 단하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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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부문 녹색성장을 한 조직  통

합 리시스템 구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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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부분의 문가들은 농업부문 녹색성장이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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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우리나라 미래농업 발 ’에 기여할 것으로 단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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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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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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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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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 프로그램 종합평가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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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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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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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농업인에 비해 문가가 녹색성장으로 인한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미래농업 발 에 해 더욱 정 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단

된다.

3.3.2.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에 한 종합 평가

  농림수산식품부의 녹색성장 로그램  농업 련 34개에 한 요도 

평가에서 문가들은 ‘녹색기술 개발 투자 확 ’, ‘기후변화 응 통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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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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농자재산업 육성’ 등을 

다른 정책에 비해 상 으로 요하게 평가하고 있었다. 농업인 문가 

모두 기후변화 응 정책  에 지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요

하게 평가했다는 은 일치하나, 농업인은 련 정책 에서도 실질 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한 반면, 문가는 련 정책  DB화  

새로운 로그램의 도입 등을 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5>.

  반 로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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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 추진과제에 한 2010년 진행률은 반 으로 

높은 편으로 특히, ‘녹색기술 보  확 ’, ‘녹색기술 활용 장비 보  확 ’, 

‘바이오자원 활용 고부가 생명산업’ 등 녹색기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있는 산업의 진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26>. 반면,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 ‘새만 을 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 육성’ 등의 정책의 

진행률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농업인과 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농업부문 녹색성장을 추

진하기 해서는 이를 한 정확한 실태진단․평가 실시, 복 시행되고 

있는 련 정책의 통합  투․융자 확 가 이루어져야 하며, 농업인들 정

책 참여가 높으므로 농업인이 장에서 용이 쉬운 로그램의 선별을 통

한 홍보  교육 시행과 함께 농업 생산활동 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독려할 수 있는 한 소득보  로그램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한, 기후변화 응 정책  에 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등 

요도  요구도가 높은 정책의 선별․육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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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농업인과 문가 설문조사 결과 비교

<환경보 과 경제성장 병행여부>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  계>

<환경규제 강화 수용 여부> <환경보  부담 수용 여부>

<녹색성장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기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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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분별 과제
2010년 추진목표 진행률 농업계 요도 평가

50개 실천과제 진행률 농업인 문가

바이오매스
에 지화 진

가축분뇨 자원화․에 지화 80.0
73.9 85.0

농산 바이오매스 에 지화 83.5

녹색기술 개발 
투자 확

녹색기술 R&D 투자 확 73.5 62.2 90.0

녹색기술 보  확
시설원  에 지 감 장비 보 119.0

71.0 75.0
농업용 LED 이용효율성 향상 116.5

녹색기술 활용
장비보  확

소수력 발 100.0 62.2 35.0

기후변화 응 
통계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68.7

61.6 90.0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50.0

농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75.0

기후변화 응
생태계 감시

동․식물․수산물 병해 리 66.7
63.7 70.0

농업경 체 정보화, 자동화 66.7

기후변화 응
방  조치 강화

해외 농업정보 수집 75.0
76.5 80.0

농작물 재배보험 활성화 100.0

지역별 특성
녹색공간 조성

체험․생태  인 라 확 85.7 56.7 30.0

새만  지역
녹색성장 진기지

새만 을 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 육성

57.0 48.7 25.0

탄소 녹색마을 
친환경주택 보

농 형 탄소 녹색마을 조성 75.0

71.2 55.0친환경 농어  주택 
표 설계도 개발․보

90.0

4 강 수질개선
재해 방

농업용수 리 강화 75.0 58.4 45.0

도농교류
로그램 확

도농교류 활성화 104.0 56.7 50.0

미래 농 모델 개발 팔도강산 수강  만들기 75.0 58.8 45.0

탄소흡수 
녹색공간 확

생활원  실용화 80.0 46.7 55.0

바이오자원 활용 
고부가 생명산업

신소재 기능성 작물 개발 100.0 57.3 55.0



농업부문 녹색성장 실증 분석  제4장

  농업부문 녹색성장에 한 실증 분석은 설득력 있는 녹색성장 략 개발

에 있어서 요한 비 을 차지한다.  실증 분석은 본 보고서의 1차년도 

연구목표의 하나인 ‘평가지표 개발’의 기 자료를 제공해 다. 실제로 실

증 분석을 해서는 다양한 방법론이 동원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녹색성

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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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제시하 다.

1. 생태효율성 분석

  녹색성장 정도를 평가하기 해서는 한 분석지표가 필요하다. 지속가

능발 의 측정지표로 세계지속가능발 기업 의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BCSD)에 의해 제안되어 1992년 라질 리

우데자이루에서 개최된 지구정상회의에서 공식 으로 채택된 개념이 생태

효율성(eco-efficiency)이다.16 생태효율성은 원래 ecology와 economy에서 

16 WBCSD는 생태효율성을 “지구의 추정 환경용량과 부합하는 최소한의 수 까

지 생태  향과 자원집약도를  진 으로 이면서 인류의 욕구 충족과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품과 서비스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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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와 efficiency를 합성한 용어이다. 생태효율성은 자원의 효율 인 사용

을 통해 환경에 향을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장도 동시에 이

루는 환경과 경제가 결합된 개념으로 녹색성장의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생태효율성의 개념과 계측방법을 소개하고, 생

태효율성 지표를 이용하여 유기농업, 지열히트펌  등 녹색성장의 핵심 사

업에 한 녹색성장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1.1. 생태효율성의 개념과 계측방법

1.1.1. 생태효율성의 개념

  통상 으로 효율성은 생산조직이 사용한 투입요소의 사용량에 한 산

출물 생산량의 비율을 의미한다. 효율성과 자원효율성(resource efficiency)

은 투입된 자원의 산출물과 물질 투입의 비율로 정의된다(Ekins and 

Tomei, 2007, p.10). 즉, 

     


        (4-1)                

      

    

   여기서 REr: r번째 자원의 효율성

     r: r번째 측정 상, r = 1, 2, ...., k

   Mo: 물질의 산출물

           Mi: 물질의 투입물

  자원생산성(resource productivity)은 물질 투입에 따른 경제  산출

(economic output)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자원 투입 단 당 경제  산출

로 정의된다. 즉,

정의하고 있다(WBCSD, 2000,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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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여기서 RPr: r번째 자원의 생산성

             Yo: 경제  산출물

  자원집약도( 는 자원강도, resource intensity)는 자원생산성의 역으로 

정의되며, 에 지 집약도(energy intensity)는 에 지 투입도를 경제  산출

로 나  비율로 정의된다.

         


     (4-3)                

         

    

       여기서 EIr: r번째 에 지 집약도

              Ei: 에 지 투입물

              Yo: 경제  산출물

  자원효율성과 자원집약도가 연계된 생태효율성은 자원의 효율  사용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면서 경제개발도 동시에 이루는 녹색

성장 평가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생태효율성(Eco-efficiency)은 산업부문

의 가치(경제  생산성)를 환경 향(환경부하)으로 나  값으로 다음 <식 

4-4>와 같이 정의된다.

          


                                              (4-4)

         여기서, EE: 생태효율성, r: r번째 측정 상, r = 1, 2, ...., k

                 x: 투입변수(환경 향), y: 산출변수(경제  가치)

   <식 4-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생태효율성 향상은 산출변수인 경제

 가치를 최 화(more is better) 는 투입변수인 환경 향을 최소화(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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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better)하거나, 는 이들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함으로써 생산효율성을 극

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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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 to gate)

상 과정(cradle to gate)

 과정(cradle to gr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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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cy for Sustainability: Quantified Methods 

for Decision Making)”이란 주제의 국제학술 회가 개최되어 방법론이 정

립되었다(Huppes and Ishik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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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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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기 해 <식 4-5>와 같이 Factor-X

가 제안되었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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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gregate input)과 다수의 산출물에 가 치를 용한 

총 산출(aggregate outpu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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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Envelopm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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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Gregor et al.). McGregor et al.(2003)은 호주의 

곡물을 상으로 과정분석(Life Cycle Analysis, LCA) 방식을 이용하여 

생태효율성에 한 시스템  근을 하 다. 호주 곡물부문의 과정분석

은 생산단계에서 곡물가공품의 소비까지의 과정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

향을 평가하 다. Maxime et al.(2006)은 캐나다의 식음료부문을 상으

로 에 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 물 사용  오수 발생, 유기 잔류물, 포장 

잔류물 등의 환경문제를 다루기 해 집약도 지표를 이용하여 생태효율성

을 분석하 다. Meul et al.(2007)은 핀란드의 낙농부문을 상으로 질소이

용 효율성 과 에 지이용 효율성을 결합하여 낙농부분의 생태효율성 분석

을 시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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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기농업의 생태효율성 분석

1.2.1. 분석방법  자료 

  녹색성장의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유기농업의 생태효율성을 행농

업과 비교하기 해 질소효율성을 계측하고자 한다. 유기농업의 질소효율

성 분석방법은 <식 4-6>과 같이 유기농업의 총수입액과 투입물의 질소량

을 계측하여 총수입액을 질소량으로 나 어 계산한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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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상 농가의 평균연령은 56.3세, 교육경력은 고졸 이상인 12.1년, 친환

경농업 실천경력은 9.7년, 유기농업 교육을 받는 횟수는 연간 3.8회, 유기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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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농

업 재배 농가를 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용 가능한 자료의 제약으로 통계청의 2008년 「농산물생산비통계」자료의 

도별 논벼 주요투입물량 충청남도 자료를 신 이용하 다. 도별 생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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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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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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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상토는 규정상 질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축분(두엄)의 경우에는 일종의 퇴구비17인데 농 진흥청 문가의 자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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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한다. 따라서 우분과 계분의 질소함량은 농 진흥청 

문가의 자문에 따라 우분의 질소 함량비는 건물기  0.08%, 계분은 2.0%

로 나타냈다. 미강유박의 질소함량은 농 진흥청 「비료공정규격」에 따라 

2.0%로 나타냈다. 

  녹비의 건물기  질소함량은 헤어리비치 3.5~4.0%, 자운  2.8%, 청보리 

1.4%, 호  1.0%이다. 따라서 녹비의 생 기  질소함량은 농 진흥청 문

가의 자문에 따라 헤어리비치 0.60%, 자운  0.42%, 청보리 0.23%, 호  

0.15%로 나타냈다.

17 퇴구비는 일반 농가에서 축분과 볏짚 등을 부숙시켜 만든 퇴비로 수분 함량이 

60∼70%이며, 부산물비료공장에서 포 로 생산하여 매되는 퇴비와 구분된다

(한국부산물비료 회). 재 퇴구비를 벼 재배에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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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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농 진흥청. 「비료공정규격」; 련분야 문가 자문 

  행농업의 질소투입량을 계산하기 해 이용되는 투입물의 질소 함량

비는 농 진흥청 「비료공정규격」과 한국부산물비료 회의 비료성분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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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문에 0.0%를 용하 다. 복합비료의 경우 21-17-17의 질소 함량비는 

21%, 17-21-1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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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이 거의 없으므로 0.0%를 이용했다. 인 분뇨는 건물기  돼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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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자가 퇴비가 60~70%, 매퇴비가 25~35%, 유박  기타가 

5% 내외로 알려진다(한국부산물비료 회). 따라서 유기질 비료 기타의 질

소 함량비는 0.94%를 용하 다. 분석 상 지역 행 벼 재배의 각 퇴비

에 한 이용률 가 치를 용하여 질소 함량비를 0.9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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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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농 진흥청농 진흥청 「비료공정규격」; 한국부산물비료 회. 「비료

성분자료」; 국립농업과학원 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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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자료를 보면 충남지역 행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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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총수입은 10a당 105.8만원이다. 매가격은 총수입을  생산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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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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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의 생태효율성과 기술효율성 비교분석

1.3.1. 기술효율성 분석모형  자료

  유기농업 실천농가의 기술효율성 분석을 하여 비모수 방법론의 일종

인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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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Orientatio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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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과 같으며 규모에 한 수익 불변(CRS: 

Constant Returns to Scale)과 투입물의 강처분성(SDI: Strong Disposability 

of Inputs)을 가정한다.

      ≤ ≤ ∈                    (4-7)      

              농가의투입물,   농가의산출물
           비교대상그룹의투입물,   비교대상그룹의산출물
            잠재가격,   ,        

  투입물 측면의 기술효율성 측정을 한 선형계획모형은 벡터형식으로 

<식 4-8>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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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와 같다. 여기에서 는 번째 농가에 부여되는 가 치로써 번

째 농가가 생산한 산출물 는 투입한 투입물을 변화시켜서 선형근사화

(piecewise linear)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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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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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그룹 9개 농가로 나타났다. A그룹의 기술효율 평균은 1.0이고, 

총수입 평균은 10a당 128.5만원, 생산량 평균은 64.5kg으로 나타났다. 유기

질 비료비 평균은 7.1만원, 유기농자재비 5.5만원, 노력비 23.1만원, 질소투

입량은 1.282kg으로 나타났다. B그룹의 기술효율 평균은 0.794이고, 총수

입 평균은 10a당 110.4만원, 생산량 평균은 59.0kg으로 나타났다. 유기질 

비료비 평균은 7.5만원, 유기농자재비 5.8만원, 노력비 26.5만원, 질소투입

량은 1.391kg으로 나타났다. B그룹의 기술효율 평균은 0.564이고, 총수입 

평균은 10a 당 89.3만원, 생산량 평균은 46.8kg으로 나타났다. 유기질 비료

비 평균은 10.5만원, 유기농자재비 6.7만원, 노력비 29.2만원, 질소투입량은 

1.395kg으로 나타났다.  

  A그룹 9개 농가가 효율성 런티어를 형성하고 나머지 21개 농가는 상

인 효율성이 결정된다. 제 으로 기술효율성 평균은 0.795로 나타나 

21%의 경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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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의 생태효율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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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과 같이 지열시스템의 생

산액을 에 지 사용액으로 나 어 계산한다. 기름난방 시스템의 생태효율

성도 지열시스템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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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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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부문 녹색성장 실증 분석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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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 C)

이산화탄소

(kg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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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e 환

산 시에는 에 지열량환산기 (에 지기본법)의 총발열량을 이용하여 

환산하지만 IPCC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계산 시 순발열량을 용하도

록 권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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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2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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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I 계(고정비I+에 지사용액+추가경 비) 2,608.2 (100) 1,921.2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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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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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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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를 이용하여 MJ 단 로 환함.

     2) CO2 배출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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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화학제품 회사인 BASF(Baden Aniline and Soda Factory)는 략, 

시장, 정책, 연구와 련된 이슈들을 으로 다루어 왔으며 복잡한 연

구들을 한 에 이해할 있는 방법으로 나타내었다. 특히 BASF는 환경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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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Environmental Fingerprint)을 개발하 는데 이는 환경  향변수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고 어떤 역에서 개선이 달성되어야 하는지 그 실마리

를 제공하여 반 이 시스템이 최 화되게 한다. 

  BASF의 환경지문 방식을 응용하여 지열냉난방과 온수난방의 환경 지문

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그림 4-1>.18 여기에서 에 지사용량, 이산화

탄소 배출량, 난방비, 고정비 등은 바깥에 치할수록 덜 선호되고 생산액

의 경우 바깥에 치할수록 선호된다. 에 지사용량, 이산화탄소배출량, 난

방비 등은 온수난방이 보다 바깥에 치하고 생산액, 고정비 등은 지열냉

난방이 바깥에 치하게 된다. 환경  경제 지문을 통해서 지열냉난방과 온

수난방을 비교해볼 때 지열냉난방이 온수난방에 비해 선호됨을 알 수 있다.

그림 4-1. 지열냉난방과 온수난방의 환경지문 비교

18 BASF는 배출에 한 표 화를 통해 상응하는 계산 값을 어떤 특별한 롯

(plot)에 요약하여 나타냈다. 이 롯은 고려 인 안들 사이의 상  장단

에 한 도식 인 설명을 나타내며, 1의 값을 가진 가장 바깥의 안은 검

토 인 안 가운데 가장 선호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축들은 상호 독립 이

며 그래서 에 지 소비를 잘 한(좋은 값을 받은) 안은 배출에 하여 많이 

할(안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다(Saling P.,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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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생태효율성 분석의 시사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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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inal Ab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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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국내 농업부문을 상으로 한계감축비용 분석이 가능한 수단에 해 

시산해보고자 한다. 

2.1. 한계감축비용곡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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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여기서,   CO2 1톤을 감축하는 데 필요한 추가 감축비용

           CO2 1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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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regret' 책으로 분류된다. 한계

감축비용분석은 각 부문들 내의 온실가스 감축 책들과 련된 데이터를 

상향식 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비용과 감잠재력 간의 계를 나타낸다. 

MACC 분석은 부문별 배출 목표를 맞추기 한 비용 효과  책을 확인

하며, 효율 인 배출량 수 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다. 

  국내 탄소 산이 한계감축비용곡선(Marginal Abatement Cost Curve, 

MACC)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그림 4-2>의 오른쪽 MAC 곡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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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탄소 산으로부터 MACC 도출

  한계감축비용곡선은 다양한 방법들의 감잠재력과 비용효과성의 평균

을 나타낸다<그림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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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C 분석을 시도할 수 있다<그림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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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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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안별 한계감축비용 비교: 농업부문 사례

  자료: McKinsey & Company(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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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외(영국)의 한계감축비용 도출 사례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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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기후변화 원회를 통해 감축량 할당 작업을 

하 다. 국 기후변화 원회는 배출량 감축을 경제 으로 효율성 있게 

추진할 필요를 인식하고, 상향식의 MACC 근법을 채택하게 되었다. 

국 기후변화 원회가 도출한 한계감축비용곡선은 이산화탄소의 단 당 

비용에 의해 순서가 정해진 감축 책의 목록을 보여 다. 감축 책들은 

정상 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을 때(Business as usual, BAU) 발생할 것으

로 상되는 감축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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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U 시나리오에 의한 감축 망치를 능가하

는 추가 인 감축가능성을 악한다. 이는 남아 있는 감축 책과 BAU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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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축에 

기여하는 각 책을 유로(/tCO2)로 나타낸 비용-효과를 정량화한다. 

표 4-12.  비용효과의 정량화 과정
구분 주요 내용

STEP I 비용과 편익  그 시기의 정량화

STEP II 할인율을 사용하여 순 재가치 계산

STEP III 유로 2006으로 비용 표시

STEP IV 비용효과 계산에 사용된 비용명세의 열거

STEP V 책의 세계의 잠재  배출 향 가능성 악

19 Moran, Dominic, et al.(2008)의 국의 한계감축비용 곡선(UK Marginal 

Abatement Cost Curves) 내용을 기 로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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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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olved administration, DA)과 가스에 따라 분

해하고, 요약 시트 양식에 보고하고, 독립 인 한계감축비용(MACC)에 

한 검토를 한다.

2.2.1. 농가수  모델 근방법

  국의 한계감축비용곡선은 수학  로그래 을 이용한 농가수  모델 

근방법을 통해 도출되었다. 수학  로그래 을 통해 농가, 환경과 시

장의 물리  시스템을 알 수 있고 한, 모델에 나타나는 가능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해석할 수 있다. 농가시스템의 모델

링을 통해 연구자는 농가시스템 로세스의 투입과 산출 간의 정량화된 연

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실제로, 모델링 로세스는 정보가 부족한 분야를 집

조명하여 시스템을 체로 이해하게 하고 정 인 정보와 데이터를 동

으로 더 의미 있게 만든다.

  국의 수학  로그래 을 통한 농가수  모델은 정책의 변화와 시장

조건에 농부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해 직 인 해답을 얻도록 개발되

었다. 이 모델을 통해 농가의 여러 활동의 구성과 융의 향에 한 변

화를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활동의 변화에 따른 가상가격을 계산할 수 있

고, 모델의 여러 제한조건 변화를 통해 농가수 에서의 비용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농가수  모델의 기본모델은 194개의 활동과 205개의 억제 유형이 있

다. 활동은 작물활동의 면 에서 여러 종류의 가축의 수, 를 들면 송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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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를 낳지 않는 어린 암소, 태어난 것, 산 것과 팔린 것 등이다. 억제

는 주요변수와 국 농가시스템의 많은 고정비용 즉, 농지면 , N, P, K 

용 등을 아우른다. 모델은 총 마진을 극 화함으로써 자원의 최  분배에 

한 해를 도출하도록 되어 있다. 모델링을 통해 시기별 비용과 편익 정량

화 로세스(<표 4-12>의 STEP I)는 다음과 같다.

  ① 농가의 형태는 보통 크기의 작물농가, 축산 혼합농가와 축산농가로 

정의된다. 이는 국의 환경식품농림부의 농업인구통계 데이터의 정

의를 따르는 것으로 농지면 , 농지종류와 같은 기 활동과 억제요인

의 지표를 얻을 수 있다.

  ② 농산물의 주요 투입과 산출 가격은 국 내 농업 련 보고자료

(Defra, 2007)로부터 얻어졌다. 이는 1990년  부터의 가격정보를 

제공하지만 가격동향의 조사와 2022년까지의 측에는 2000년에서 

2006년까지의 가격만이 사용되었다. 2000년에서 2006년까지의 비용

과 가격의 가 평균이 사용되었으며 이 평균은 많은 정책과 경제  

충격이 고려된 것이다.

  ③ 농가가 2006, 2012, 2017, 2022년의 각 시기의 선형 로그래 (LP)모

델 내에서 총 마진을 극 화한다는 가정 하에서 최 화되었다. 결과

으로 경감 시나리오의 향과 비교할 기  시나리오가 도출되었다.

  ④ 총 마진의 변동은 특정 경감 략 채택 시의 비용 혹은 이익으로 정의

된다. 하지만 선형 로그래 의 가정이 자원의 최 화에 있으므로 농

가의 결정이 그들의 최 효율 수 에서 측정된다는 약 이 있다. 결

과 으로 일부 계정이 이 약 을 보완하기 해  산업을 통해 효율

의 연장 에서 만들어졌다(Morgan, Dominic et al., 2008).

2.2.2. 책별 감축잠재력 추정결과

  <표 4-13>은 작물과 토양을 사례로 한 완화 책 목록을 나타내고 있다. 

책들은 주로 화학비료의 살포를 최소화하거나 화학비료가 작물에 미치

는 향을 최 화함으로써 N의 투입을 감소시킨다. 책을 실행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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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량이 감소하거나 장비/인건비 등이 증가하는 등 비용에 미치는 향은 

책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4-14>는 2022년에 하여 추정된 평균 인 실행가능성의 경우

(Central Feasible Potential, CFP)를 시로 나타내고 있다. 감축 책들은 

육우사육 리, 작물-토양, 농장의 기성 소화, 낙농사육 리 등의 분야로 

나 어져 있다.  

표 4-13.  완화 책 목록(작물과 토양의 사례)
책 책의 설명 비용측면의 향

N투입 제공하기 한 
생물학  고착방법

콩류로 질소를 고착시켜 비료 
N의 요구량을 최소화 

수확 30% 감소

종의 도입
도입되는 품종이 효과 으로 
N을 흡수

장비/인건비 등 비용 
증가,수확 7% 감소

질소비료 사용량 감소 비료 시비율을 면 으로 감소
비료구입비 감소, 
장비  인건비 감소

N 과다 방지
N 이 과다 살포되던 지역에서 
N의 살포 감소 

질소비료 구입비 10% 
감소

퇴비 N 공 의 
완 한 허용 

퇴비 N의 사용을 가능한 많이 
증가

질소비료 투입 15% 
감소

화학비료 N과 퇴비 
용시기의 개선

비료를 최 로 이용하는 시 에 
투입시기를 맞추어 시비

추가비용 없음. 수확  
3∼5% 증가

비료시비 며칠 후 
슬러리 별도 살포

가용 N의 탈질화를 크게 
증가시켜 질소산화물의 배출 
증가

추가비용 많지 않음.

슬러리 신 혼합비료, 
집 들어간 퇴비 사용

기조건을 증가시켜 
질소산화물의 손실을 크게 함.

작물의 생산성 감소
추가비용 많지 않음.

방출제어비료
흙속의 물 N을 미생물활동에 
의해 질소산화물로 변환

비료비용 증가,
살포횟수 감소

질화억제제
비료의 암모니아가 질산염으로 
변환하는 속도는 늦춤.

상당한 비용증가, 
인건/장비비 약간 
감소

투입에 덜 의존 인 
시스템 채택

체 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
수확량 10% 감소,
N 비료 값 25% 감소

N-사용효율 개선하는 
다양한 식물

은 N을 이용하는 새로운 
식물군을 채택함.

비료 사용량 감소

경작지 감소/휴경
감소된 산화율로 토양 속에 
장된 탄소의 배출 감소

상당한 일회성 비용 
소요, 경작비 16% 
감소

농지하수 개선
흙의 포기를 증가시켜 N2O 배출 
감소

상당한 비용 소요, 
수확 1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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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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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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5>는 <표 4-14>의 책별 감축량과 비용효과성 데이터를 이용

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각 그래 의 높이는 비용효과성을 나타내

고, 넓이는 감축량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비용효과성이 가장 큰 책으로

는 육우 사육 리의 유 자개선으로 -3,603유로(/tCO2e)로 나타났다. 다음

으로는 육우 사육 리의 반추  발효조정제 사용이 -1,748유로(/tCO2e), 작

물-토양의 경운 감축이 -1,053유로(/tCO2e), 낙농 사육 리의 옥수수 사일

리지가 -263유로(/tCO2e)로 나타났다. 비용효과성이 가장 작은 책으로는 

작물-토양의 생물학  N고정이 14,280유로(/tCO2e)로 나타났다. 한편 책

별 감축량이 가장 큰 책은 작물-토양의 배수로 1,741ktCO2e이고, 다음으

로는 작물-토양의 미네랄 N 시기선택 1150ktCO2e, 작물-토양의 유기질 N 

시기선택 1,027ktCO2e, 낙농 사육 리의 반추  발효조정제 740ktCO2e로 

각각 나타났다.

비용효과성

1년차 총감축량(ktCO2e)

그림 4-5. 2022년 감축 잠재력: 평균 인 실행가능성의 경우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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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내 농업부문의 한계감축비용곡선 도출 및 활용

  국내 농업부문에서 실행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책들을 목록화하고 농

업부문에서 실행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기술들을 살펴보면 <표 4-1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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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기술 목록

번호 감축기술 행기술
CO2감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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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배1) 이앙재배 1.278/ha - a

토양개량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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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ha 보 f

잎들깨 LED 행장치 56/ha 2010~12년 매년25개소 b

축산

바이오가스

랜트
행분뇨처리 1,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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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만kl 생산목표
c

농경지토양

유기탄소 활용

유기탄소활용 

안함
- - -

  주: 1) 건답직 재배는 평면건답직 임.

      2) 토양개량제는 규산을 사용했을 경우임. 

자료: a: 국립농업과학원(2009b); b: 홍성창(2010); c: 농림수산식품부(2009); d: 고지연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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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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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I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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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2 1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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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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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합하여 118.0만원이고, 추가 수익은 력 매액, 액비살포지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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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으로 나타났다.

  잎들깨 LED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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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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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I 추정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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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감축비용분석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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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녹색생산성의 구성 요소

 자료: APO(2002).

3. 녹색생산성 분석

3.1. 녹색생산성의 개념

  녹색생산성(green productivity)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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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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APO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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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생산성 계측 방법론 

  녹색생산성 계측 방법은 녹색총요소생산성(GTFP) 분석, 투입산출

(I/O) 분석, 과정평가(LCA), 총요소생산성 분석, 자료포락분석(DEA), 

탄소생산성 분석 등을 들 수 있다.

  녹색총요소생산성(Green Total Factor Productivity) 분석은 투입요소 

에서 노동, 물  자본, 인  자본 등 측정 가능한 투입요소로 설명

되는 부분은 각 투입요소의 생산성이며, 성장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모든 부분(Solow residual)은 기술진보요소로 정의된다. 기존의 

생산요소 투입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와 같은 부정

 외부효과를 발생시켰고, 이를 해결하기 한 비용증가를 야기한다. 

환경을 일종의 사회  자본으로 간주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은 이들 

자본을 감소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은 농업

생산에 있어서 사회  자본 투입이라는 일종의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로 신할 수 있다.

  녹색성장모형을 기 로 한 총요소생산성 계측은 기존에 기술진보

요소로 해석되던 나머지 부분을 환경요소와 새로운 기술진보에 의한 

생산성 부분으로 나 어 체계 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녹색성장모형을 이용한 총요소생산성 계측은 여 히 성장회

계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모든 부분이 고려되어 과 평가될 우려가 

있고, 복잡한 지수화 과정  농업부문별 세부 단 가격과 투입량 자

료가 요구되어 실제로 계측하는 데 어려운 이 있다. Tzouvelekas, 

Vouvaki and Xepapadeas(2007)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통해 측정된 환

경 기여도를 성장회계의 한 투입요소로 고려해 총생산에서 환경이 차

지하는 비 을 계량화하는 녹색성장모형을 제시하 다.

  산업연 표를 이용한 투입/산출의 녹색생산성 계측 방법론은 환경

통계와 산업연 표를 결합한 하이 리드 산업연 표를 기반으로 산

업별 이산화탄소 배출계수와 배출량을 추계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표학길(2009)은 Tzouvelekas(2007)의 녹색성장모형과 하이 리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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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녹색생산성 방법론 별 주요 연구 내용

방법론 연구 주요 연구 내용

TFP

(GTFP)

Tzouvelekas

(2007)

일반성장모형에 환경  요소를 고려한 녹색성장모

형 제시  환경부분을 고려한 국가별 TFPG 계측 

Byung M.

Jeon

(2003)

방향거리함수를 이용한 생산성 성장률을 효율성변

화와 기술변화로 구분하여 분석함. Malmquist-Lue

nberger 지수를 이용하여 경제  효율성 분석

I/O

심상렬

(2005)

에 지문제에 한 연 표의 이용이 용이한 에

지 산업연 표를 작성하여 에 지문제 분석

표학길

(2009)

하이 리드 산업연 표(환경산업연 표)를 작성하

여 녹색생산성 분석

한국은행

(2009)

에 지산업연 표를 시산하여 에 지 수요구조  

효율성 추이, 유발효과, 에 지수요 증가요인 분석

LCA

허탁, 김익,

야마모토(2004)

LCA와 TCA를 이용한 제조시스템, 공정상의 녹색

생산성과 이를 개선하기 한 방안을 논의

R. Pineda-henson

(2003)

녹색생산성 평가에 한 제조공정에서의 문가진

단 시스템을 LCA, AHP, ES 등 방법론 체계화

DEA

Lichtenberg

(2001)

베트남의 통 인  생산과 녹색 명  생산인 

농가참여 로그램(FPR) 하에서의 농약에 의한 생

산성을 기술  비용 효율성으로 계측 

Kuosmanen

(2004)

선형계획법을 기 로 한 분석방법인 DEA를 이용

하여 기존의 DEA방법과 환경의 다원  가치에 

한 문제를 용한 DEA 분석 

Olajide(2008)

DEA방법을 이용한 사하라 아 리카 국가들의 1

961~2003년 농업생산성 변화를 설명함. 맘퀴스트 

지수를 이용한 TFP를 통해 생산성을 계측 

탄소

생산성

McKinsey

(2008)

세계 체의 경제부분(생산량 혹은 부가가치)과 

환경부문의 비율인 탄소생산성을 제시

산업연구원

(2010)

우리나라의 탄소생산성은 OECD  G20 국가들을 

포함한 40개국  31 를 나타낼 정도로 낮은 수

이라 분석 



108  농업부문 녹색성장 실증 분석

연 표를 이용한 녹색총요소생산성 계측에서 환경요소에 의한 발

은 1995~2000년 기 으로 농림수산 업은 -0.4%, 제조업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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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연구는 농업, 수산업, 업이 통합된 결과로 농업부문에 한정

한 분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 1995~2000년 기  농림수산 업 부

문의 1인당 연평균 부가가치 성장률이 환경요소로 인해 총 26.7% 낮

아지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환경  요인으로 단정 짓기에는 무

리가 있다.

  과정평가(LCA) 방법론을 용한 연구로 Hur, Kim and Yamamoto(2004)

는 제품수 에서의 녹색생산성을 <식 4-12>과 같이 측정하 다. LCA 

방법론은 제품생산에 있어서 매가격과 생산비용 비율을 기업 내 

직․간  환경 향요소 지수로 나 어 녹색생산성을 측정하는 것으

로, 이러한 근방법은 생산성에 환경요소를 가 함으로써 녹색생산

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매가격과 생산비용의 비율로 생산성

이 계산되므로 기본 으로 세부 인 자료와 가 치 측정 지표들이 필

요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환경영향요소
생산성

                           <식 4-12>

GP: 녹색생산성 SP: 매가격 

SP/LCC: 생산성 LCC: 생산비용 

EI: 환경 향요소 

  DEA 방법론은 계량경제학 인 기법과는 달리 비모수 이면서 비확률

인 기법으로써 표 으로 거리함수를 이용하게 되는 모형이다. 특히 

Luenberger 생산성지수를 사용한 양방향 생산 거리함수를 이용하여 녹색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다. 방향성 생산 거리함수는 산출물 에서 온실가

스와 같은 사회 으로 유해한 산출물이 존재할 경우, DEA를 이용한 생산

성 측정에 당한 거리함수가 된다. 기존의 생산 효율성 측정방식은 사회



농업부문 녹색성장 실증 분석  109

Y: GDP 는 부가가치 L: 노동

K: 자본 CO2: 이산화탄소 배출량

으로 유해한 산출물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유해한 산출물이 감소해도 

생산효율성이 변화하지 않게 되지만 방향성 거리함수는 유해한 산출물을 

모형에 고려하기 때문에 유해한 산출물이 감소하면 생산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설계된 모형이다.

  마지막으로, 탄소생산성 분석은 GDP( 는 부가가치)와 이산화탄소 배출

량 비율을 이용하는 방식이다(McKinsey, 2008). 이 방법은 생태효율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용 지불로 인해 GDP가 어들 것으로 

상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GDP 감소폭을 상쇄시키거나 GDP를 증가

시키는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에서 농업부문 생산

함수는 기존의 노동과 자본 외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생산요소로 간주한다. 

여기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향후 감축조치인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가 도

입될 경우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4-13)

    

  <식 4-1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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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로 나타낼 수 있다. 

  





×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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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생산성을 높이기 해서는 에 지 생산성을 높이거나 에 지 

소비 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역수인 탄소집약도를 낮추는 방안이 필

요하다.  실 인 방안으로 탄소가 고 열량이 높은 체에 지 이

용, 에 지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개발, 녹색기술을 활용한 탄소 배출

량 감  GDP 확  방안, 에 지 투입을 낮추는 방안 등이 모색될 

수 있다. McKinsey(2008)의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  세계 기  

온실가스를 500ppmv로 안정시키기 해서는  세계 온실가스를 

20GtCO2e로 감소시켜야 하고, 이를 해 탄소생산성을 연평균 5.6%나 

증가시켜야 한다고 분석하 다.

  녹색생산성 계측을 해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에 한 방법론

은 IPCC 방법론, Kaya 항등식, 최정윤의 산업연 분석 방법 등이 있다. 

표 4-18.  온실가스(CO2) 배출 련 방법론

구  분 주요 연구 내용

온실

가스

(CO2)

배출량

산정

IPCC방법론

(1996, 2006)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을 제시

Kaya 항등식

인구, 1인당 GDP, GDP단 당 에 지소비량, 에

지 소비 단 당 배출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량을 계산

최정윤 I/O방법론

(2008)

산업연 표를 이용하여 산업별 온실가스의 배출

계수  배출유발계수, 최종수요 항목별 온실가

스 배출효과, 1995∼2004년 의 온실가스 배출 

증감요인을 분석함. 산업의 최종수요 변화요

인은 66.9이며 수입 체요인은 -9.3, 생산기술요

인은 -24.5임. 농업은 최종수요 변화요인이 0.7, 

수입 체 요인이 -0.6, 생산기술 요인이 -0.7임.

  먼  Kaya 항등식은 인간들에 의한 미래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을 망

하기 한 모형으로써 총 온실가스 배출은 <식 4-15>와 같이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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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15)

CO2: 이산화탄소 환산 온실가스 배출량 E: 에 지소비

co2: 에 지 소비 비 온실가스 배출량 e: GDP 비 에 지 사용량

GDP: 국내총생산 는 부가가치액 P: 인구

gdp: 1인당 국내총생산 는 부가가치액

  Kaya 항등식은 각종 거시경제 지표들과 에 지 소비 비 온실가스 배

출량, 즉 화석연료별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기 해서

는 보다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고, 한 에 지 사용에 기인하지 않는 온실

가스 배출원들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단 이 있다.

  다음으로 산업부문의 투입요소와 산출요소간의 계를 나타내는 기존의 

산업연 표에 에 지 부문이나 환경부문의 향을 반 하기 해 환경통

계와 산업연 표를 결합한 하이 리드 산업연 표(에 지  환경 산업연

표)를 이용한 배출량 추정방법이 있다.21

표 4-19.  환경산업연 표의 구조

항  목 내  용

기본거래표 한국은행이 작성한 산업연 표의 분류를 그 로 인용

에 지 투입량표 산업부문별로 어떤 에 지가 얼마나 쓰 는가를 나타내는 표

에 지 소비물량표 각 산업에 투입된 에 지 에서 연료로 사용된 것만을 별도 집계

에 지 소비열량표 에 지들이 갖고 있는 고유단 를 열량 단 로 환산하여 비교가능

기오염물질(CO2)

발생량표
산업부문별 기오염물질 발생량을 표시

자료: 김윤경(2006).

21 에 지 산업연 표는 액단 로 표시된 산업연 표  에 지 련 부분을 

물량단 로 바꾼 표이며, 환경산업연 표는 산업간의 연 계에 따른 에 지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계를 나타내는 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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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녹색성장에 한 심이 높아짐에 따라 하이 리드 산업연

표를 이용한 연구가 많이 이 지고 있으나, 부분 조세요인을 감안하지 못

하거나 2005년 산업연 표 이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산업연 표를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은 최근 동향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IPCC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을 용했다. IPCC는 

산정항목, 산정방법, 배출계수 등에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이 

지침은 지속 으로(1996, 2000, 2003, 2006) 수정  보완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본 으로 (배출계수×활동자료)로 이루어지며, 배출

계수는 IPCC제공 기본배출계수(default value, Tier 1) 는 자국 고유계수

(country-specific emission factor, Tier 2)를 사용하고 있다. 자국 고유 배출

계수는 항목별로 3년간 배출량의 평균값을 사용하며, 국제  신뢰도 확보

를 해 연구결과의 논문게재 등이 필요하다.

  IPCC의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항목 분류는 축산분야에서 가축 

장내발효, 가축분뇨처리 등 두 가지가 있고, 경종분야에서 벼 재배 유래 메

탄, 밭 토양 유래 아산화질소, 작물잔사의 농경지 소각 등 세 가지가 있다. 

  배출량 산정 세부 항목을 보면 축산분야에서 축종별 사육두수, 분뇨발생

량, 분뇨처리 방법 등이 있고, 경종분야의 벼 재배 유래 메탄의 경우 물

리 방법, 유기물 시용방법 등이 있음. 물 리 방법에는 다시 상시담수와 

간배수 등으로 나 어지고 유기물 시용방법에는 유기물 종류, 시용량, 

시용시기 등이 있다.

3.3. 부문별 녹색생산성 계측

  녹색생산성 실증 분석을 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GDP를 통해 탄소

생산성을 분석한 McKinsey(2008)의 방법론과 OECD 회원국과 비회원

국의 탄소생산성 역수를 사용해 온실가스배출량을 측한 IEA(2009)

의 방법론을 용하 다. 분석 상은 체 농업부문과 경종  축산

부문이며, 비교 상은 제조업  건설업부문으로 설정하 다. 탄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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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량은 IPCC 가이드라인에 의한 1990~2007년 CO2 환산 온실가스 배

출량을 사용하 고 GDP는 한국은행의 2005년 기  실질가격 데이터

를 사용하 다.

  먼  산업별 녹색생산성을 평가하기 해 경제성장 요인인 GDP를 

환경요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나  탄소생산성을 분석하 다. 제

조업  건설업의 평균 탄소생산성은 1.5로 농업부문 평균인 1.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20>.

표 4-20.  제조업․건설업과 농업의 탄소생산성 변화 추이(GDP 2005년 기 )

단 : 십억원, 백만tCO2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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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증가로 탄소생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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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증가추세를 보여 2007년 1.9를 기록하 다. 농업부문 탄소생산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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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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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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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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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속 으로 증가해왔다. 제조업  건설업의 경우 2000년 비 2007년의 

GDP는 51% 증가하 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12.8% 증가하여 탄소생산

성은 3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의 탄소생산성 증가는 온실

가스 배출량 증가보다 상 으로 GDP 높은 성장률 때문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탄소생산성의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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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할 수 없다. 따라서 제조업  건설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수

반된 녹색성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림 4-8.  농업부문의 탄소생산성 변화율 추이(2000년 기 )

  

  농업부문의 탄소생산성 변화율은 2000년 이후 지속 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축산부문의 GDP 성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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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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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성장과 배출량 감

소는 녹색성장의 개념과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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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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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증가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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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0.  축산부문의 탄소생산성 변화율(2000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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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생산성은 기본 으로 경제부문(GDP)과 환경부문(이산화탄소)의 함수

계에 있다. GDP와 이산화탄소 모두 농업활동의 산출물임을 감안하면 탄

소생산성은 산출물의 변형된 형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탄소생산성은 농업

활동 련변수들의 선형결합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 회귀분석이 가능해진

다. IPC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련 주요 항목으로 

경종부문에서 재배면 , 질소비료 사용량, 가축분뇨 투입량 등이 있고, 축산

부문에서 가축사육두수와 분뇨처리방법 등이 있다. 여기서 재배면 , 질소비

료 사용량, 가축사육두수 등은 온실가스 배출뿐만 아니라 GDP에도 향을 

주는 변수이므로 농업부문 탄소생산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16)

CPagri: 농업탄소생산성 F: 질소질 화학비료 논 사용량

A: 벼 재배면 Li: 가축 i 사육두수

   <식 4-16>을 기 로 농업활동변수는 독립변수로, 농업탄소생산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수함수로 변환하여 회귀분석을 하 다. 농업부문

의 탄소생산성 독립변수별 기여도를 계수를 통해 해석하면 다른 변수가 변

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벼 재배면 이 1% 감소하면 농업부문 탄소생산

성은 4.5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논에 화학비료 투입을 1% 감소하

면 농업부문 탄소생산성은 4.57% 증가하며, 젖소 사육두수가 1% 증가하면 

농업부문 탄소생산성은 0.51% 감소하고, 돼지 사육두수가 1% 증가하면 농

업부문 탄소생산성은 0.2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22>.

표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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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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실제로 분석에 용된 4개 변수는 <표 4-2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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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그림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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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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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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농업부문 녹색성장 실증 분석

  따라서 농업부문의 질소비료 감소는 실제로 벼 재배면  감소와 벼 재배

농가의 질소비료 투입량 변화로 보는 것이 합리 이다<그림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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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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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CC 가이드라인에서도 배

출계수를 축종  가장 큰 118kg으로 설정하고 있다.22 따라서 젖소 사육

22 연간 두당 메탄 발생량을 나타내는 배출계수는 젖소 118kg, 한육우 47kg, 돼지 

1.5kg으로 설정하고 있다(IPCC, 1997).



농업부문 녹색성장 실증 분석  121

두수 변화는 GDP 증가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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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증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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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며 실효성 있는 정책  근이 긴요하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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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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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농업활동변수 1% 변화 시 탄소생산성 변화

표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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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

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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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생산성 분석의 시사점

  녹색성장 시 를 맞이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

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녹색생산성의 개념이 요하다. 농업부문의 경우 

GDP는 증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기 때문에 탄소생산성 증가율

은 GDP 증가율보다 커 비농업부문에 비해 상 으로 녹색생산성이 높은 

녹색성장 산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농업분야의 경우 생산성을 해하는 재배면  감소요인과 온실

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녹색기술의 발달 요인이 모두 용되고 있어 이

에 한 심층 인 분석이 요구된다. 한 녹색성장의 결정요인인 탄소생산

성과 GDP, 이산화탄소의 변화율 등에 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벼 재배

면  감소가 미치는 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건실한 녹색성장을 해서

는 부문별로 한 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경종부문의 경우 녹색성장이 제 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단 면 당 

질소비료 사용량 감소를 한 친환경농법으로의 환  정 시비 수, 

재배면  감소에 따른 농업 생산성 하락을 보완하기 하여 시장에서 농산

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GDP 증가, 생산비 감을 한 탄소 고효율 

에 지 사용 등 에 지 효율성 제고 방안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축산부문의 녹색성장을 해서는 GDP 증가와 온실가스 배출

량 감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녹색기술 개발이 건이다. 특히 축산

부문의 가축사육두수는 GDP 성장과 배출량 감소 양쪽에 한 연 성이 

있기 때문에 사육두수는 증가시키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할 수 있는 가

축 사양 리, 분뇨처리 개선, 반추가축의 장내발효 시 메탄발생 억제기술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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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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을 검토하 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실증분석과  

1. 국제기구의 농업부문 녹색성장 논의 동향

1.1. OECD의 농업부문 녹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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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im Report)를 OECD장  원회(2010. 5. 27〜28)에서 발표하 다

(OECD, 2010). OECD 녹색성장 략 간보고서에서는 녹색성장 추진 배

경, 녹색성장의 골격(framework),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한 로그램의 

핵심요소, 녹색성장 계측 방법, OECD 녹색성장 추진 략의 보  등을 다

루고 있다. 

  OECD는 2010년 2월 농업각료회의에서 기후변화 이슈와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시스템을 효과 으로 다루기 해 녹색성장을 농업분야의 핵심과제

로 채택하 고, 후속조치로 2011/12년 농업 원회 핵심과제로 채택하 다. 

  OECD 농업환경정책 원회 합동작업반(Joint Working Party, JWP)에서

는 농업분야의 녹색성장을 심층 이고 체계 으로 다루기 해 제30차 

JWP회의(6. 28〜30, 랑스 리)에서 주요의제로 포함시켜 논의하 다. 

JWP의 논의에서는 2011년 각료이사회 녹색성장 종합보고서(Synthesis 

Report) 발간에 부응하기 해 농업환경정책 원회에서는 녹색성장 련 

이슈를 발굴하여 집 으로 논의키로 하 다. 

  2010년 12월에 개최된 제31차 JWP회의(12. 6～8, 랑스 리)에서는 농

업부문 녹색성장 이슈를 종합 이고 체계 으로 다루기 해 OECD 농업

분야 녹색성장 문가 회의(Expert Meeting)를 2011년 4월 6일～8일까지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확정하 다(송주호 외 10인, 2010). 문가 회의

의 논의주제는 농업분야 녹색성장의 분석 모형(녹색생산성 분석, 생태효율

성 분석, 한계감축비용 분석 등), 녹색성장 기술과 정책, OECD 회원국의 

녹색성장 경험 등 세 가지 분야가 제시되었다. 문가 회의는 2일간의 주제

발표와 토론, 1일간의 장견학으로 이루어지게 될 정이다. 한국에서 처

음으로 개최되는 ‘농업분야 녹색성장 문가 회의’에는 OECD 회원국 문

가와 EU, World Bank, FAO 등 국제기구 계자가 참석할 정이다.



126  국제기구  주요국의 농업부문 녹색성장

1.2. UN ESCAP의 녹색성장 논의 동향

  유엔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UN ESCAP)는 지역경제 원회의 한 기구로 개발도상

국과 개발국의 경제발   빈곤퇴치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UN ESCAP는 아태지역의 속한 경제성장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부하를 

체계 으로 리하는 차원에서 2005년 5차 환경과 개발에 한 각료회의

(Ministerial Conferenc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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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 clean 

up later)”의 통 인 형태의 패러다임에서 소  “녹색성장(Green Growth)”

이라고 불릴 수 있는 환경 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 신속히 이동해야만 한다는 시각에서 녹색성장 기조를 요하게 다루

고 있다. 

  최근 UN ESCAP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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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logical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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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ESCAP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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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mix)이 필요하고, 민간부문에서 환경친화

인 생산과 소비를 유도하는 신가(innovator), 환경보 의 책임 있는 리

자(caretaker), 환경마 의 진자(promotor)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권

고사항과 강조하는 내용은 국가별 녹색성장 추진에 있어서 유념해야할 사

항이다.

  UN ESCA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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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농업생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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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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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24 

2.1.1. 농업부문 온실 가스 배출  흡수원 황 

  미국의 온실가스 발생은 2007년 기 으로 7,150백만CO2톤이다. 1990년에

서 2007년까지 17% 증가하 으며 이  농업부문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는 

2007년 기 으로 413백만CO2톤으로 체 발생량의 5.8%이다. 농업부문의 

주요한 온실가스는 메탄과 아산화질소이며 농업부문 체 온실가스 배출량

에서 각각 46%,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0.6%, 0.3%씩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메탄의 경우 가축 장내 발효와 퇴비 리가 각각 농업부문 체

메탄 발생량의 24%, 8%씩 차지하고 있으며, 아산화질소의 경우 비료사용  

등의 토양 리가 농업무분 체 아산화질소 발생량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EPA 2009). 한편 <표 5-1>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농업부문의 주요한 탄소 

흡수원은 농지유지, 지로의 환이 있으며, 농지를 유지할 경우 2007년 기

으로 19.7백만CO2톤, 지로 환 시 26.7백만CO2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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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미국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 략에 한 부분은 오 곤 주립 학교의 Susan 

Capalbo 교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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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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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운25

-정 농법

-윤작  겨울 피복작물

- 개시설 정비

자료: EPA (2005), CCTP(2006) 일부 내용 참고.

  토양탄소 감 기술과는 별도로 농․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직  감축하는 여러 가지 감 기술들이 있다<표 5-3>. 경종 부문의 아산

화질소 발생의 원인은 질소 비료의 과 사용에 있으며, 일정 생산량을 유

25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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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re injector) 등의 농법 등

이 포함된다. 



130  국제기구  주요국의 농업부문 녹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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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sion agricultur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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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한 아산화질소

감축

축산분뇨 리를
이용한 메탄  
아산화질소 감축

가축 장내 발효 
메탄 감축

바이오 작물 생산

-정 농업
-비료  농약 리
-생화학  방법 
(석회처리)
-가축분뇨 활용
-신품종 육종

- 기성 소화조
-호기성 축분 
고형퇴비
-물리  침
-질소비료 사용 감축

-사료흡수율 향상 
(성장호르몬)
-집약 인 목 지 
이용
-사료 리 향상

-바이오매스 잔사 
활용
-스 치그라스, 
포 러 등 바이오 
작물

자료: EPA (2005), CCTP(2006) 일부 내용 참고.

  

나.  탄소 완화 잠재력

  탄소 완화 잠재력(Carbon Mitigation Potentia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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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모니아에서 요소로 환할 경우 53.3백만CO2톤이 감축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방풍림(Windbreaks), 임간재배(Alley cropping), 임간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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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opasture) 등의 산림농업(Agroforestry)을 통한 감축 가능량은 281.4백

만CO2톤으로 추정되며 단벌기 집약재배(Short-rotaion woody crops)26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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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책은 휴경

지를 상하는 하는 로그램과 경작지를 상으로 하는 로그램으로 구

분된다. 휴경 로그램은 기존 농경지를 지, 습지  산림지로 환하는 

로그램이며 주요한 정책으로는 자원보 로그램(Conservation Reserve 

Program), 습지보 로그램(Wetlands Reserve Program), 지 보  로

그램(Grasslands Reserve Program) 등이 있다<표 5-5>. 경작지를 상으로 

하는 로그램은 농법이나 경운법등의 환을 통한 토지 리 향상을 목

으로 하며 환경개선장려 로그램(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보 의무 로그램(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등이 있다. 

자원보 로그램(CRP)은 환경 으로 민감한 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일

정 비용을 지불하고 통상 10년에서 15년의 의무 계약 기간 동안 피복 작물

26 단벌기 집약재배는 농경지와 지 등에 속성수를 조성하고 3~5년 주기로 수확

하여 연료  바이오오일 생산에 이용하는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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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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보  로그램(GRP)

은 지가 다른 작물 생산에 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생물학  다양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하며 0.007백만CO2톤의 온실가스를 감축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환경개선장려 로그램(EQIP)은 농장 운  과정에

서 잔사 리, 비료 리, 피복 작물 등 환경 보  노력을 하는 농가에 보

조 을 지 하는 로그램이며, 3.9백만CO2톤의 온실가스를 감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한 야생 서식지 보호 장려 로그램(WHIP)는 2007년 

기 으로 0.25백만CO2톤의 온실가스를 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에 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는 바이오 작물, 우드칩, 작물 잔사

로부터 바이오연료 생산기술을 한 여러 가지 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

며 바이오에 지 기술은 2020년에 55.2백만 CO2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5-5.  미국 농업 정책 탄소 완화 잠재력

정책
련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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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P
CO2, CH4, 
N2O

USDA 0.2 0.5

Biomass Program CO2 DOE 0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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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농업부문 탄소 시장 거래액  거래량

시장
거래량(백만CO2톤) 거래액(백만 달러)

2006 2007 2006 2007

시카고 기후 거래소 10.3 22.9 38.3 72.4

기타 장외 시장 14.3 42.1 58.5 258.4

합계 24.6 65.0 96.7 330.8

 자료: Hamilton et a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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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개주의 약 1만여 농가들이 시카고 기후 거래소  장

외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표 5-6>에서 볼 수 있듯이 2007년 기 으로 약 

65백만CO2톤, 거래액으로는 331백만달러가 거래되었다. 

 

2.1.4. 미래 기술  기후 변화 응 략

가.  미래 기술 략  

  미국은 기후 변화에 응하기 하여 기후변화과학 로그램(Climate 

Change Science Program, CCSP)과 기후변화기술 로그램(Climate Change 

Technolog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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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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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탄소 감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

근 망에 따르면 21세기 반에 바이오에 지가 석유 소비량의 삼분의 

일 수 을 체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해서는 경제성 있는 셀룰로

오스계 바이오매스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해 바이오에 지 분야의 

경우 기에 바이오매스 수확과 장 비용 감축 기술 개발이 요구되며, 이

를 통해 바이오에 지의 국 인 보 이 이루어질 것으로 망하고 있다. 

표 5-7.  미래 략 계획표 
략 단기 기 장기

토양탄소
감축

-토양 보
-토양 흡수  토지 이용
-온실가스 간의 계 
-재생가능  바이오 기반 상품

- 규모 탄소 
감축

이산화탄소
제외 
온실가스 
감축

- 기성 소화조
-정 농업
-축산물생산 효율성 향상

-온실가스 간의 계
-유 학  조작 통한 소화율 향상

-무공해 농업

바이오
에 지
생산

- 기 바이오 화학 산업 
-바이오 디젤
- 기 목질계 바이오 연료 생산

-진보된 바이오 화학 산업
-목질계 바이오 연료 생산
-바이오매스 수확과 장비용 감소

-재생에 지의 
국  보

 자료: CCTP(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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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후 변화 응 략

  지구온난화로  세계 온도는 지난 50년 동안 상승해왔으며 기후 변화는 

농업을 포함한  산업 분야에까지 상당한 향을 미치고 있다. 한 이러

한 추세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동화 지속될 것으로 측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기후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실이며 이에 한 한 응 략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가 농업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주요한 연

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  호우와 가뭄 등은 작물 생산량을 감소시킨다.

  둘째, 잡   병해충은 지구온난화로 증가할 것이며, 이는 작물 생산량

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목 생산을 기 로 한 가축사료의 질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함

에 따라 하한다. 이는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작물의 질소와 단백질 함

유량에 부정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넷째, 온도와 기후 편차 증가는 축산물 생산에 부정  향을 다. 

  이러한 기후변화 험에 처하기 해 농가들은 지속가능한 농법을 사

용할 필요가 있다. Well and Smit(2005)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험

리 략을 제시하 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들은 다년생 작물과 가뭄에 견디는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작

물을 재배함으로써 가뭄 등의 기후변화 험에 처할 수 있다.

  둘째, 보 경운은 표층 침식을 막고 토양수분 증가를 증가시키므로 기후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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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응 략을 제시하고 있다. 캘리

포니아 주의 경우 수자원 공   보 , 병충해 방지, 토지이용 계획, 농업

생물학  다양성 증  등 항목별로 장단기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표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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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기후 변화 응 계획(캘리포니아주) 

략 단기 장기

수자원 공   보
- 수자원 보
- 범람원 리

- 내한성 작물 개발
- 수질 신뢰성 향상
- 홍수 피해 감소 책
- 토양 수분 함유량 증가

병충해 방지
- 검역원
- 국 인 방제

- 지속 인 연구 개발

토지이용 계획 - 정책 통합 - 농가 탄소 감축

농업생물학  다양성 증
- 기술 지원  확
- 바이오 에 지

- 기후 응작물  작물 혼합
- 작물 다양화
- 생태 서비스 향상을 한 
경제  평가 시스템

자료: California Natural Resource Agency(2009).

2.1.5. 농업부문 생태효율성 분석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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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문(0.08%)보다 높지만 수송부문(1.41%)과 국가 체

27 생태효율성은 각 부문별 실질 GDP를 탄소 배출량으로 나  값으로 정의되며 

부문별 탄소 배출량은 「Inventory of the U.S. GHG emission and sinks」,  

GDP 자료는 「U.S Census Burea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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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증가율이 농업 

생태효율지수의 낮은 증가율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부문

의 생태효율지수 증가율은 2.9%로 GDP 성장률은 수송부문보다 낮지만 온

실가스의 변동이 미미해 가장 높은 생태효율지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

며 수송부문의 경우 가장 높은 GDP 증가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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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변동성이 큰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

으로 보인다. 

그림 5-1.  생태 효율 지수 1990~2007(1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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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산업 수송 국가전체

   1990년에서 2007까지 주단 의 농업 생태효율지수를 분석한 결과 메릴

랜드, 뉴햄 셔, 조지아 주 등 13개주의 평균 생태효율지수는 $400/백만

CO2톤으로 미국 농업 평균 생태효율지수의 두 배 정도이며, 웨스트버지니

아, 몬태나, 와이오  주는 $100/백만CO2톤 이하로 나타났다<그림 5-2>. 

이러한 각 주별 농업생태효율성의 큰 차이는 농업부문 GDP의 차이와 

한 련을 가지고 있다. 한편 생태효율성 증가율의 경우 뉴 지, 죠지아, 

델라웨어 주는 3%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 다. 한편 와이오 , 테네시, 

오클라호마 등 5개주는 감소세를 보 으며, 이는 농업부문 온실가스 증가

율이 실질 GDP 증가율보다 높았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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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주별 농업부문 평균 생태효율 지수 1990~2007

  한편 생태효율지수는 생산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효율성이 과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Malmquist-Luenberger(ML) 

생산성 지수28는 이러한 단 을 보완한 방법이다. 이 경우 농업부문 생태효율

지수 증가율은 1.3%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농업부문 생태효율지수 증가율인 

2%보다 낮은 수 으로 미국 농업이 다소 느리게 녹색성장 경제로 변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한편 기술 변화가 ML 생산성 지수 변화의 가장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주별 연평균 ML 생산성의 경우 알래스카의 경우 2% 감소, 애리

조나의 경우 7% 증가를 보이는 등 주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

아, 뉴멕시코, 캔사스 주는 평균 3% 이상의 높은 ML 생산성 증가율을 보인 반

면 알래스카, 몬태나 등 두 개 주는 감소세를 보 다. 

28 Malmquist-Luenberger(ML) 생산성 지수=MLTECH(기술변화)×MLEFFCH(효
율성 변화)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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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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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략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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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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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ral Climate Change Forum, RCCF)'을 

설치하여 운 해오고 있다.3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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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Change Act)과 2009년 탄소 환계획

(Low Carbon Transition Plan)의 시행으로 국가정책이 온실가스 감축으로 

환되고 있다. 국정부의 탄소 환계획(UK Low Carbon Transition 

Plan)에 따르면 농업부문의 배출량은 연간 3백만CO2톤씩 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2007년 국 농업부문 배출량의 11%에 해당한다. 

탄소 환계획은 국 농민들의 의무배출감축량을 어느 수 으로 할 것

인지에 한 실천계획의 수립을 요구하 으며 정부는 이러한 근방법이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는 가장 효과 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농민들은 축산과 비료사용으로부터의 배출량 감축뿐만 아니라 여러 

부문에서 기후변화 응조치에 극 으로 참여하고 있다. 온실가스 완화

를 해 기술 인 측면에서는 신재생에 지의 개발을 통해 에 지부문의 

탄소집 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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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구조개 계획안(Draft Structural Reform 

Plan)을 2010년 7월에 발표하 다. 

  첫째, 국 농업을 지원개발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생산을 장려하기로 하

30 농 기후변화포럼(RCCF)은 2005년 3월에 창설되었고 포럼의 기간은 2008년 

10월에 종료될 정이었으나 2008년 10월 17일 Defra 장 이 RCCF의 기간을 

재조정하여 2011년 3월까지 연장되었다. 처음에 8개의 회원단체가 포럼에서 

활동하 으며 2008년 10월에 3개의 단체가 추가되어 모두 11개의 단체가 활동

하고 있다. 처음 8개 단체는 국가농지사업연합, 환경청, 산림 원회, 탄소신탁, 

국농민단체 내셔 트러스트, 자연 국, 조류보호왕립 회 등이며 추가된 3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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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house Gas Action Plan, GHGAP)을 2010

년 2월에 발표하 다. 실행계획은 농업분야 유 기 으로 구성된 합동작업

반(Task Forc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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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Development Board, AHDB) 분야와 산업계

는 추가 정부기 이 기존의 계획과 잘 부합하게 할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국제기구  주요국의 농업부문 녹색성장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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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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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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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09 국가 농업과 기후변화 실천계획

(National Agriculture and Climate Change Action Pla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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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자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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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자원에 한 투자 효율성 보장 등이 있다<표 5-10>.

나.  응 략

  남반구에 치한 호주는 기후  지리  조건으로 인해 지구온난화로부

터 취약한 국가이다. 특히 고온 건조한 기후로 변화함에 따라 극심한 가뭄

과 큰 폭의 기온상승, 여름철 열풍 강도 증가, 건조화 심화 등의 상이 나

타나고 있다. 농업은 기후의존 인 분야로 다양한 응 로그램이 수립되

어 추진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미래농업(Australia's Farming Future)을 통

해 1차 산업을 한 기후변화 응책을 제시하 는데, 그 핵심은 4년에 걸

친 자 지원을 통해 1차 생산자들이 기후변화에 응토록 하는 것으로 요

약될 수 있다. 호주의 미래농업은 기후변화 연구 로그램(Climate Change 

Research Program), 농장 비(FarmReady), 기후변화조정 로그램(Climate 

Change Adjustment Program)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변화 연구 로그램(Climate Change Research Program)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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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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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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1.  농가단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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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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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 비 로그램(Farm Ready Program)은 농업인들의 기후변화 응 

교육․훈련 기회를 지원하고, 농산업 단체  자연자원 리단체 등으로 하

여  기후변화의 향에 응하고 응하는 략을 발굴하는 데 목 이 있

다. 이 로그램의 이용 가능한 보조 (grants)으로는 농장 비 상환보조

(Farm Ready Reimbursement Grants)과 농장 비 산업보조 (Farm Ready 

Industry Grants)이 있다. 

  기후변화 조정 로그램(Climate Change Adjustment Program)은 농업인

들이 기후변화의 향에 응하도록 돕는 로그램으로, 훈련활동 지원, 

응컨설  지원, 이농농가 등에 한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훈련활동 지

원은 공인된 기 을 통해 이루어지며, 체 농장계획, 사업  리스크 리, 

기후변화 이해 등의 분야에 을 맞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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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s, 

CPRS)의 수정안을 발표했는데, 핵심 내용은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이

다. 배출권거래제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환경  통합성, 경제  효율성,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험의 최소화, 정책  신축성, 기후변화 문제

에 한 국제  해결책 모색에 일조,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시스템의 명

확성과 투명성, 공평성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 다. 호주는 향후 도입될 

배출권거래제 시스템과 산업  가계부문에 한 지원책들이 정부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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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 략과 일 성을 유지하고, 물가상승을 억제하며, 생산능력을 확

하는 데 주안 을 두고 있다. 호주 정부의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

출량은 2050년까지 2020년 비 60% 감축하도록 국가  총량제한을 설정

하고, 국가  총량제한은 허가로 리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책임을 개

인보다는 규모 오염배출자들이 부담토록 하 다. 농업부문의 경우 수많

은 소규모 배출자로 구성되어 있고, 배출량 계산의 복잡성  농업계의 우

려 등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CPRS에서 농업부문의 배출권거래제도를 

2013년 이후로 연기되었다.31 배출권거래제에서 농업부문의 경우 배출량 

산정과 모니터링의 어려움으로 제도 도입 기에는 배출권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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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  탄소

상쇄로 나 어진다<표 5-12>. 

표 5-12.  호주의 농업부문 탄소상쇄 옵션 

교토의정서 수 CPRS 탄소상쇄 CPRS가 아닌 자발  탄소상쇄

▪비료 살포 시기의 개선(나 어 살포)

▪비료 품질 개선

▪목 지에서의 비료 리 개선

▪질소비료 살포의 개선

▪벼 재배에서의 물 리

▪메탄 발생을 이는 벼 품종의 이용

▪축산 리 개선

▪사료 품질 개선

▪집 된 축산 경 에서 메탄포집시스템 활용

▪사바나 소각(burning) 방법 개선 

▪무경운 재배의 확

▪벌거벗은 휴경지의 제거/피복작물 재배/비옥  

  한 휴경지의 활용

▪심근 목  품종의 도입

▪과도한 방목(overgrazing)에 의한 품질 하

  축소

▪재배 작물을 다년생 식물로 환

자료: www.abare.gov.au.

31 호주의 탄소시장 배출권거래제는 유럽의 배출권거래제(EU-ETS)와 같은 Cap-and-Trade 

방식을 채택하게 되며, 배출권 할당은 무상배분이 아닌 경매를 통해 배분될 계획이다. 

배출권 경매를 통한 수입은 배출권거래제로 피해를 보는 산업과 가계부문을 한 지

원과 청정에 지 개발에 투입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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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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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부문의 경우 장내발효 과정에서 배출

되는 메탄을 이기 해 가축품종 개량, 사양 리 개선, 사료첨가물 사용 

등의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한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를 이

기 해 시비시기와 살포방법 조 , 토양 리, 퇴비 리, 가축분뇨 리, 비

료사용 제한 등의 방법이 용되고 있다(Saddler and King, 2008). 

2.3.3. 바이오에 지

가.  수 동향  망  

  호주의 2005년 바이오에탄올 생산량은 6천만리터이며, 2010년에는 3억 

5천만리터까지 확 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바이오디젤은 상업 으로 아직 

소규모이다. 에탄올 생산 원료로 소맥 등이 주류이며, 사탕수수가 증가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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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호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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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호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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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0만달러의 바이오연료 자본장려

로그램(Biofuel Capital Grants Program)을 통해 장려 이 지 되고 있다. 

이 장려 은 연간 최소한 5백만배럴을 생산하는 시설에 해 리터당 16센

트의 보조 이 지원되고 있다.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보  확 를 하여 1

리터당 38.1센트의 자 을 지원하고 있다. 에탄올 생산에 한 지원은 

2002년에 개시되었으며, 2004년에 다시 2011년까지 사업이 연장되었다. 

바이오디젤에 한 지원은 2003년에 개시되어 2011년 7월까지 이루어질 

정이다. 에탄올 유통 로그램(Ethanol Distribution Program)은 E10 연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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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ndaberg 등이며 Manildra사의 

Bomaderry 공장은 New South Wales 주에 있는데 체 생산을 주도하고 있

다. Manildra는 연간 100백만리터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 부산물 등

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산업용  곡물가루에서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추출하고 있으며, 탄수화물 생산의 부산물이 에탄올이다. 1992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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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교토의정서에 따른 의무감축국가로 제1차 공약기간(2008~2012

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비 6% 삭감해야 하며, ․장기 으로

는 2020년까지 1990년 비 25% 삭감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2.4.2. 농업부문 녹색성장 책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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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일본의 농업부문 녹색성장 책은 연구진이 2010. 5. 25～5. 28까지 일본농림

수산성 환경․바이오매스 정책과와 국림농업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

와 유 기  계자와의 면담조사 등을 기 로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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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매스타운 조성, 환경 리시스템 등의 련 업무를 다룬다. 농업환경 책

과는 지속농업법과 유기농업, 환경과 조화로운 농업생산 활동 규범(농업환

경규범), 지력증진, 유기 JAS 인증과 에코팜 인증 등의 업무를 다룬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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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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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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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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축  흡수를 한 주요 정책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농림수산 분야에 따른 배출량거래제의 추진이다. 농림수산업에서 

발생하는 메탄, 일산화이질소 등의 온실효과가스와 련된 새로운 배출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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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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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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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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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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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녹색성장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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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한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도입․시행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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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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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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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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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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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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등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녹색성장 추진수단을 

용하고 있다. 한편 호주는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비 이 높아 아직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등의 경제  수단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한편 한

국은 이들 주요국의 경우와 달리 기후변화 응분야를 제외하고 부분의 

분야에서 녹색성장 추진수단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탄소세, 배출

권거래제 등 세제 융분야, 디젤, 에탄올 등 바이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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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자원보존 

로그램의 경우 탄소시장이 설립되면 탄소 크 디트를 매할 수 있어 농

가소득 창출도 기 할 수 있다. 국의 경우 농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실행

계획이 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농업계 유 기 으로 구성된 합동작업반에 의

해 작성하 는데, 이는 녹색성장 련 계획을 수립 시 사회  합의의 요성

을 보여주고 있다. 호주의 경우 교토의정서 수 탄소 상쇄의 구체 인 실행

옵션들로 비료 살포시기의 개선, 비료품질개선, 목 지에서의 시비 리 개선, 

질소비료 살포의 개선 등 비료 시용 기술이 많았는데, 이는 향후 농업부문에

서 비용을 이면서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로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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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을 한 주요 추진과제  제6장

  농업부문 녹색성장 실태진단과 실증 분석, 국제기구  주요국 사례검토 

등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기 로 제6장에서는 녹색성장을 한 주요 추진

과제를 다루었다.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과제는 농업계의 설문조사와 농

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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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과 경제성 평가결과도 제시하 다. 이 밖에도 새로운 녹색융합기술로 임

계유체를 이용한  기반 바이오 리 이 리 사례와 녹색 융 활용방안 등

을 제시하 다.

1. 소득증 와 연계된 탄소 정책 로그램 개발

  농업계의 녹색성장에 한 반응조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녹색성장에 

한 심도와 련 분야 정책 참여도를 높이기 해서는 소득증 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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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농업기술을 도입하여 실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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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센티  지 이 필요하다. 탄소 농법에 한 인센티  지  방안으

로는 환경  상호 수 로그램(environmental cross-complianc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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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이 밖에도 겨울철 자운  등 피복작물

(cover cro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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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4장의 농업부문 녹색생산성에 한 실증 분석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단 면 당 질소비료 감축은 건실한 녹색성장을 한 핵심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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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무경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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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자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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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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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온실가스 완화를 한 가시 인 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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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Development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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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able and Verifiable)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가능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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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을 한 주요 추진과제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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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되고 있다. 아직 농업분야의 경우 탄소성 표지제도의 운용이 본격화

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탄소성 표지제도의 농업분야 용을 한 과

정목록(Life-cycle Inventory, LCI) 구축과 련 기 의 한 역할분담 등 

구체 인 추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농업분야 탄소성 표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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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업분야 용을 한 정책연구과제가 수행되었으므로(남재작 외 3인, 

2010), 이를 기 로 시범사업  단계  세부 로그램을 수립하여 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녹색기술의 활용 

3.1. 지열․LED․바이오가스플랜트 적용 

3.1.1. 지열활용 우수사례

  지열에 지는 비고갈성이며 환경친환 인 신재생에 지원의 하나로 지

반의 깊이와 온도에 따라 지열발 과 지열난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하 

300m 이내 연  일정한 온도(12~25℃)를 이용하여 냉․난방 시스템을 구

하는 방식을 지열히트펌 (geothermal heat pump)36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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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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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히트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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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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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d loop)과 개방형(open loop)으로 나뉘며, 매설방식에 따라 수평형

(horizontal type)과 수직형(vertical type)으로 구분된다<표 6-1>. 히트펌 의 

열원으로는 지하수, 지 열, 지표수 등이 있다. 농업부문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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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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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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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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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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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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ha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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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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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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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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RT 용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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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설치하기  4억 5천만원이 소요되었으나 설치 후 1억 5천만원이 들

어 66.7%가 감소하 다. 가동비는 설치  720만원이, 설치 후에는 6,800만원이 소

요되었다. 난방비와 가동비를 합계하면 시설 설치  4억 5,720만원의 비용이 들었

으나 설치 후에는 2억 1,800만원으로 52.3% 감소하 다. 한편, 생산량은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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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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LED 활용 우수사례

  LED(Light Emitting Diod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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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장치를 개발하 다.

  농 진흥청 분석결과에 따르면 LED는 백열등보다 기에 지의 감효

과가 70% 이상으로 매우 높다. 그 결과 농가소득도 증가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감소시킬 수 있다. 농업에서의 LED 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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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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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D의 우수사례>

  충남 산군 추부면에 치한 김무성씨는 660㎡(200평)인 비닐하우스 10개 동에

서 잎들깨를 재배한다. 조재배를 해 60W 백열등을 설치하여 사용하 으나, 

2008년 8월에 비닐하우스 일부에 2m 간격으로 천정부착형 10W 색 LED 장치 25

개를 설치하 다. LED 장치 설치에 따른 선을 새로 깔았고 설치비용은 990㎡(300

평)당 약 1,140만원이었다. 

  잎들깨 LED 설치 후의 비용․편익을 비교한 결과, 시설의 10년 내구연수를 고

려한 연간 1,140천원이 고정비용으로 계산되었다. 반면, 편익으로 기료 감액 

22.4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60W 백열등에 비해 70% 감된 것이다.  잎들깨 

생산량이 10% 증가하여 생산액은 1,712천원이 늘어났다. 잎들깨 재배에 LED 기술 

용에 따른 경제  효과는 10a당 연간 796천원으로 나타났다. LED는 백열등에 비

해 약 13,207kw의 기를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 1kw 생산하는 데 탄소

(CO2)가 424g 배출되므로 약 5.6톤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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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를 설치한 장면>

<LED 원장치> <설치된 LED> < 등시험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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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을 해 녹색기술 개발  성장동력화로 LED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세부 략을 보면 화석연료 체  온실가스 감축

을 해 LED 이용을 확 하며, 이를 해 농산물 재배 시 LED 원 실용

화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 구체 인 내용을 살펴보면 실증연구 

상품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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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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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가스(LNG)로 이

용할 수도 있다. 바이오가스 랜트가 주는 장 을 요약하면 첫째 메탄가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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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 이다.

  선진국들은 30여 년 부터 독일,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을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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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 랜트를 개발하여 온실가스 감효과와 녹색에 지 생산에 기

여하고 있으며, 발효 후 액비를 경작지 비료로 활용하는 자원순환 농업의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국, 베트남, 필리핀 등이 소규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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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00 Kwh/일 가동  축분 + 음식물

경기 이천
모  농단지

20톤/일 30 Kwh/일 가동 -

충남 청양
여양농장

20톤/일
400 Mwh/년

가동  최  한 에 력 매

경기도 안성 5톤/일 450 Kwh/일 가동  축분 + 음식물

경기도 포천
196톤/일
82.2톤/일

11,425 
Mwh/년

건설  한투의 배출권펀드로 투자유치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 과 내부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녹색성장 략의 하나로 2013년까지 바이오가스 랜

트를 15개소 설치할 목표를 세웠다. 향후 바이오가스 랜트가 보다 활발하

게 보 되기 해서는 발 차액 기  가격의 상향 조정, 발  설비의 국산

화, 재의 공동자원화 설비에 한 바이오가스 랜트 공정의 추가 등 

한 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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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 랜트의 우수사례>

  (주) 이지바이오시스템은 사료와 첨가제를 매하는 회사이다. 런던 약에 의해 

2012년부터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지됨에 따라 우포월드 농업회사법인과 뜻을 같

이하여 2008년 바이오가스 랜트를 건설하 다. 정부 보조 없이 순수 민간 자본 47억 

7천 만원으로 설립하 으며, 일일 처리능력 100톤(돈 분뇨 70톤, 기타 유기물 30톤) 규

모를 자랑한다. 축산분뇨와 유기성폐기물을 자원화하여 에 지와 비료를 제공하고,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게 되었다.

  랜트의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증가되는 비용으로는 직원 료, 액비처리비 등 연

간 11억 8천만원이고, 증가되는 이익은 연간 15억 6천만원으로 3억 8천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이지 바이오가스 랜트의 비용․편익>

손실  요소(A) 이익  요소(B)

 o 증가되는 비용
  - 직원 료: 14,400만원
  - 액비처리비: 32,400만원
  - 감가상각: 23,850만원
  - 이자: 33,390만원
  - 기타: 14,040만원
  - 계(A): 118,080만원 

 o 증가되는 이익
  - 음식쓰 기처리비: 45,000만원
  - 분뇨처리비: 50,400만원
  - 기 매: 48,384만원
  - 액비살포지원 : 2,460만원
  - CDM사업: 9,720만원
  - 계(B): 155,964만원 

 o 추정수익액(B-A) = 37,884만원 

주: 이지 바이오가스 랜트 내부자료.

<이지 바이오가스 랜트 시설>

<발 소 경> <탈황시설> <발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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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계유체 공정 이용 녹색기술37

4.1. 초임계유체의 의미와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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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바이오 리파이너리의 활용

  바이오 리 이 리(Bio Refinery)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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 Refinery)에 칭되는 개념이다.

37 임계유체 공정의 농업분야 녹색기술로 활용하는 방안에 해서는 서울 학

교 화학생물공학부 이윤우 교수에게 원고를 의뢰하여 수행한 「 임계유체를 

이용한 농업분야 녹색기술 용방안」보고서의 핵심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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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기반 바이오 리 이 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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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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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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바이오 리파이너리 활성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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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의 유체를 이용하는 기술이다. 그 때문에 장치비용이 높아진다거나, 취

하기 번거롭다거나 할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처리시간을 폭

으로 단축할 수 있다거나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 도 있다. 따라

서 여건 변화를 반 한 유망한 이용분야의 발굴이 필요하다. 마이크로, 나

노 공간에서의 고속수송 상에 한 정확한 제어 등, 종래의 고온․고압 

기술의 틀에 사로잡히지 않는 엔지니어링이 개발된다면, 시 에서도 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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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

다. 가능한 한 빨리 기술의 기반을 확립하고, 실용화에 비하는 것이 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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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녹색성장을 한 녹색 융 활용38 

5.1. 녹색금융 활용 필요성

  농업부문에서 다양한 녹색성장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민간부문이 자

발 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해 ‘녹색

융(green financ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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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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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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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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농업부문 녹색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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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CO39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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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gent Cap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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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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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농업부문 녹색금융 활용가능성

39 ESCO는 에 지 약 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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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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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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조명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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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upgrade coverage), 

친환경 건축으로 재건축 할 경우 보험요율산정 시 혜택을 제공하는 친환경 

건물 업그 이드 보험(green building project insurance)40 등이 있다. 셋째

로 ESCO사업으로써 식물공장을 건축할 경우, 에 지 사용자가 약시설 

설치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고, ESCO가 에 지 사용자에게 약시

설에서 발생하는 에 지 감액에 해 보증을 제공하는 성과보증 계약

(guaranteed savings contrac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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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Small Firms, 

TBSF)에 해당하며, 이러한 특징41 때문에 자 조달이 쉽지 않다. 특히 신

40 보험혜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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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주요 특징으로 연구개발비 비 이 높고, 기업가치가 장기  성장가능성에 의

존하며, 경쟁우 를 가질 수 있는 기술력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생산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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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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부문 CDM 사업으로부터 획득한 배출권 가격이 상보다 낮게 형

성됨에 따라 투자자․ 융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리하는 수단으로  

배출권 투자 험 련 보험상품(Contingent cap forwar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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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Delivery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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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장수요의 측이 어렵다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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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가 진행될수록 국제사회는 온실가스를 이기 한 국제  공

조를 해 국제규범을 통한 환경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외 여건 변화 속에서 기후변화와 에 지 기에 선제 으로 응하기 해 

정부는 미래 국가발  핵심 략으로 ‘ 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 다. 농업

부문에서도 기후변화의 부정 인 향, 경 비 부담 증가, 농업환경의 훼손 

등 농업부문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응하기 해 바이오매스 활용 

진, 녹색기술․장비 보  확 , 융합기술의 활용, 기후변화 응역량 강화 

등 다양한 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에 지․기후 시 를 맞이하

여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녹색성장은 국내․외 으로 주요한 이슈로 다루

어질 것으로 보여 농업부문 녹색성장에 한 종합 인 진단과 체계 인 분

석을 통한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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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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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840만CO2톤(2007년 기 )으로 

국가 총배출량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축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경

우(Business as Usual, BAU)의  2020년 망치는 1,827만CO2톤으로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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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0.5% 감축할 것으로 망되었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치인 

-4.0%보다 높은 수 으로 향후 농경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기술, 유기농․

축산업 기술, 토양 내 유기탄소 장기술, 바이오에 지 활용 기술 등 농업

부문에서 다양한 온실가스 리 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을 평가한 결과, 기본방향은 실제 이고 

설득력 있게 잘 수립되었고, 녹색성장 수단도 하게 결합된 것으로 

단되나, 가시 인 성과 달성과 개발된 녹색기술의 보 이 효과 으로 이루

어질 수 있는 정책 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농업인과 문가를 상으로 한 농업계의 녹색성장 인지도 조사결

과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농업에 한 환경규제 강화, 환경보 을 한 부

담 등을 정 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추진되어야 할 정책 

로그램으로는 ‘바이오매스 에 지화 진’, ‘녹색기술 보  확 ’ 등으로 

응답하 고, 그 외에도 ‘기후변화 응 방  조치 강화’, ‘친환경농업지

구 조성사업 확 ’ 등을 요한 사업으로 제시하 다. 

  넷째,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실증 분석을 해 생태효율성 지표를 이용하

여 유기농업과 지열히트펌 를 상으로 분석한 결과, 유기농업은 행농

업보다 32.0, 지열히트펌 는 기름난방시설보다 5.1 높게 나타났다. 한 

유기농  생산농가의 기술효율성을 분석하고, 생태효율지수와 비교한 결

과, 기술효율성이 높은 그룹일수록 생태효율지수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분석결과는 유기농업을 포함한 친환경농업 확  정책을 보다 극 으

로 실행하고 지열히트펌  등 신재생에 지기술을 극 보 할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농업부문이 비농업분야에 비해 상 으로 녹색생산성이 높은 

녹색산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이는 벼 재배면  감소에 의한 질

소질 비료의 사용량 감소와 축산부문의 돼지 사육증가에 따른 GD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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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추가

축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 녹색기술 활용 등 녹색성장을 한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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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이 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주요국 녹색성장 정책을 살펴본 결과 기후변화와 에 지 기에 

응하여 에 지 감  효율화, 탄소녹색기술의 개발, 바이오에 지 

활용 등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노력을 가속화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 는 흡수 련 농행 에 하여 소득증

와 연계된 탄소 정책 로그램, 탄소배출권거래제 활용 등과 같은 온실

가스 완화를 한 가시 인 정책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한 지열․

LED․바이오가스 랜트, 임계유체 공정 등 농업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

는 핵심 녹색기술을 극 으로 보 할 필요가 있다. 녹색기술은 기비용

이 높고 상당한 험이 수반되므로 이들을 완화시켜  수 있는 한 녹

색 융 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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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 내용의 타당성, 성과

지표의 성, 자원투입의 성, 추진일정의 수성, 정책확산 노력, 성

과목표 달성도, 효과성 등의 평가기 을 용하여 심층 인 정책평가를 수

행하게 될 것이다.

  둘째, 주요 선진국의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 로그램과 실천 략 가운

데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구체 인 사례를 발굴하여 심층조사

하고 시사 을 체계 으로 제시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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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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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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등

제2장
탄소 

녹색성장
국가 략

(제9조～
제13조)

- 탄소 녹색성장 국가 략의 수립․시행에 하여 앙행정기 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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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지정 등

제4장
탄소

녹색성장의
추진

(제22조～
제37조)

-녹색경제․녹색산업 구 을 한 기본원칙의 제시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에 한 조세와 융지원, 
정보통신기술과 소기업지원 등에 한 세부 인 사항
-녹색기술․녹색산업에 한 일자리 창출과 규제의 선진화와 국제규범 
응 등

제5장
탄소 사회의
구

(제38조～
제48조)

-기후변화 응의 기본원칙과 계획, 에 지정책 등의 기본원칙과 계획 
수립 
-기후변화 응  에 지의 목표 리, 온실가스 련 체계 구축,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원자력 산업 육성 등

제6장
녹색생활 
지속가능발 의 

실

(제49조～
제59조)

-녹색생활  지속가능발 의 실 , 지속가능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국토․물․교통체계, 건축물 리, 녹색생활운동의 진, 교육․홍보 등
-제55조 친환경 농림수산의 진  탄소흡수원 확충: 에 지 감  
바이오에 지 생산을 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유기농 
농수산물  나무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확산
-제56조 생태 의 진 등: 동․식물의 서식지, 자연환경자산 등을 
조화롭게 보존․복원  이용하여 자원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생태 을 진
-제57조 녹색성장을 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제화의 과정에서 
에 지와 자원을 약하고 효율  이용하며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함.

제7장
보칙

(제60조～
제64조)

-자료 제출 등의 요구, 국제 력의 증진, 국회보고와 보고서작성, 과태료 
등

주: 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2010년 1월 13일에 제정(법률 제9931호)되었으며,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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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 인벤토리

부표 2.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 인벤토리

범주 정책 농업인 문가
정책
담당자

기후정책

완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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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탄소성 표시제도 ○ ○

․농업부문 탄소세 도입 ○

․농업부문 탄소 장  탄소농업기술 개발 ○ ○

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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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새 등 비식용 농작물의 품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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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재배시 LED 원 실용화 기술 개발  
보  확

○ ○

․LED 이용 시설작물 생산성․품질향상 기술 개발 ○ ○
․농업용 LED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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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공간 계획지표 개발  생태공동체 지속성 
연구

○

․농 어메니티자원 발굴  녹색공간 계획 
지원체계 구축

○

․도시민 유치  농어 지역 활력증진을 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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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의 효율성 향상 등 제2녹색 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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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산 농수산물의 기능성 연구를 통한 활용도 
제고

○

․국가식품클러스터( 북 익산)를 
친환경․재생에 지 사용, 연구․물류시설 등으로 
공동 활용, 고효율 에 지 설비 설치 등을 통해 
친환경 으로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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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되는 한식을 
세계화하여 국가이미지 제고  경제  부가가치 
창출

○ ○

․식품산업 발 을 선도할 핵심 인 라 조성 ○ ○
․식품안  신뢰도 향상  유통선진화 기술 개발 ○
․발효식품의 산업화 ○
․ 탄소 식문화  녹색소비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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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부가 GM작물 개발 핵심 원천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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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융복합형 
자동화․정보화 시스템 구축

○ ○ ○

․녹색기술 개발 효율성 제고를 한 R&D 종합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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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 구축 ○ ○
․녹색기술 정보 련 국내․외 력 네트워크 구축 ○
․녹색기술 개발을 한 국제 력 활성화 ○
․IT 기술융합 농업정보화  농업센서 기술개발 ○ ○
․농작업 자동화  정 농업 기계 개발 ○ ○

․ 임계유체를 이용한 미강제품 생산  의 
바이오 리 이 리 도입

○

 주: ○는 정책 인벤토리 련 농업인, 문가, 정책담당자 등 련주체와 해당 정책과의 

련성을 나타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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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녹색성장 5개년계획  농업분야 과제
3
략방향

10
정책방향

50
실천과제 세부과제명

추진 시기 주 부처
조부처착수 완료

기후변화
응 
에 지
자립

효과 인
온실가스
감축

탄소가
보이는 사회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  리 
시스템 구축  운 2009 계속 녹색 , 농진청,

산림청 외 

탄소를
여가는 사회 농축산 부문 온실가스 감축 추진 2009 계속 농식품부,

농진청

탄소를 순환․
흡수하는 사회

농업부문 탄소 장  
탄소농업기술 개발을 통한 
탄소순환

2009 2013 농진청,농식품부

탈석유․
에 지자립 
강화

청정에 지
보  확 열부문 공 확 2009 2013 환경부, 농림부,(지경부)

기후변화 
응 역량
강화

국가 식량안보
체계 확립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생산 향평가 
 측 2007 2020 농진청,(농식품부)

기후친화형 식량생산 기술 개발 2000 2030 농진청,농식품부

농업정보화, 자동화 등 기반 마련 2008 2030 농진청,농식품부

안정 인 식량생산을 한 토  마련 2005 2030 농진청,(농식품부)

시민이 함께하는 
『녹색식생활운동』확 2007 계속 농진청,

(농식품부)

곡물 주요 생산/소비국 
작황정보시스템 구축 2010 2013 농진청, 기상청,(국가정보원)

탄력 인 식량 수 을 한 국제 력 
확 2000 계속 기상청, 농진청

농식품부

안정 인 
수자원 
리능력 강화

4 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안 하고 
쾌 한 하천 조성 2009 2013 국토부, 환경부농식품부

물의 효율  이용  약 진 2000 계속
환경부,
(국토부),
(농진청)

기후변화 응
재해 리 강화

기 응능력강화를 한 교육  
자연재해보험 활성화 2009 2013 방재청,농식품부

신성장동력
창출

녹식기술개발
 성장동력화

녹색기술 개발
투자의 
략  확

녹색기술 개발을 추가재원 확보 방안 
마련 2010 2013 기재부, 각부처

녹색기술 개발투자 략 수립 2009 2013 녹색 , 국과 ,
각부처

Green Tech. 2015 Initiative 사업 2009 2015 교과부, 지경부,각부처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녹색화 2009 2013 교과부, 각부처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녹색화 2009 2013 녹색 , 국과 ,
각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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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략방향

10
정책방향

50
실천과제 세부과제명

추진 시기 주 부처
조부처착수 완료

신성장동력
창출

녹식기술개발
 성장동력화

효율  
녹색기술 개발
체계의 구축

녹색기술 개발 효율성 제고를 한 
R&D 종합조정 강화

2010 2013 국과 , 각부처

녹색기술 개발 통합사업단 
구성․운

2010 2015 국과 , 각부처

녹색기술 개발 효율성 제고를 한 
산․학․연 연계체제 구축

2010 2013 교과부, 각부처

효과  녹색기술 획득 략 수립 2010 2013 녹색 , 각부처

녹색기술 연구개발 거  조성 2010 2012
교과부, 지경부,
각부처

녹색기술이
 사업화 추진

녹색기술이   사업화 진을 한 
구반 구축

2009 2013
지경부, 환경부,
각부처

녹색신기술 인증  실용화 사업 추진 2010 2013
녹색 , 지경부,
환경부, 각부처

녹색기술 창업 진  성장지원 2009 2013
지경부, 환경부,
각부처

녹색기술 연구개발  사업화지원 
문기업 육성

2010 2013 지경부, 각부처

녹색기술 사업화 담인력 양성  
지원

2010 2013
교과부, 지경부,
각부처

녹색기술․
산업개발을

한 
인 라 확충

미래기반 핵심연구인력 양성 2009 2013 교과부, 각부처

녹색기술 표 체계 확립  
국제표 화 추진

2009 2013 지경부, 각부처

녹색기술 련 정보종합시스템  DB 
구축

2009 2013 국과 , 각부처

녹색기술 정보 련 국내․외 력 
네트워크 구축

2010 2013 교과부, 각부처

신성장동력
창출

녹식기술개발
 성장동력화

녹색기술 
개발을
한

국제 력 
활성화

로벌 녹색기술 개발을 한 략  
트 십 활성화

2010 2013 교과부, 각부처

녹색기술 력을 한 국제 규범 구축 
참여 활성화

2010 2013 교과부, 각부처

선진국 녹색기술 공동연구 사업 2010 2013 교과부, 각부처

개도국 녹색기술 국제 력 증진 2010 2013
교과부, 지경부, 

환경부, 각부처

녹색기술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한 
국제 력 확

2010 2013 지경부, 각부처

로벌 녹색기술 표 구축 사업 2010 2013 지경부, 각부처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사업
육성

LED 응용분야 시장수요 창출 2009 2013
지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산업의 녹색화 
 녹색산업 
육성

산업별 
녹색 환
 신 확산

친환경 농식품산업 육성 2009 2016
농식품부,

(농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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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략방향

10
정책방향

50
실천과제 세부과제명

추진 시기 주 부처
조부처착수 완료

신성장동력
창출

산업구조의 
고도화

신성장동력 
첨단융합산업 
육성

바이오자원 개발 2009 2013
지경부, 농진청,

(교과부)

바이오제약(지원)․의료기기 제도 
선진화

2009 2012
지경부, 복지부,

농진청,

(식약청)

고부가 식품 략품목 개발 2009 2013
농식품부,

(농진청)

식품산업 발 을 선도할 핵심 
인 라조성

2009 2013 농식품부

고부가 식품산업 내․외 수요창출 
확

2009 2013 농식품부

녹색경제 
기반 조성

녹색일자리 
창출 진

녹색뉴딜 사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2009 2013 11개 부처

기술개발․산업 육성에 의한 녹색 
일자리 창출

2009 2013 각부처

녹색사회  기업의 극  육성 2009 2013 노동부, 각부처

녹색일자리 종합정보 네트워크 구축 2010 2013 노동부, 각부처

삶의 질 
개선과 
국가 상 
강화

녹색국토․
교통의 조성

녹색국토․
도시의 조성

탄소흡수원 가치가 높은 산림, 도시숲, 
농지, 수자원, 해양 극 보존

2010 2012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산림청

생태공간의 
확충

생물서식, 홍수 감, 수자원 확보 등 
도시 속 다기능생태공간 확충

2010 2013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참여를 통한 탄소 녹색림 조성  
도시공원 확 로 생활권 녹지 확충

2009 2013
환경부, 산림청,

농식품부

녹색건축물 
확

친환경 에 지 주책인 그린홈 모델 
개발  지역별 보  확

2009 2013
지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생활의 
녹색 명

녹색소비의
활성화

(일반국민)생활 반의 녹색소비 
생활문화 확산

2009 2013
환경부, 지경부,

농식품부,(

식약청)

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린유통망 확

2009 2013
환경부,

(농식품부)

녹색마을 조성 
 운동 개

정부주도형 탄소 녹색마을 
조성․확

2010 2013
환경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림청

녹색마을 운동 개 2010 2013

환경부,

(행안부)

(농식품부),

(식약청)

자료: 녹색성장 원회(2009).



부록 4

농식품 분야 녹색성장 50개 실천과제 목록

3  략․9  추진과제 50개 실천과제

① 바이오매스 
에 지화 진

➡
▪가축분뇨 자원화․에 지화
▪목재펠릿 수요확
▪해조류 바이오매스 에 지화

▪산림바이오매스 공  확충
▪농산 바이오매스 에 지화

투입
고효율 녹색
산업화

② 녹색기술․장비 
보  확

➡

▪녹색기술 R&D 투자 확
▪농업용 LED 이용효율성 향상
▪어선 유류비 감
▪지하해수 개발 

▪시설원  에 지 감 장비 보
▪유용미생물 이용기술 개발
▪소형 어선 기시스템 개발
▪소수력 발

③ 기후변화 
응역량 강화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농․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개발

▪해외 농업정보 수집
▪농업경 체 정보화, 자동화
▪농작물 재배보험 활성화
▪북한 산림  공유하천 복구 
지원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개도국 조림, 국제기구 유치 등 
해외 력

▪해양 측, 어족자원 변화 
리강화

▪동․식물․수산물 병해 리
▪산림 재해 방  생태계 
모니터링

④ 농산어  
활력증진

➡

▪체험․생태  인 라 확
▪ 탄소 녹색마을 조성(농 형, 
산 형)

▪농업용수 리강화
▪도농교류 활성화

▪새만 을 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 육성

▪친환경 농어  주택 
표 설계도 개발․보자연

자원의 
지속가능 
이용․ 리

⑤ 탄소흡수 
녹색공간 
유지․확

➡
▪유휴토지 조림  도시녹화 
확

▪해양 생태계 보 강화(바다숲)

▪산림 생태계 보 강화(생태숲)
▪생활원  실용화

⑥ 고부가 생명산업 ➡
▪신소재 기능성 작물개발
▪고부가 종자산업 육성

▪수산 바이오산업 육성
▪형질 환 가축 개발

⑦ 친환경 농산업 
기반 육성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  확
▪친환경 어구보  확

▪친환경 농자재 산업 육성
▪제2녹색 명 추진

➡

국민건강 
증진과 국격 
제고

⑧ 탄소 국가 
식품시스템 구축

➡

▪첨단 식품클러스터 확충
▪고부가 탄소 식품 기술 개발  
▪농림수산식품 분야 탄소표시제 
도입

▪식품정보 제공 확  
(원산지,푸드마일리지 등)

▪한식세계화

⑨ 녹색 식문화 확산 ➡ ▪녹색식생활 운동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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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략
9  

추진과제
50개 실천과제
(농업부문 34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비고 소요 산

투입․
고효율

녹색 산업화

바이오매스 
에 지화 
진

가축분뇨 
자원화․
에 지화

․3,000톤 CO2 감축
  (개소당 1천톤 CO2 
감축)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지 
비, 자원순환농업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에 지시범사업: 2010년 
3개소/105억원

․2010～2020년: 
4,476억원

농산 바이오매스 
에 지화

․바이오디젤 생산만 
고려: 107,217톤 CO2 
감

․유채재배시: 
22.5만톤 CO2 감

․2012년 유채 45천ha 재배
․농림수산식품부(2007년 자료)
․바이오디젤의 CO2 배출량은 
0.7톤으로 경유에 비해 2.48톤 감 
가능

․유채 재배시 ha당 5톤 CO2 감 
효과

-

녹색기술․
장비 보  
확

녹색기술 R&D 
투자 확

-

․기 연구 단계인 농식품 과학기술에 
투자 확

․R&D  녹식기술 분야의 
재정투자로 녹색성장 견인

․2010～2020년: 
71,725억원

시설원  
에 지 감장비 

보

․7,97.6만톤 CO2 감축, 
연간 66.5만톤 CO2 
감축(2009년～2020
년인 12년으로 나눔)

․농어업분야 신재생에 지(지열) 
보 으로 농가 경 비 부담 완화, 
농업분야 친환경 녹색성장 선도

․2010년은 시설원  주, 
2011년부터 농어업 타분야로 확

․(시설원  체 난방면  48%인 
6,323ha 보 시) 2020년까지 
시설원  유류사용 113.2만㎘, 
난방비 11,588억원 감

․2010～2020년: 
29,840억원

농업용 LED 
이용효율성 향상

․연간 약 6.8만톤 
탄소 감

․농업용 백열등 심 원을 LED로 
체할 경우, 연간 120억원 
기에 지 감(농 진흥청)

-

유용미생물 
이용기술 개발

- - -

소수력 발
․연간 46,800톤 CO2 
감축

․2016년까지 소수력 발 소 57개소 
(2009년 10개소) 건립, 연간 
8만Mwh 기 생산

․농어 공사의 탄소 감계수를 
이용해 추정한 값임. 

․소수력발 시 탄소 감계수 
1Mwh당 0.585톤CO2

-

부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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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계속

3  략
9  

추진과제
50개 실천과제
(농업부문 34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비고 소요 산

투입․
고효율

녹색 산업화

기후변화
응역량
강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 -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 - -

농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 - -

해외 농업정보 
수집

- - -

농․식물․수산
물 병해 리

- - -

농업 경 체 
정보화, 자동화

- - -

산림 재해 방 
생태계 모니터링

- - -

농작물 재해보험 
활성화

- -

농산어  

체험․생태  
인 라 확

- - -

새만 을 
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 
육성

- - -

농 형 탄소 
녹색마을 조성

-

․바이오매스와 신재생에 지를 
활용한 ‘농 형 에 지자립 
녹색마을’ 조성

․ 상지 1개소( 북 완주) 선정  
조성(2010～2012년)

․2020년 4개소 확

․2010～2020년: 
1,363억원

친환경 농어  
주택 표 설계도 
개발․보

-
․기존 건물 비 연간 10% 이상의 
CO2 감(농어 연구원)

-

자연자원의 
지속가능 
이용․ 리

활력증진

농업용수 
리강화

- - -

도농교류 활성화 - - -

필도강산 
수강  만들기

- - -

탄소흡수 
녹색공간 
유지․확

생활원  실용화 -

․시민, 농업, 문화가 함께 하는 
도시농업

․도심녹지 조성으로 에 지 감, 
도심 안 한 먹거리 생산  련 
산업확 로 일자리 창출

․2010～2020년: 
4,2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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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계속

3  략
9  

추진과제
50개 실천과제
(농업부문 34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비고 소요 산

자연자원의 
지속가능 
이용․ 리

고부가
생명산업

신소재 기능성 
작물 개발

- - -

고부가 종자산업 
육성

- - -

국민건강 
증진과
국격 제고

친환경 
농산업 
기반 육성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  확

․친환경농업지구 
7,555톤 CO2 감, 
연간 1,511톤 CO2 
감

․ 역친환경농업단지 
85,673톤 CO2 감, 
연간 17,135톤 CO2 
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2008～2012년)
․ 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2008～2012년)

․2010～2020년: 
34,003억원

 -기반구축: 
6,259억원

 -유통센터: 
231억원

 -친환경비료 
지원: 
27,513억원

․유기농산물 재배면 : 2009-13천ha,
․유기농식품 시장규모: 
2008-4,000억원, 2015년-2조원, 
2015년-50천ha

친환경 농자재 
산업 육성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37,453톤 CO2 감, 
연간 7,491톤 CO2 
감

․유기질비료: 2008년 200만톤, 2009년 
210만톤, 2012년 250만톤으로 확

․2010년 225만톤, 2011년 
235만톤으로 추정

․5개년 지원량은 1,120만톤
․톤당 0.003344톤 CO2 감

-

제2녹색 명 
추진

․제2녹색 명 가운데 
청보리 재배로 
644,974톤 CO2 감, 
연간 128,995톤 CO2 
감 

․청보리면 : 2008년 115천ha, 2009년 
153ha, 2012년 260ha로 확

․2010년 면  190ha, 2011년 면  
230ha로 추정하여 탄소 감량 
추정시 5개년 면 은 948ha임.

․ha당 0.68톤 CO2 감

-

탄소 
국가 

식품시스템 
구축

첨단 
식품클러스터 
확충

- - -

식품정보 제공 
확 (원산지, 
푸드마일리지 

등)

- - -

고부가 탄소 
식품기술 개발

- - -

한식세계화 - - -

농림수산식품 
분야 탄소표시제 

도입
-

․농림수산식품의 탄소형 생산  
소비 유도

․인증 상 품목: 2015년-100품목, 
280건

․2010～2020년: 
141억원

녹색 
식문화 
확산

녹색식생활
운동 확

- - -

연간 탄소감축량 계 1,270,149톤 CO2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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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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동력 창출
 ․농업부문 탄소 장  탄소농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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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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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안 해양기후 자원이용 기술 개발: 난지 과수재배 가능성 검토, 해양기후자원을 

이용한 에 지 약형 시설재배, 심층수활용기술 개발
   - 기후변화 응 신품종 육성  농가 보
   - 논 이모작 시험재배(화천): 계획수립(‘09), 4개소 2.8ha 추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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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량 묘삼포: 신품종 보   고품질 우량묘삼 생산체계 구축으로 인삼 경쟁력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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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토자원 육성사업: 농 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1,2,3차 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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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세계유기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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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체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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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진단  컨설  사업을 통한 탄소 온실가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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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ha 규모)
   - 태양열, LED, 지열 이용 시설재배작물 R&D 지원
 ․로컬푸드 활성화
   - 지역농산물 소비 진통한 푸드 마일리지 감축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
   - 로컬 푸드시스템 구축 한 학교 식지원센터 설치, 지역농산물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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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배출 책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온풍기, 공기열 히트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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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2013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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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설 등 기치 못한 피해에 한 보험 가입으로 개인별 재해피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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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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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d 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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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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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휴 농경지를 활용하여 평지림을 조성하고 피크닉장, 녹색체험장 등으로 활용 필요
   - 기존의 정자목, 마을 숲 주변의 녹화를 강화하여 숲속의 농 마을 가꾸기 추진
 ․도시농업(Urban Agriculture) 활성화
   - CO2 흡수  발생 억제, 로컬푸드 활성화, 자연지반율 확보, 우수침투  장, 

완충녹지공간으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의 제도  기반 마련  민․  
력방안 마련

   - 안 한 식량 확보  크 이션 등 복합기능을 할 수 있는 주말농장 혹은 농업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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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ㆍIT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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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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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13(5년간) 5지구(옥천 외 4개군): 500억원
   - 탄소 녹색성장을 한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5,000ha)
 ․농업용 수지 둑 높이기 사업
   - `09.～`12.(4년간) 17개소(한강수계 5, 강수계 12): 3,595억원
   - 기존 농업용 수지 재개발로 환경용수  이수용수 추가 확보
 ․제천 약 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 `08.～`11.(4년간) 제천시(충북TP 통의약산업센터): 94.06억원
 ․태백산맥 한방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
   - `10.～`1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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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13.(5년간) 진천군 외 11개 시군 친환경 구축사업
   -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사업: 5개소, 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2개소(옥천, 진천)
 ․자연순환형 친환경축산  처리시설 확충
   - 년차별 지속사업으로 년 80개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 가축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 정화방류시설, 기계․장비) 등을 지원
   - 가축분뇨의 정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보 과 수질오염방지, 유기질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친환경축산기반 구축
 ․녹색농 체험마을 조성
   - `02.～`17 60개소 마을당 200백만원 지원
   - 친환경농업, 자연경 , 통문화 등을 활용하여 농가의 소득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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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ha 축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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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12.(4년간) 친환경 액비제조  연료비 감 등
   - 화학비료 체 유기액비 제조기술 개발로 친환경 농산물생산  경유  지하수사용 

체 가온기술 개발로 에 지 약
 ․기후변화 응 양분 종합 리 기술 개발
   - `09.～`1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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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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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13(5년간) 농어 축제 지원 15개소: 7.7억원
   - 농어  축제지원을 통한 도시민․농 주민 간 교류활성화 유도

● 녹색생활환경 조성  삶의 질 개선
 ․농어  주거환경 개선사업
   - `09.～`13(4년간) 도내 12 시군, 1,000동: 500억원
   - 친환경농 주거문화 향상을 통한 주거복지  삶의 질 향상
 ․농 마을 종합개발사업
   - `04.～`17(2년간) 도내 89권역(권역별 70억): 6,230억원
 ․농 생활환경 정비 사업
   - `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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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P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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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P R&D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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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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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깨끗한 농  만들기: 농업인 주도  실천, 농업인 실천과제를 시범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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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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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329 9-4265,  changgil@krei. re. kr

               장정경 연구원 02-329 9-4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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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해 녹색기술과 청청에 지를 
활용하는 탄소 녹색성장 5개년(2009～2012)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림수산식품부도 국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부응하여 “농림수산식품 분야 탄소 녹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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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별 과제 세부내용

요
하지않다

요
하다

① ② ③ ④ ⑤

1
바이오매스
에 지화 진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에 지화 시설확충,
   농작물을 이용한 바이오에 지 기술 개발

2
녹색기술 개발 
투자 확

○ 녹색기술 개발 재정투자 확 , 
   녹색기술인증제를 도입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3 녹색기술 보  확
○ 원  농업시설 보온력 향상  에 지 감장치,
   화석연료 체를 한 지열, 인공 (LED) 등

4
녹색기술 활용
장비보  확

○ 농업용 수지의 개용수․하천유지수  잉여수를 이용한
   기에 지 생산․공

5
기후변화 응 

통계시스템 구축

○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 등에 비, 분야별 (농업․축산․식품)

   정확한 온실가스 산정 등 통계시스템 구축

6
기후변화 응

생태계 감시

○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강화 등

   생산분야 응력 향상

7
기후변화 응

방  조치 강화

○ 가뭄․폭우 등 기상재해 비, 농작물 재해보험 활성화 등 

   사  방  조치를 통해 피해 최소화

8
지역별 특성

녹색공간 조성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체험․휴양시설 등

   녹색공간 조성 

9
새만  지역

녹색성장 진기지
○ 새만  지역을 녹색성장의 심지역으로 육성

10
탄소 녹색마을 친

환경주택 보

○ 바이오매스․태양력․풍력 등을 이용한 탄소 녹색마을 시범

   조성, 친환경․ 에 지형 농어  주택 개발․보

11
4 강 수질개선

재해 방

○ 4 강 수질개선  재해 방을 해 기반시설 정비 등

   물 리 강화 

12
도농교류

로그램 확

○ 도시민 유치  농어 지역 활력증진을 해 

   다양한 도농교류 확산 로그램 운  

13 미래 농 모델 개발
○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들을 통합 설계, 미래 농 의 새로운

   모델 정립을 한「팔도강산 수강  만들기」추진 

14
탄소흡수 

녹색공간 확
○ 생활공감형 도시농업, 가정원  육성으로 도시 녹색공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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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부분별 과제 세부내용

요
하지않다

요
하다

① ② ③ ④ ⑤

15
바이오자원 활용 고

부가 생명산업
○ 작물․곤충 등 바이오자원을 식의약품 신소재로 발굴․산업화

16
종자산업의 수출

략산업 육성
○ 종자를 수출 략품목으로 육성하여 수출확

17
친환경농업지구 조

성사업 확

○ 친환경 농업지구, 역친환경 농업단지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18
친환경유통  

유기가공식품 강화
○ 친환경 농축수산물 유통확   유기가공식품 인증 강화

19
친환경 농자재산업

육성
○ 생물농약(천  등), 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 농산업 육성

20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 확

○ 겨울철 유휴 농지, 하천부지 등에 식량․사료작물 재배, 

   토지이용의 효율성 향상 등 제2녹색 명 지속 추진

21
식품클러스터

친환경  조성
○ 국가식품클러스터( 북 익산)를 친환경 으로 조성

22
국내 식품원료

사용 기반조성

○ 국내산 식품원료 사용확  기반을 조성을 통한

   탄소배출량 감, 식품생산 구조를 탄소 감형으로 고도화

23 한식세계화 확
○ 발효식품, 슬로우푸드로 표되는 한식을 세계화하여

   국가이미지 제고  경제  부가가치 창출

24
농업부문 

탄소 표시제 도입

○ 식품원산지, 푸드 마일리지 등 탄소소비와 련한 정보제공,

   농식품 분야의 탄소표시제 도입 추진

25 녹색 식문화 확산 ○ 녹색 식생활 문화 확산을 한 국민운동 개

26
재배 지 변동

신규작물 도입

○ 작물별 재배 지 선정  작물 재배치, 아열  작물 도입,

   평가  재배법 개발

27
응기술  기상재

해 응

○ 기후친화형 식량생산기술 개발, 기상재해, 병해충 방제법,

   이상기상에 따른 농업재해 평가, 피해 최소화 기술 개발

28
기후변화 향

평가  측

○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생산 향평가  측,

   농업생태계 취약성 평가  취약성 지도 작성

29
주요국 작황  

찰 네트워크

○ 곡물 주요 생산․소비국 작황 정보시스템 구축, 국가 병해충 

   찰․방제 네트워크 조성, 생태계 변화 측기술 개발 

30
녹색식품

경쟁력 강화
○ 유기가공식품 인증 강화

31
녹색기술 활용

융지원 확

○ 에 지 약 시설에 한 융지원,

   유통부문 포장과 운송 분야 융지원확

32
녹색기술보

우 리

○ 농업투자펀드를 통해 농업 련 녹색기술보  기업에 한

   우 리 출, 농업부문 험 리를 한 녹색보험 개발

33 새로운 일자리 창출 ○ 기술개발․산업육성에 의한 녹색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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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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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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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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1-1 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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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2-1 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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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3-1 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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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3-1. 간단 개 농법을 실천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소간단 개 농법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② 농업실천의 경우 번거롭고 많은 노동력 필요

③ 한 지원 (직불 )이 지 되지 않아서 ④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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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4-1 문항으로

  C4-1. 무경운 농법을 실천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무경운 농법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② 무경운 농법을 실천하는 경우 생산량 감소 우려

③ 한 지원 (직불 )이 지 되지 않아서 ④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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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 다 아니다 잘 모르겠음

① ② ③

☞ C5-1 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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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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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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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329 9-4265,  changgil@krei. re. kr

               장정경 연구원 02-329 9-4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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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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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기여할 

것이다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다
보통이다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친환경농업 확 ① ② ③ ④ ⑤ ⑥

간단 개 

논 물깊이 조
① ② ③ ④ ⑤ ⑥

무경운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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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가격을 보장하기 때문에 투자의 불확실성 제거 가능, 소규
모의 발 이 가능하므로 넓은 지역에 분포할 수 있어 일자리 창출 효과 있음, 의무확보 수단이 불
필요해 행정비용이 들지 않음.
-단 : 제도 내 유인설계를 하지 않으면 경쟁을 진하는 유인이 없어 비용 감 노력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음, 신재생에 지 공 규모의 측이 어렵고 재정부담이 큼.

□ 의무할당제도(RPS)
-의의: 한국 부발 , 한국서부발 , 한국남부발  등 한국 력의 6개 발  자회사를 비롯해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주요 발 사업자들로 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 , 풍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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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7-1 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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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 문항) “농림수산식품 분야 탄소 녹색성장 추진 략”의 비 ,  목표,  략,  추

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 ․국민행복과 국가번 을 선도하는 농림어업․농산어

목표
․CO2 배출량: 2005년 1,470만톤CO2 → 국가 감축계획에 따라 설정
․바이오에 지 공 비율: 2007년 6.6% → 2013년 8.8% → 2020년 15.7%로 확
․친환경농산물 비 : 2007년 3.0% → 2013년 10.0% → 2020년 15.0%로 확

3  략 ․ 투입․고효율 녹색 산업화 ․자연자원의 지속가능 이용․ 리 ․국민건강 증진과 국격 제고

9  추진과제
․바이오매스 에 지화 진
․녹색기술․장비 보  확
․기후변화 응 역량 강화

․농산어  활력증진
․탄소흡수 녹색공간 확
․고부가 생명산업 육성

․친환경 농산업 기반 육성
․ 탄소 국가 식품시스템 구축
․녹색생활 실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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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2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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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2 배출량: 
  2005년 1,470만톤CO2 비 2020년 (       )% 감축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05년 비 4% 감축)
․바이오에 지 공 비율: 
  2007년 6.6% 비 2013년 (      )% → 2020년 (       )%로 확
․친환경농산물 비 : 
  2007년 3.0% 비 2013년 (      )% → 2020년 (       )%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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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별 과제 세부내용

요
하지않다

요
하다

① ② ③ ④ ⑤

1
바이오매스
에 지화 진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에 지화 시설확충,
   농작물을 이용한 바이오에 지 기술 개발

2
녹색기술 개발 
투자 확

○ 녹색기술 개발 재정투자 확 , 
   녹색기술인증제를 도입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3 녹색기술 보  확
○ 원  농업시설 보온력 향상  에 지 감장치,
   화석연료 체를 한 지열, 인공 (LE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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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부분별 과제 세부내용

요
하지않다

요
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녹색기술 활용
장비보  확

○ 농업용 수지의 개용수․하천유지수  잉여수를 이용한
   기에 지 생산․공

5
기후변화 응 

통계시스템 구축

○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 등에 비, 분야별 (농업․축산․식품)

   정확한 온실가스 산정 등 통계시스템 구축

6
기후변화 응

생태계 감시

○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강화 등

   생산분야 응력 향상

7
기후변화 응

방  조치 강화

○ 가뭄․폭우 등 기상재해 비, 농작물 재해보험 활성화 등 

   사  방  조치를 통해 피해 최소화

8
지역별 특성

녹색공간 조성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체험․휴양시설 등

   녹색공간 조성 

9
새만  지역

녹색성장 진기지
○ 새만  지역을 녹색성장의 심지역으로 육성

10
탄소 녹색마을 친

환경주택 보

○ 바이오매스․태양력․풍력 등을 이용한 탄소 녹색마을 시범

   조성, 친환경․ 에 지형 농어  주택 개발․보

11
4 강 수질개선

재해 방

○ 4 강 수질개선  재해 방을 해 기반시설 정비 등

   물 리 강화 

12
도농교류

로그램 확

○ 도시민 유치  농어 지역 활력증진을 해 

   다양한 도농교류 확산 로그램 운  

13 미래 농 모델 개발
○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들을 통합 설계, 미래 농 의 새로운

   모델 정립을 한「팔도강산 수강  만들기」추진 

14
탄소흡수 

녹색공간 확
○ 생활공감형 도시농업, 가정원  육성으로 도시 녹색공간 확  

15
바이오자원 활용 고

부가 생명산업
○ 작물․곤충 등 바이오자원을 식의약품 신소재로 발굴․산업화

16
종자산업의 수출

략산업 육성
○ 종자를 수출 략품목으로 육성하여 수출확

17
친환경농업지구 조

성사업 확

○ 친환경 농업지구, 역친환경 농업단지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18
친환경유통  

유기가공식품 강화
○ 친환경 농축수산물 유통확   유기가공식품 인증 강화

19
친환경 농자재산업

육성
○ 생물농약(천  등), 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 농산업 육성

20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 확

○ 겨울철 유휴 농지, 하천부지 등에 식량․사료작물 재배, 

   토지이용의 효율성 향상 등 제2녹색 명 지속 추진

21
식품클러스터

친환경  조성
○ 국가식품클러스터( 북 익산)를 친환경 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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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부분별 과제 세부내용

요
하지않다

요
하다

① ② ③ ④ ⑤

22
국내 식품원료

사용 기반조성

○ 국내산 식품원료 사용확  기반을 조성을 통한

   탄소배출량 감, 식품생산 구조를 탄소 감형으로 고도화

23 한식세계화 확
○ 발효식품, 슬로우푸드로 표되는 한식을 세계화하여

   국가이미지 제고  경제  부가가치 창출

24
농업부문 

탄소 표시제 도입

○ 식품원산지, 푸드 마일리지 등 탄소소비와 련한 정보제공,

   농식품 분야의 탄소표시제 도입 추진

25 녹색 식문화 확산 ○ 녹색 식생활 문화 확산을 한 국민운동 개

26
재배 지 변동

신규작물 도입

○ 작물별 재배 지 선정  작물 재배치, 아열  작물 도입,

   평가  재배법 개발

27
응기술  기상재

해 응

○ 기후친화형 식량생산기술 개발, 기상재해, 병해충 방제법,

   이상기상에 따른 농업재해 평가, 피해 최소화 기술 개발

28
기후변화 향

평가  측

○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생산 향평가  측,

   농업생태계 취약성 평가  취약성 지도 작성

29
주요국 작황  

찰 네트워크

○ 곡물 주요 생산․소비국 작황 정보시스템 구축, 국가 병해충

   찰․방제 네트워크 조성, 생태계 변화 측기술 개발 

30
녹색식품

경쟁력 강화
○ 유기가공식품 인증 강화

31
녹색기술 활용

융지원 확

○ 에 지 약 시설에 한 융지원,

   유통부문 포장과 운송 분야 융지원확

32
녹색기술보

우 리

○ 농업투자펀드를 통해 농업 련 녹색기술보  기업에 한

   우 리 출, 농업부문 험 리를 한 녹색보험 개발

33 새로운 일자리 창출 ○ 기술개발․산업육성에 의한 녹색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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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