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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농축산식품부문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갖게 되었

다. 감축목표 달성이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감축수단을 도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 타 산업분야에 비해 농림축산식

품분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농가 소득 창출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제도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 보다 효과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농축산식품부문의 온실

가스 감축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에 관한 

2년간의 연구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자료집이다. 여기에서는 저탄

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

리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의 제도 개요, 추진현황, 추진효과, 감축기술 

분석 결과 등을 제시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

가 보다 실효성 있는 신기후체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바쁜 가운데에도 자문위원으로 수고해준 전문가와 중앙정부 농정 담당자, 그

리고 사업 및 제도의 추진현황 자료를 제공해 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관계자

들께 감사드린다.

  2018.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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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이 연구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설정된 우리나라 농축산식품부문의 온

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 및 제도를 살펴보

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됨.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

리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의 제도 개요, 추진현황, 추진효과, 감축기

술 분석 결과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함.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는 2017년 기준 3,000여 농가가 인증을 받은 것

으로 나타남. 그런데 다른 인증 농산물에 비해 출하물량이 적기 때문에 소

비자의 선택권을 만족시킬 만한 규모라고 보기 어려움. 

- 기존 인증 농가에 대한 판로 확보뿐만 아니라 미래 인증 농가 확대를 통

한 소비자 접근성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 

- 생산자 측면에서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참여농가가 증가 추세이나, 가

격 차별화나 지원사업 등 직접 혜택에 있어서 농가의 불만족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농업인을 설득하고, 농업인이 수용할 수 있는 제도 및 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또한 현재 본 인증제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후관리 시 위반행위에 대한 최대 처분이 인증취소가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이러한 실질적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중요한 향후 과제가 될 것임.

- 현행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제도 안에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직불금을 지불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관

리에 있어서도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배출권거래제 외부방법론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방법론의 개발에 앞서 사전적인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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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 농업 외부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확

보와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상생전략이 필요함.

- 배출권거래제/목표관리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에 비해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제

도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다수의 농가에서 적용 중인 감축기술 중(저탄소 농자재, 토지형질

전환 등) 방법론이 부재한 기술을 대상으로 신규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사업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농업분야 대상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배출량 감축분을 크레딧화하여 거

래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창출하는 방안임. 하지만 농가단위에서 감축기술

을 도입하고 감축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

요됨. 따라서 감축의무대상 기업이 저탄소 농업기술 도입에 따른 소요 비용

을 부담하고, 탄소를 감축한 실적을 배출권 확보에 활용하면 기업과 농촌의 

상생협력이 가능할 것임. 이를 위해 관련 데이터를 꾸준히 축적해 갈 필요

가 있고 농가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

○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식품기업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를 감축해야 하지만 동시에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추진할 필요도 있음. 즉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설비 투자가 에너지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생산

비를 감축시킨다면 기업의 에너지당 제품생산량도 늘어나게 될 것임.

○ 식품산업은 소수의 대기업과 다수의 영세기업이 존재하는 이중구조이며, 

타 제조업 대비 영세성이 매우 높은 부문임. 또한 식품 산업은 제조비용에

서 원가 비율이 높고 부가가치율이 낮다는 특징을 가짐. 

-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관리업체가 아닌 중소업체의 에너지관리는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전체 에너지비용 

정도만을 총무팀에서 관리하는 수준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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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에너지 진단 의무

가 없고, 이에 따른 에너지효율화 지원 및 정보교류, 교육 등의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식품산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되지 못하는 영세업체의 경우 에너

지효율화, 설비효율화 등과 관련된 제도권 지원이 불가피하며, 전문 인력 

부족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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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 2016년 11월 파리 기후변화협정(Climate Change Accord)이 공식적으로 발

효됨으로써 국제적으로 교토의정서에서 더 나아간 감축목표와 실행 전략을 

요구하게 되었음. 신기후체제를 출범시킨 파리협정(Paris Accord)은 프랑스 

파리에서 2015년 12월에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

국총회(COP)에서 세계 195개국 정상들에 의해 채택되었음. 따라서 파리협

정 의무 준수는 앞으로도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에 2030년 BAU 대비 37% 감축안을 제출함.

○ 신기후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

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2016년 12월에 제시하였

음(이상민 외 2017). 기존의 계획은 감축정책 실현에 중점을 둔 반면, 기본

계획은 파리협정에 따른 감축, 적응, 재원 지원, 이행 점검 등을 포괄함. 규

제 중심의 감축체계에서 시장을 이용하고 기후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

학기술 중심의 감축으로 전환하였음. 또 정부가 주도하고 산업계가 중심이 

되어 이행하던 형태에서 민관이 협업하고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체

제로 변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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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통하여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

하였는데, 농축산업의 경우 2030년 부문 BAU 2,070만 톤 대비 4.8%에 해

당하는 100만 톤(전체 BAU 대비 0.1%)을 감축하고 에너지부문에서 150만 

톤(부문 BAU의 15.5%), 그리고 식품산업에서 부문 BAU의 7.1%를 감축한

다는 계획임(식품산업협회 내부자료, 이상민 외(2017)에서 재인용). 

○ 농림축산식품분야 감축목표 달성이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

해서는 효과적인 감축수단을 도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음. 또 타 산업분야

에 비해 농림축산식품분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

아 농가 소득 창출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몇 가지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제도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를 달성하려 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 및 제도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도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농축산식품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

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농축산식품부문의 주요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제도의 추진 현황

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됨. 이를 위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

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의 제도 개요, 추진 현황, 추진 효과, 감축기술 분석 

결과 등을 제시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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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1. 제도 개요

1.1. 제도 출범배경

○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1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시작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2030 온

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을 ’18년 7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였음.

- 본 회의에서는 BAU1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2030년 배출량을 5억 36

백만 톤으로 낮추기 위하여 산업, 건물, 수송, 농축산 등 단계별·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할당하는 등 구체적인 감축계획이 협의됨. 각 부처

에서는 부문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감축사업을 계획, 실행하

고 있음.

 1 온실가스배출 전망치(BAU): 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

은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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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우리나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및 감축목표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 브로슈어.

○ 국내 온실가스 배출산업 부문 중 농축산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량은 1.6백만 톤으로 ’30년까지 BAU(20.7백만 톤CO2) 대비 7.9% 감축

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다양한 감축사업

을 계획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 농업은  <표 2-1>에서와 같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총량 대비 온

실가스 배출규모가 적고(3.08%, 2014년 기준, 토지이용변화 흡수량 제

외) 타 산업에 비하여 영세하고 소규모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규제 위

주의 정책 수행은 적합하지 않음.

- 이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자발적으로 유도하

는 매커니즘이 필요하게 되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부문의 영농

활동에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감축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 중 하나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윤리적 

소비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시장기반형 온실가스 감축사업인 ‘저탄소 농

축산물 인증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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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배출량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2015 690.2 601 52.2 20.6 16.4

비율(%) 100.0% 87.1% 7.6% 3.0% 2.4%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17a). 2017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표 2-1> 국내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백만 톤CO2-eq

1.2. 제도의 정의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친환경‧GAP 인증을 받은 우리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2을 적용하여 생산된 

우리 농산물에 부여하는 국가 농식품 인증제임.

-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농가의 자율적인 감축노

력을 국가에서 ‘인증’해주고 이에 따른 보상으로 소비자의 자율적인 윤

리적 소비에 따른 제품 선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시장기반형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음.

- 국내외에서는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환경성 정보제공’ 차원에서 정

량적인 정보로 표시하는 ‘탄소발자국’, ‘탄소성적표지’ 등이 다양하게 시

행 중에 있고, 일부 국가 및 기관에서 ‘환경적 우수성’을 ‘저탄소’ 인증으

로 제품에 표시하는 정책을 시행 중임.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저탄소’ 인증으로 ‘환경적 우수성’을 표시하는 

제도임. 국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된 해당 품목의 전국 평균 온실

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당 기준보다 적으면 ‘저탄소’ 인증이 부여됨.

 2 저탄소 농업기술: 농업 생산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농약, 농자재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방법 및 기술.

저탄소 인증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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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도 운영체계

○ (총괄기관)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증제의 총괄기관으로 예산, 정책방향설정, 

관련 법령 및 업무규정 등의 관리·감독을 수행함.

○ (운영·인증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도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인증제의 운영, 심사원 관리, 관련 지침 및 규

정 등의 개발, 인증과 같은 제도 전반과 실무에 대한 운영업무를 모두 위탁

받아 수행하는 단일 인증기관임.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17-76호)

○ (R&D) 농촌진흥청은 인증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필수적인 농산물, 

농자재 등의 LCI DB개발 및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함.

○ (인증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세부운영요령,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작

성지침의 제·개정, 인증심의 등 제도의 중요사안을 심의하는 의결기구임.

○ (인증심사원) 제도 관련규정의 별표 1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후변화 및 

농업부문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하여 인증제의 심사원으로 활동할 수 있

도록 양성된 전문가를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심사원’이라고 함. 현재까지 

100여 명이 위촉되어 운영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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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체계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부자료(2018a).

2. 제도 연혁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대응 세부추진계획(2011

년 12월)’의 일환으로 2012년 1차년도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음.

○ 2014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14-18호, 

2014. 3. 14.)이 제정되어 제도운영의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14년부터 ‘농식

품 국가인증 표지’를 인증 농산물에 표기하기 시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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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업 추진 경과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부자료(2018a).

3. 추진 현황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은 2012년 7농업경영체(60농가)가 인증을 받았으며, 

2017년 12월 기준, 478경영체, 2,763농가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음.

○ 지역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은 <그림 2-4>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인증농가수는 경북, 전남, 경남, 충남 순으로 많은데, 초기에는 전남지역

의 친환경 농가를 중심으로 인증이 확산되었음.

- 2015년 저농약 인증이 없어지면 농산물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저탄소 인

증을 새로운 유통판매 전략으로 채택함에 따라 과수가 주력품목인 경북

지역의 과수 농가들이 단체인증을 받기 시작하여 현재 경북지역의 인증

현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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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5>의 품목별 저탄소 인증 취득 현황에서도 저탄소 인증이 과수

농가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4> 지역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분포도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부자료(20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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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농산물 품목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현황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부자료(2018a).

4. 제도 추진 효과

4.1. 제도 추진목표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환경·윤리적 소비문화 확산을 통한 인증 농산물의 소비 확

대로 농가의 소득향상을 목표로 함.

○ 국가적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여하고 있음. 2013년 기준, 전

국 4인 가구의 10%가 저탄소 인증 쌀로 바꾸면 연간 2500만 톤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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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를 통해서 정량적으로 평가되는 저탄소 인증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량은 2012년 311톤 CO2eq를 시작으로 2017년 12월 기준 25,963톤 CO2eq

로 산정되었음.3

<그림 2-6> 연도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온실가스 감축량

단위: tCO2-eq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부자료(2018a).

4.2. 생산자 관점의 제도 추진 효과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핵심은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각종 영농자재를 

최소화하여 기후변화에 미치는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농업 생

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음. 이는 경영비 절감에도 효과적인데, 2012년 

 3 다만, 인증제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식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나 CDM사업 등에서 

활용하는 사업장 기반의 기존 배출량을 베이스라인으로 하지 않고, 해당 품목의 생산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제품 기반의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베이스라인으로 하기 때문

에 제도에서 산정된 감축량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으로 호환되거나 1:1로 그 감축

효과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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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받은 방울토마토 생산 농가에서는 저탄소 농업기술인 무경운 농법을 

실천하여 연간 1250만 원의 생산비를 절감하였음. 

○ 이와 같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통하여 고투입 위주의 기존 우리 영

농활동에서 투입되는 농자재, 에너지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적정투입

을 권장함으로써 경영비 절감 등의 간접적인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함.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인증제와 더불어 안전의 가치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친화적 이미지 등을 위한 유통사의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형마트, 프리미엄 농산물을 취급하는 

온오프라인 유통사에서 자발적으로 취급 물량을 확대, 농가에 안정적인 판

로를 개척해 주고 있음.

- 유통사: (’12) 0 → (’16)이마트, 올가홀푸드,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농협 등

- (현대백화점) 프리미엄 과수 22농가 인증품 취급, (올가홀푸드) 설 선물세

트 100% 저탄소 인증품 구성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유일한 인증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인증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농가 품평상담회 

및 유통컨설팅” 행사 등을 통하여 유통사 바이어(Buyer, MD(Merchandiser)) 

등을 초청하여 인증농산물의 품평을 하고, 유통사의 납품요건 및 농산물 생

산현황 등을 진단하는 상담을 제공하여, 농가의 소득창출에도 힘쓰고 있음.

4.3. 소비자 관점의 제도 추진 효과

○ 저탄소 인증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

산물을 그린카드로 구매할 경우 제품가액의 9%를 에코머니 포인트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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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구매하여 윤리적 소비를 지향할 수 있음.

5.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서의 저탄소농업기술

5.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1) 인증대상 품목(51개 품목, 첨부 

1 참조)에 해당해야 하고, 2)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세부운영요령에서 규

정한 19가지 저탄소 농업기술 중 1가지 이상 도입하고 있어야 하며, 3) 농

식품 국가인증(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사전에 취득하고 있어야 인증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게 됨.

- 인증대상 품목이 제한된 이유는, 농산물 생산 토양 및 재배환경에 인증

기준이 있는 친환경인증 또는 GAP 인증 등 타 인증제도와는 달리, 저탄

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는 품목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품목별 인증기준 첨부 1 참조) 현재 인증기준이 개발된 51개 품목

에 인증대상이 한정되어 있음. 축산물 인증기준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한 

LCI DB 및 온실가스 배출계수도 현재 연구 개발단계에 있어, 현재 ‘농산

물’ 인증만 가능함.

- 저탄소 인증취득을 위해서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도입하여야 인증이 가

능함. 그 이유는 기후환경에 영향을 받는 농산물의 재배 특성상, 농산물 

생산을 위한 최적의 환경(온도, 토양환경, 강우 등)이 추가적인 노력 없

이 갖추어질 경우, 동일한 생산량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온실

가스 배출량이 적어질 수 있음. 이러한 생산활동으로 생산된 농산물에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또한, 저탄소 농산물에서 사용하는 전과정평가 방법론(Life Cycle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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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A)은 생산 전 과정에서 투입되는 모든 자재(비료, 작물보호제, 에너

지, 기타 농자재 등)의 정량적인 양을 수집하고 이에 따른 환경부하를 평

가하는 평가툴(저탄소 인증제에서는 ‘지구온난화(GWP)’ 환경부하만 활

용함)로써, 온실가스 배출량만으로 ‘먹거리 안전’을 보증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또는 GAP 인증을 사전취득 인증요건

으로 도입하여 인증제의 농산물의 기본적인 먹거리 안전을 보증할 수 있

도록 함.

<그림 2-7> 저탄소 농업기술 인증가능 품목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부자료(2018a).

5.2. 저탄소 농업기술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서 인정하는 저탄소 농업기술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세부운영요령(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규 355호)’의 ‘인증대상의 세

부사항’에서 규정한 4개 분류, 19개 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만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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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구분 저탄소 농업기술명

A. 비료 및 작물 보호제 절감 기술

1 최적비료사용

2 경축순환농법

3 자가제조 농자재 사용 농법

4 풋거름 작물재배

5 순환식 수경재배(폐양액 재활용 시스템)

6 생물적 자원을 이용한 제초 및 방제

B. 농기계 에너지 절감기술
1 직파재배

2 무경운 및 부분경운

C. 난방에너지 절감기술

1 다겹보온커튼 및 보온터널 자동개폐장치

2 축열물주머니 이용 보온장치

3 수막재배 시스템

4 농업용 열 회수형 환기장치

5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6 목재펠릿 난방장치

7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

8 폐열 재이용 난방시스템

9 일사량 감응 전자동 변온관리 시스템

D. 농업용수  관리 기술
1 빗물 재활용 기술

2 논의 물관리 기술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부자료(2018a).

<표 2-2>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서 인정하는 ‘저탄소 농업기술’ 목록

5.3. 저탄소 농업기술의 정의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원리

○ A. 비료 및 작물보호제 절감 기술(6가지)

- (최적비료사용) 토양검정 및 비료사용 처방에 따른 맞춤형 비료, 파종상 

비료, 완효성 비료 등을 사용하여, 화학비료 사용량을 최소화‧최적화하는 

기술로써, 화학비료제조에 따른 에너지 투입량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비료사용에 따른 토양의 아산화질소 발생량을 절감하는 기술임.

- (경축순환농법)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여 토양에 환원하고, 건강한 땅에서 

생산된 농업부산물 및 조사료를 가축에게 급여하는 등 경종과 축산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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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순환, 상생하는 농업기술로,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비료를 대체한 

만큼 화학비료 제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농업부산물 및 

조사료를 가축에게 급여하면서 사료제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

이는 기술임. 단, 생산 활동에서 농경지에 분뇨를 과다하게 사용하여 적

정시비량을 초과할 경우, 저탄소 농업기술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자가제조 농자재 사용농법) 화학비료·퇴비·유박 등 시판 비료를 사용하

지 않고, 야초, 골분, 식초 등 자연유래 원료를 이용하여 자가제조한 자연

발효 비료 또는 작물보호제를 농자재로 사용하는 기술임. 자가제조 농자

재는 비료성분을 공급하는 청초(산야초) 액비, 수용성인산 등이 있으며, 

병해충관리 농자재로 황토유황합제, 목초액, 키토산 등이 있음.

- (풋거름 작물재배) 본 작물의 재배 전 또는 본 작물의 재배와 동시에 풋

거름 작물(콩과, 볏과작물 등)을 재배하고 토양에 환원하여 비료로 활용

하는 기술임. 과수원에 목초나 풋거름 작물을 재배하는 초생재배도 본 

기술에 해당함. 풋거름작물의 재배는 비료효과뿐 아니라 잡초를 억제하

는 효과도 있음.

- (순환식 수경재배(폐양액 재활용 시스템)) 작물재배 과정 중에 배출되는 

폐양액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기술임.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에서 작물을 

재배할 경우 비료 혼합물 중 35~40% 정도는 온실 밖으로 배출되는데 자

외선 소독과 모래 여과기를 통해 버려지는 물과 비료를 재사용할 수 있

어, 양액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임.

- (생물적 자원을 이용한 제초 이용) 왕우렁이, 오리, 참게 등의 소동물을 

이용하여 벼농사에 있어서의 잡초 및 병해충 관리를 하는 기술로 생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작물보호제를 대체한 만큼의 합성 작물보호제 제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방제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기술임.

○ B. 농기계 에너지 절감기술

- (직파재배) 모를 이앙하지 않고 종자를 논에 직접 파종하는 기술로, 육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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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앙에 소요되는 농기계 사용시간을 줄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기술임. 

육묘와 이앙에 소요되는 농기계 사용을 줄여, 농기계에 사용되는 화석연

료의 사용량을 줄이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기술임.

- (무경운 및 부분 경운) 농경지에서 작물재배를 위해 수행한 기존의 경운

방법을 무경운 또는 부분 경운으로 변경하여 토양의 유기 탄소량을 늘리

고 수분의 유실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경운에 소요되는 농기계 사용을 

줄여, 농기계에 사용되는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줄게 하여 온실가스 배출

량을 저감하는 기술임.

○ C. 난방 에너지 절감기술

- (다겹보온커튼 및 보온터널 자동개폐장치) 온실 내부의 열이 외부로 빠

져나가지 않도록 부직포, 화학솜 등의 보온자재를 여러겹으로 조합하여 

제작한 커튼을 온실 내부에 자동개폐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 보온력을 

향상시킨 커튼 개폐장치를 말하며, 보온터널 자동개폐장치는 온실 내부

에 비닐이나 부칙포 등의 단열재를 설치한 소형 보온터널을 자동으로 개

폐하는 장치임. 원례시설의 보온력을 향상시켜 난방기에 사용되는 화석

연료의 사용량을 줄이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기술임. 

- (축열물주머니 이용 보온장치) 일사량이 많은 낮 시간대의 태양열을 저

장하기 위하여 비닐 튜브 주머니에 물을 채워 열에너지를 저장한 후 온

도가 내려가는 야간에 온실 내부온도와 물주머니의 온도차에 의해 저장

된 열이 자연 방열되도록 하여 작물이 자랄 수 있는 온도 유지에 도움을 

주는 기술로, 원예시설의 보온력을 향상시켜 난방기에 사용되는 화석연

료의 사용량을 줄이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기술임. 

- (수막재배 시스템) 15℃ 정도로 일정한 수온을 가진 지하수를 비닐 이중 

피복 지붕면에 살포하여 야간에 온실 내부에서 빠져나오는 복사열의 손

실을 억제하고, 지하수가 갖고 있는 열에너지를 실내공기와 열교환함으

로써 온실 내부의 온도를 유지하는 기술임. 원예시설의 보온력을 향상시

켜 난방기에 사용되는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이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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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을 저감하는 기술임. 

- (농업용 열 회수형 환기장치) 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등의 농업시설에서 

환기할 때 외부로 버려지는 환기열을 열교환기에서 흡수하고 이 열로 다

시 외부에서 유입되는 차갑고 신선한 공기를 가열 후 실내에 공급하는 

장치. 난방기에 사용되는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기술임.

-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원예시설에서 온풍난방기 가동 시 연도를 

통하여 배기가스와 함께 온실 밖으로 버려지는 250~300℃의 배기열을 

회수하여 온실 난방에 이용하는 장치. 원예 시설에서 난방기 사용시 밖

으로 배출되는 폐열을 재활용하여 난방기기에 사용되는 화석연료의 사

용량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기술임.

- (목재펠릿 난방장치) 목재자원(목질계 바이오매스)은 재생에너지로 쓰일 

수 있는 모든 유기물 중 셀룰로오스 및 리그닌으로 구성된 목질계 자원

으로 주로 목본식물과 초본식물을 의미하고 이들에서 파생된 제품이나 

그것의 폐기물 즉 목재, 목재펠릿, 폐목재, 종이 등을 포함하며, 목재펠릿 

난방장치는 이러한 목재자원을 난방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말

함. 목재자원의 연소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난방기에 사

용되는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기술임.

- (지열히트펌프 시스템) 지하에 열교환기를 매설하여 이 열교환기에 물 

또는 다른 열매체를 순환시켜 지중의 토양(또는 물)으로부터 히트펌프의 

냉매 순환과정에서 열을 흡수하거나 열을 방출하여 농업시설에 냉방과 

난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임. 냉난방기에 사용되는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이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기술임.

- (폐열 재이용 난방시스템) 폐열이란 발전소, 공장, 소각장 등 산업분야에

서 화석에너지 등 연료의 연소열을 산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처리하는 과

정에서 재활용되지 못하고 열수(熱水), 온수(溫水), 증기(蒸氣) 또는 고온

(중온)의 공기 형태로 바다, 강, 하천 또는 대기 중으로 버려지는 에너지

를 말함. 폐열 재이용 난방시스템은 이러한 미활용 에너지를 난방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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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으로 활용하는 시스템. 인근 산업시설의 폐열을 재활용함으로써 난

방기기에 사용되는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이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

출량을 절감하는 기술임.

- (일사량 감응 전자동 변온관리 시스템) 변온관리란 온도에 따라 작물의 

생리반응에 적합하도록 실내 온도를 아침시간 난방, 광합성 촉진, 양분이

동, 호흡억제 단계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으로 양분의 이동을 촉진하고 

호흡량은 최소화시켜 난방에너지 절감은 물론 작물의 생산성을 향상시

키는 기술임. 일사량 감응 전자동 변온관리 시스템은 주간의 일사량 수

준(매우 맑음, 맑음, 흐림, 비)에 따라 야간의 온도변화를 PID 제어(비례-

미분-적분 제어)하는 방식으로 전자동 변온관리하는 기술임. 주간 동안

의 일사량에 따라 야간의 온실 내부 온도를 다르게 제어함으로써 원예 

시설의 온도를 정밀하게 관리하여 낭비되는 난방 에너지를 줄이고, 난방 

기기에 사용되는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감축시켜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

출량을 절감하는 기술임.

○ D. 농업용수 관리기술

- (빗물 재활용 기술) 온실빗물을 모아 농업용수로 이용하여 지하수를 끌

어올리는 데에 사용되는 관수 펌프 운전 전기 에너지량을 절감할 수 있

는 기술임. 농업용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관수 펌프 등의 물 관

리 시설에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양을 절감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

술임.

- (논의 물 관리 기술) 논의 물 빼기를 통한 토양의 혐기성 조건을 최소화

하여 메탄 발생을 감소시키는 기술임. 논에 물이 차 있는 담수기간 동안

에 혐기성 조건에 의하여 유기탄소 화합물이 메탄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논의 물 빼기를 통하여 혐기성 조건을 최소화하여 온실가스(메탄)의 발

생의 감축하는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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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제점 및 개선방향

○ 2017년 기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현황은 약3,000여 농가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수 약 60,000호에 비하여 4.6% 수준4으로 아직 초기인증제이면

서 그 기반이 수요자 측면에서 자유로운 소비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의 물량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 저탄소 인증품의 물량에 있어 수요자 측면에서 인증품이 다양하지 않고 

연중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하여 인증기관에 상시접수 체계를 갖추

고 인증품을 증가시켜 소비자가 구매를 원할 경우 언제든 접할 수 있도

록 저탄소 인증 확대가 필요함.

    * 인증가능품목: 식량, 과수, 채소, 특용 등 51개 품목

   ** 친환경 인증면적 대비 저탄소 인증 면적 4%(’16년 12월 기준)

  *** 현, 상/하반기 2회 접수하여 매년 150여 건 인증

- 생산자 측면에서 참여농가가 늘고 있으나 공급단가 차별화, 지원사업 등 

직접혜택 등에 있어 농가 기대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해 인증제도의 폭발

적인 확산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인증취득 농가에 효율적인 사업지원

이 가능하도록 제도 법제화가 필요함.

- 저탄소 인증제는 현재 고시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적 근거가 없어 

이로 인하여 인증 사후관리 후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더라도 고시에 

근거하여 최고 인증취소 처분규정을 집행할 수밖에 없어 인증기준 및 표

시기준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실효적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현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사업을 위한 제도 운영, 인증기준‧지침 개발, 인

증심사 및 심의, 심사원 양성‧보수교육, 제도 홍보 등의 제도관리기능 전반

 4 2017년 12월 기준 친환경인증 현황은 농가 수 59,423호, 면적 80,114ha이다(친환경인증관

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2018.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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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농업기술실화재단에 모두 위탁운영*하고 있어 인증제 확산에 한

계가 있으므로 그 기능을 기관별로 분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고시｣(농식품부 제2017-76호, 제3조 1항)

- 제도관리/인증관리/교육홍보 관리 등의 기능을 분리하여 운영할 경우, 제

도 운영을 위한 각 기관의 분야별 전문성과 역량을 축적‧확대하여 인증

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더불어 제도 운영과 관련한 ‘인정기관’의 역할과 농산물 인증과 관련한 

‘인증기관’의 역할을 분리하여 안정적인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고시를 근거로만 운영되고 있는 국가 농식품 인증제도는 장기적으로는 운영, 

사후관리, 확산 차원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시장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

일 내에 법제화가 필요함. 

- 법제화는 제도의 목적과 지향하는 목표가 유사한 ｢친환경농어업육성법｣

을 개정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나 그 과정에서 기존 ｢친

환경농어업육성법｣의 정책수요자인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와 많은 협

의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국내생산 인증실적을 살펴보면 2000~2011년에 농

가 수는 연평균 46.3%, 면적은 49.7%, 출하량은 43.1% 각각 증가하였음. 

- 2000년대 초반(2000~2003년)에 전체 인증면적 증가율은 122.7%의 급증

세를 보였고, 최근 5년 동안(2007~2012년)에는 12.2%로 꾸준히 증가하

고 있음.

- 전반적으로 최근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은 증가하는 반면, 저농약

농산물은 2008년 이후 증가 추세가 꺾이고 최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5년 이후 저농약 인증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에 

대응하여 기존의 저농약 농산물 위주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다른 시스

템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제3 장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1. 제도 개요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농림축산부문은 2030년까지 배출전

망치(Business As Usual: BAU) 대비 8.2%(1.9백만 톤 감축)의 이산화탄소

를 감축해야 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기후변

화 영향 및 대응계획 제정을 근거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

의 개발과 함께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2012~) 및 저탄소 농

축산물 인증제(2012~)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감축노력을 추진 중에 있음.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에서는 각 부처

별 관련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상쇄제도(Carbon Offset)를 개발하여 

추진 중에 있음. 

- 온실가스 상쇄제도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에 

대하여 감축량을 인정받고, 인증된 감축량(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제

도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율적인 방

안으로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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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정부부처 주관의 온

실가스 상쇄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

축사업’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2012년부터 실시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친환경농어

업법｣에 근거하여 농업부문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고 농업환경을 개선

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 사업으로, 농업경영체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인센티브를(1만 원/톤) 지급하는 사업임. 

-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배출권거래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도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로 감축의무사업장

의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외부사업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 받도록 하는 것임.

<그림 3-1>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개념도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부자료(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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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 저탄소 농업기술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효과의 정량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

품부에서 추진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친환경농어업법｣ 

및 ｢농업 탄소상쇄 시범 운영규정 고시｣5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발생 최소

화 시책에 따라 농업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임.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농업경영체의 에너지 절감시설 설

치 등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

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감축실적의 정부구매형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2015년 본 사업 단계에 진입하였음. 

○ 본 사업은 국내 농가의 실적을 고려하여 측정 기반 마련이 어려운 농가에 

표준계수값(Default)과 국가 통계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방법론6을 구축하여 

농가의 감축사업 이행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을 통한 감축실적을 정부가 구

매함으로써 농업부문의 저탄소 생산기반 확대, 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 구

축 등 공익적 가치 구축을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음.

○ 사업대상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

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그 대리인을 포함하여 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

센터 등 농업 기관, 농업 및 산림 협동조합, 산학기관 등 그 범위가 넓고, 

사업 등록 후 데이터 등의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

기 위하여 사업별로 모니터링 관리 및 보고서 작성 등의 역할을 담당할 사

업 관리자를 두어 사업 등록에서부터 승인까지 사업 보조 역할을 지원하여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5 2013년 5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범운영 규정｣으로 고시 개정.

 6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국제적 기준을 고려하여 정량적으로 산 

정할 수 있도록 만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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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시범사업 기간에는 제도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고 정부가 농가의 감축

실적을 구매하는 방식만 운영하였으나, 농가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활동

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톤당 1만 원의 정부구매 방식 이외에, 배

출권거래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감축실적의 탄소시장 거래 또는 기업에 직

접 판매 등 기업과의 상생모델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방법론 등록*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감축사업 승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모니터링
(감축사업자)

➜ 검증
(검증기관)

➜ 감축량 인증*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그림 3-2> 농업·농촌 자발적 감축사업 추진 절차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부자료(2018b).

1.2. 배출권거래제도 외부사업 

○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제도 중의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거

래제는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받고 그 범위 내

에서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하되, 허용량이 남거나 부족할 경우 

허용량 내에서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은 할당대상업

체 내부에서의 직접 감축, 배출권 구매, 상쇄의 3가지 방법으로, 저탄소 기

술 도입의 경제성 또는 선진 기술 도입으로 인해 직접 감축이 어려운 곳에

서는 다른 사업장의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안 이외에는 상쇄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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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쇄제도는(외부사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

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할당대상사업장의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외부사업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 받도록 하

는 것임. 

- 즉, 외부사업이란 상쇄배출권을 만들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대상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의미함.

  ※ 외부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인증실적의 단위는 KOCs(Korean Offset 

Credits)이라 하고, 1 KOC는 1톤 상당의 이산화탄소(tCO2-eq)를 의

미함.

○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되었으나, 탄소시장에서 배출권 수요보

다 공급이 부족하여, 의무감축 대상 이외의 기업이나 농가가 감축한 실적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운영은 부처별 책임제로 운영됨에 따라, 농식품부

는 농업부문의 외부사업 관장기관으로서 외부사업 승인에 대한 타당성 평

가, 감축량 인증, 방법론 승인 등 외부사업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

당하며, 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 위탁하여 운영 중임. 

○ 외부사업은 등록 유형에 따라 단일 감축사업, 묶음 감축사업, 프로그램 감

축사업으로 나눌 수 있음.

- 단일 감축사업: 단일 감축 아이템으로 추진되는 감축사업으로 연간 감축

량 3,000tCO2-eq을 기준으로 일반 감축사업과 소규모 감축사업으로 구분

되며, 연간 100tCO2-eq 이하인 사업은 극소규모 감축사업으로 구분됨. 

- 묶음 감축사업 : 연간 3,000tCO2-eq(극소규모 100tCO2-eq) 이하의 소규모 

외부사업 여러 개를 묶은 하나의 사업이며, 총 감축량이 연간 15,000tCO2-eq



28

(극소규모 500tCO2-eq)을 초과할 수 없음. 

- 프로그램 감축사업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에 의해 정책적으

로 시행되는 자발적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정책 감축사업으로 승

인하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도 참여가 가능하고 단위사업의 상시 추

가가 가능함.

  * 인증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승인·인증

방법론 등록*
(부문별 관장기관)

➜ 외부사업 승인*
(부문별 관장기관)

➜ 모니터링
(외부사업자)

➜ 검증
(검증기관)

➜ 감축량 인증*
(부문별 관장기관)

<그림 3-3> 외부사업 추진 절차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부자료(2018b).

2.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현황

2.1.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 2012년부터 농업인의 자발적인 감축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농촌 자발

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농업인이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이를 검증하여 톤(tCO2)당 1만 원에 

구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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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등록
(건)

등록농가
(호)

인증
(건)

인증농가
(호)

감축량
(tCO2)

방법론개발
(건)

2012년 5 60 - - - 6

2013년 5 117 5 60 4,859 6

2014년 6 108 9 171 9,779 3

2015년 10 90 13 126 14,144 2

2016년 9 47 17 191 16,480 -

2017년 11 41 19 106 16,547 -

누적 46 463 63 654 61,809 17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부자료(2018b).

<표 3-1>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실적 

○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2012년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시범사업이 처음 시행되어, 12년 지열히트펌프 활용 및 미활용열에

너지 회수, 목재펠릿 활용, 녹비재배, 녹색마을 활용 등 감축사업 5건(60개 

농가) 등록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46개의 사업이 등록되었으며, 총 

61,809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되어 검증결과에 따른 인증서를 수여하고, 그

에 상응하는 62,364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음.

-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농업기술은 바이오가스플랜트와 지열에

너지이며, 2017년에는 바이오가스플랜트를 활용하여 총 10,111톤CO2, 

지열에너지를 활용하여 총 4,959톤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음.

2.2.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2015년 1월에 처음 시행되었으나, 환경

부 단독 운영체제에서 부문별 관장기관 및 기재부 총괄 체제로 전환된 

2016년 이후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었음.

○ 농업부문에서는 2016년 11월 상생모델을 활용한 외부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부발전과 농식품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협약을 체결하고 농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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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사업 발굴이 시작됨. 

- ’17년 지열에너지시스템과 목재펠릿 보일러를 활용한 2개 사업이 농업분

야 최초로 외부사업으로 등록되었음.

- ’18년 8월 지열에너지시스템 및 미활용열에너지를 활용한 4개의 사업이 

추가적으로 등록되었음.

- ’18년 9월 현재 바이오가스플랜트와 지열에너지시스템을 활용한 20개의 

사업이 타당성 평가 진행 중임.

3. 제도 추진 효과

○ 농업은 영농활동을 통해 온실가스를 배출시키는 배출원인 동시에 온실가스

를 줄이거나 흡수하는 흡수원이 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는 

영농활동의 종류와 방법, 토양, 지리적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짐. 

○ 배출권거래제도와 같이 온실가스 총량규제를 추구하는 제도에서 탄소상쇄 

활동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기반이 됨.

- 탄소상쇄를 위한 감축사업을 배출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감축사업 

승인 및 시행, 감축량의 인정 등의 사전 절차를 밟아서 감축효과를 인정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함.

- 이 사업은 두 가지 주된 특징으로 인해 사업 참여자를 유도할 수 있음. 

하나는 감축사업을 통한 국가 또는 배출권거래 시장으로부터의 인센티

브이고, 또 하나는 배출권규제대상 기업으로부터 에너지 시설·설비 등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임.

○ 현재,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규모는 배출권거래제에서 규정된 총 배출허

용량의 10% 정도이고, 이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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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부문은 타 산업분야에 비해서 감축목표가 높지 않으나, 감축사업 수

행 여력이 타 부문에 비하여 비교적 크고, 에너지 설비 투자 관점에서도 

투자 경쟁력이 비교적 높은 산업에 속함. 

- 현재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규제의 대상으로서의 감축이 아닌 농가

의 신소득 창출 및 지역상생의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기업 등

에서는 농업부문 에너지설비 투자 및 CSR(사회적 투자) 투자 측면에서 

농업부문 감축사업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농업부문의 에너지절감비용에 더하여 감축실적에 따

른 배출권 거래수익을 통하여 이중 소득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러

나 온실가스 감축활동 이전의 배출량(베이스라인) 산정에 기술적인 어려움

이 있고(과거기반 데이터의 부재), 감축효과를 산정하는 측정, 보고 기반이 

취약하고, 사업 참여자인 농가의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농업인이 손쉽

게 참여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 및 자본을 갖

추고 있는 주체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투자주체

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사회적 상생 또는 환경개선 등에 목적을 갖고 접

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배출권거래시장의 온실가스 배출권 수요 증가와 연계되어 감축 의무를 

가진 기업의 농업부문 감축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제

안으로, 저탄소 농업기술 도입에 따른 소요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고, 탄

소를 감축한 실적은 기업이 배출권 거래제에 활용함으로써 기업과 농촌

의 상생협력이 가능함. 

- 현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이와 같은 모델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6년 11월 충남지역의 농가와 서부발전의 상생협력을 시작으

로,  ’17년 12월에는 경남지역의 농가와 남동발전의 상생협력을 추진하

는 등 농가-기업 상생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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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실가스 감축기술 분석

○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전 세계적으

로도 드물게 다양한 방법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매년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저탄소농업기술을 검토하여 감축사업으로 활

용가능한 방법론으로 등록하고 있음. 

- 저탄소농업기술이란 농업 생산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농약, 농자재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방법 및 기술을 의미함.

○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기술은 크게 비에너지 분야(경종, 축산분야)와 에너

지 분야(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절감)로 분류할 수 있음. 

- 경종부문: 물 관리, 보존경운, 녹비작물, 완효성비료 기술

- 축산부문: 가축분뇨자원화

- 신재생에너지부문: 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

- 에너지절감부문: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재배 기술 등

- 다양한 기술의 방법론이 개발되었으며, 감축효과 및 사업등록 가능성에 

따라 지속적인 개정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 로드맵에 따른 농업부문 비에너지 분

야 감축기술은 간단관개, 논물 얕게대기,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양질조사료, 사료첨가제 기술이며, 감축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에너지 분야의 감축기술은 지열냉난방기, 펠릿 보일러, 다

겹보온커튼, 보온터널 개폐장치, 순환식수막보온시스템이 해당함.

○ 기술별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기술은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활용한 가축분뇨 메탄회수 사업이며, 기업의 미활용 발전온배수 

등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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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사업 대상 분야
인센티브지급형 감축사업

(농업·농촌 자발적 감축사업)
시장거래형 감축사업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1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미활용 온배수를 이용한 농업시설의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농촌지역에서 미활용 열에너지를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

량 절감사업의 방법론

2 순환식 수막재배를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방법론 순환식 수막재배를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방법론

3
LED 조명기기 설치를 통한 농업시설의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방법론
농촌지역의 LED 조명기기 설치 사업의 방법론

4
고효율 보온자재를 이용한 농업시설의 난방용 에너지 사

용량 감축 방법론

고효율 보온자재를 이용한 원예시설의 난방용 에너지 사

용량 감축 방법론

5

신재생

에너지사업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농업시설의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방법론

농촌지역에서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

감 사업의 방법론

6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소수력, 풍력) 방법론 농촌지역에서 태양열 이용 열 생산 방법론

7 자체전력소비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방법론
농촌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이용 전력생산 및 자가 사용 

방법론

8
질소질비료 

절감사업

녹비작물을 이용한 질소질비료 사용 저감 방법론 -

9 완효성 비료를 이용한 질소질 비료 사용저감 방법론 완효성비료를 이용한 질소질비료 사용 저감 방법론

10 부산물 비료를 이용한 질소질 비료 사용저감방법론 부산물비료를 이용한 질소질비료 사용 저감 방법론

11
농축산부산물 등 

바이오매스 활용

사업

목질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농업시설의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방법론

농촌지역에서 목재펠릿을 활용한 연료전환 사업의 방

법론

12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농촌지역에서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사업의 방법론

13 왕겨를 이용한 RPC 곡물 건조기 열원대체 방법론
왕겨를 이용한 미곡종합처리장(RPC) 곡물 건조기 연료

전환 사업의 방법론

14

기타 감축사업

보존경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

논벼 재배 시 물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논벼 재배 시 물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15 - 커피박 펠릿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부자료(2018b).

<표 3-2> 등록된 농업부문 감축사업 방법론

5.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로 볼 때에는 낮은 비중이나, 대규

모 배출시설들이 배출권거래제의 의무 감축대상으로 편입된 현 시점에서 

외부사업 대상으로서의 농업의 비중은 더욱 커지고 있음. 

- 특히,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13%7로 에

너지부문 다음으로 높은 배출량 규모를 보임에 따라, 해외 감축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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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까지 고려하였을 때에 상당한 감축 잠재량을 가진 분야임. 

○ 다양하게 추진 중인 농업부문의 공공투자와 기업의 상생협력은 농업의 경

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환경적 가치 등 비시장형 가치의 도입도 추구하고 있음.

-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역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환경적 편익 

외에 감축실적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을 통해 고효율의 농업생산기반시

설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며,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기반 구축에 이바지한다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나, 사업 활

성화를 위한 현실적 목표 달성은 현 단계에서는 쉽지 않은 실정임.

○ 농가의 신 소득 창출 방안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받

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아래와 같음.

- 초기비용 투자는 높은데 기술적응은 어려워 투자효과 보기가 어렵다는 점

-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감축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출량 

및 감축량의 측정·보고·검증(Measuring, Reporting, Verification: MRV)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를 전문 컨설팅업체의 대행 없이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임. 

- 기상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영향을 받는 등 투입-

산출량 보존에 기초하여 감축량을 산출하는 방법론에서는 이러한 자연

현상을 감축효과로 다루기 어렵다는 애로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임.  

○ 사업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 발굴을 독려하기 위해

서는 지자체 등 농업기술 보급 및 관리 주체를 통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

며, 정책보급 및 연계 관점에서 감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관 조직의 

협력과 감축사업자의 역량강화가 반드시 필요함. 

 7 WRI. CAIT Climate Data Explorer(http://cait.wri.org/: 2018.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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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축사업의 모니터링과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샘플링 

방법의 도입, 국가통계 및 지자체 제출 정보의 원스톱 활용방안 등을 통한 

농가의 행정절차 이행 부담 경감 등의 방안 마련과 함께 지역단위의 농협, 

농업기술센터 등의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활용이 필요함. 

- 지역별·주산지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농업기상 관측정보와 관련분야 

빅 데이터(기상, 토양, 환경, 병해충 및 농사정보 등) 및 유관기관의 실질

적인 협력 등을 통한 농가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 체계가 구축되면, 사업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간소화된 사업계획서와 모니터링계획서로 적용이 가능한 극소규모 사업에 

대한 활용방안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 수요 조사 및 극소규모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감축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

도록 한다면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도 극대화될 것임. 

 ○ 에너지 감축에 집중된 감축사업의 비에너지 분야로의 확대도 필요함. 

- 토양은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의 핵심으로 스마트 토양 관리(토양의 유기

물 관리, 무경운·최소경운 등을 통한 탄소격리 등)를 위한 농업인 교육·훈

련, 금융지원, R&D 등 정책적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해야 함.

○ 또한 다수의 농가에서 적용 중인 감축기술 중(저탄소 농자재, 토지형질전환 

등) 방법론이 부재한 기술을 대상으로 신규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사업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농가의 신규 소득창출과 연계되

기 위하여 사업 등록 이후 인증 활성화를 위한 상생 모델 또는 기업의 투자 

유인체계가 구축된다면 사업 추진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됨. 





제4 장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1. 제도 개요

○ 우리나라는 2009년 온실가스 국가 중기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2010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인 기후변화대

응 체계를 구축함.

○ 2015년 파리 21차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에서 신기후

체제(Post-2020)에 대응하는 파리협정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NDC)로 

2030년 BAU(Business As Usual: BAU) 대비 37% 감축이라는 목표를 국제

적으로 공약하였음.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감축 계획 및 수립 방안으로, 

정부는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

본 로드맵’을 확정하였음.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업종별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의 법적 

규제로 2010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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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

표(2030년까지 배출전망 대비 37% 저감)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

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

기 위한 제도임.

  * 50,000tCO2eq 200TJ 이상 업체, 15,000tCO2eq 80TJ 이상 사업장

○ 목표관리제는 제도 총괄, 조정 기능을 하는 총괄기관(환경부)과 관리업체의 

목표 설정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역할이 구분되어 5개 

부처가 협력하여 제도를 운영함. 

- 관장기관은 관리업체를 지정하고 업체의 신·증설 계획, 감축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업체의 연간 

단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목표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에 대한 평

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관리함.

관장부처 업종 분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임업·축산·식품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발전 분야

환경부 폐기물 분야

국토교통부 건물·교통 분야(해운 분야는 제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해운·항만 분야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부자료(2018c).

<표 4-1> 소관 부문별 관장기관 

- 목표관리 대상은 2017년 11월 16일 관리업체 변경고시 기준 총 348개로 

관장기관별로 국토교통부 110개, 산업통상자원부 197개, 농림축산식품

부 19개, 해양수산부 10개, 환경부 12개이며, 매년 지정업무가 수행됨에 

따라 업체 수는 매년 변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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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별 목표관리 프로세스는 관리업체 지정, 명세서 제출, 감축목표 설정, 

이행계획 수립, 목표이행, 이행실적 보고의 4년 주기로 운영되며 관장기관

은 매년 관리업체 지정을 수행해야 함.

관리업체 
지정 ➡ 명세서 제출 ➡

감축목표 
설정 ➡

이행계획 
수립 ➡ 목표 이행 ➡

이행실적 
보고

<Y-2년> <Y-1년> <Y-1년> <Y-1년> <Y년> <Y+1년>

<그림 4-1> 목표관리제 제도 운영체계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부자료(2018c).

2. 제도 연혁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와 시행령 제26~34조에 따라 제도운영의 근거

를 마련하고 있음.

연혁 내용

2009. 6.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을 의결하면서,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행

강제수단을 강화한 목표관리제 도입 결정

2009. 11.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 발표

2010.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명시 

2010.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

2011. 3.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확정·고시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부자료(2018c).

<표 4-2> 목표관리제 도입 추진경위 

○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지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기준이 강화되어 현재 업체

의 경우 50,000 tCO2-eq 이상 개별 사업장의 경우 15,000 tCO2-eq 이상의 

배출량이 되면 관리업체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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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1년 12월 31일까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월 1일부터

업체 사업장 업체 사업장 업체 사업장

온실가스

(kilotonnes CO2-eq)
125 이상

25 

이상
87.5 이상

20 

이상

50 

이상

15 

이상
에너지 소비량

(terajoules)
500 이상 100 이상 350 이상

90 

이상
200 이상

80 

이상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부자료(2018c).

<표 4-3> 관리업체 기준

○ 국가 온실가스 규제를 목표로 도입된 제도로는 현재 목표관리제(2010~)와 

배출권거래제(2015~)가 운영되고 있으며,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의 경우 배출

권거래제 유입 기준을 넘을 경우 배출권거래제도로 편입되도록 되어있음. 

-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

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배

출권 중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하여는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환경부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음.

  * 배출권거래 할당기업 유입 기준: 125,000tCO2eq 이상 업체, 25,000tCO2eq 

이상 사업장

3. 추진 현황(사업대상, 사업실적)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임업·축산·식품 분야를 소관 부문으로 관리하는 가

운데, 이 중 음식료품부문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업종을 구분함.

- 농업(01), 제조업(10~12, 식료품, 음료, 담배)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제도를 위탁 운영하고, 그 외 임업(02), 제조업(16, 목재 및 나무제품; 가

구 제외)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도를 위탁 운영함.

○ 2010년부터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로 지정된 식품 업종은 27개로 시작하여,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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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6월경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음. 제도운영 

체계는 <그림 4-1>과 같이 최초 지정(Y-2년) 후 감축 이행(Y년)을 통해 업

체별 이행실적 평가(Y+1년)를 수행함.

구분
연도

이행업체
(Y년)

총 배출량
(천tCO2-eq)

비고(업체 변동)

2012년 23개 2,269 -

2013년 23개 2,158 -

2014년 28개 2,441 -

2015년 8개 159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업체 수 감소

2016년 22개 642 관리업체 지정 기준 강화에 따른 업체 수 증가

2017년 21개 596 -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부자료(2018c).

<표 4-4> 식품업종 목표관리제 이행 실적 배출량

○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는 ’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라 업체 수가 감소하

였으나, ’14년 관리업체 지정기준 강화에 따라 당초 업체 수 수준을 유지하

고 있음. 단, 신규업체의 배출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총 배출량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제도운영 추진역량 강화

를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업무를 위탁하여 2014년부터 식품업종 온실

가스 감축기술 실증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지원사업은 크게 2가지로, 목표관리제 식품업종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

로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 지원과, 고효율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EnMS: 기업이 원가절감을 위해 복합적 에너지 모니터링을 통해, 에너

지효율 향상 활동을 전사적·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 관리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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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 추진 효과

○ 목표관리제를 통한 온실가스 에너지 규제관리의 장점은 우선 대상 기업들의 

에너지 절감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대하였다는 것임. 

- 목표관리제는 에너지 진단 의무와 달리 에너지 절감에 대한 법적인 규제

와 실질적인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무담당자 등 

기업 관계자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이 높아졌음.

○ 기업 간 온실가스 감축기술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이 증가함.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목표관리제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례 및 기술을 공유하는 ‘감축연구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연구회를 통

하여 적용되었던 기술의 장단점, 실무적 추진 애로사항, 감축효과를 업

체들 간 상호 토론하여 현장의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고 있음.

○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모니터링 시스템(EnMS)을 적용한 시각적 계량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공장 전체 에너지 흐름의 시각적 계량·계측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면 

기업 내부 의견 도출 시 정량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감축활동에 대한 평

가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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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실가스/에너지 감축기술 분석

○ EnMS(Energy Management System) 에너지경영 시스템

- 에너지경영시스템이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설비에 통신이 가능한 

전력량계, 스팀유량계, 용수량계를 하나의 모니터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으로 기본 구성은 아래와 같음.

<그림 4-2> EnMS 시스템 구성도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부자료(2018c).

- 공장의 모든 시스템을 하나의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설

비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설비 운전 현황을 어느 곳에서든 볼 수 

있는 형태로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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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EnMS 시스템 모니터링 설계 구성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부자료(2018c).

- EnMS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당일 누적 전력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생산

팀별 전력사용량 분석도 가능하여, 그에 따른 비용 소요 등도 파악이 가

능함. 이를 통해 불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투여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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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EnMS 전력량계 검침실적 조회 화면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부자료(2018c).

- <EnMS 전력량계 검침실적 조회>로는 각 공정별, 설비단별 에너지 사용

현황, 생산팀별 에너지사용량을 시간대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떄문에 게더링(gathering)되어있는 데이터를 통해 어떤 곳에 누수(leak)가 

발생하는지를 파악하여, 실시간 대응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위와 같은 시스템 활용을 통해서 어떤 계측 포인트에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에너지절감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음.

○ 고효율 감축설비의 적용

- 식품업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보일러 및 

냉동기는 열원으로부터의 폐열회수장치 설치임. 버려지는 폐열을 회수하

여 공장내부 온수 등 필요 열원으로 공급하는 기술로, 보일러 등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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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여 연료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임. 

- 폐열회수기를 이용한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의 장점은 투자회수기간이 

짧다는 것임. 대부분의 기업에서 투자회수기간이 5년 이상 되는 기술의 

경우 투자를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투자회수기간이 1~3년 정도인 

보일러 및 냉동기 폐열회수는 적용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음. 

6.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식품산업은 소수 대기업과 다수 영세기업이 병존하는 이중구조를 보이며, 

영세성이 타 제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 또한, 제조비용에서 원가 비

율이 높고 타 산업에 비하여 부가가치율이 낮음.

-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9차 개정)자료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식품업종으로 등록된 2015년도 전체 사업장은 총 57,970개이며, 이 중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로 지정되어 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164개로 전

체의 0.3%로 정도에 해당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에 속하는 사업

장 수는 845개로 식품업종 전체의 약 1.46%를 차지하며, 관리업체와 할

당대상업체를 제외한 식품업종의 비관리 업체는 56,961개로 전체의 

98.3%를 차지하였음.

- 식품업종은 제품특성상 에너지 사용이 살균, 세척, 건조, 농축 등의 고온 

공정이 많아 열 및 스팀 사용 비중이 높고 공조, 공압 등과 같은 유틸리

티 분야에서는 전기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 식품업종의 경우 영세업체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에너지효율화, 설비효율화 등과 관련된 제도권 지원사업 수혜가 불가함. 이

에 따라 다른 타 산업부문과는 다르게 식품부문의 업종특성에 맞는 정부지

원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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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비관리 업체의 에너지관리는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것을 최우

선 목표로 하여 전체 에너지비용 정도만을 총무팀에서 관리하는 수준임. 

-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에너지 진단 의무가 없고, 

이에 따른 에너지효율화 지원 및 정보교류, 교육 등의 기회가 거의 없음.

○ 에너지관리는 사업장의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틸리티 시설의 전문

적인 기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내 전문 인력이 없을 경우 사소한 정비 

부주의나 관리소홀로 인한 지속적인 에너지 낭비가 발생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중소 식품 비관리업체 A사의 경우 보일러 설치 후 수년간 스

팀트랩을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아 고장에 따른 과도한 에너지 비용을 지

불하고 있었으나 외부전문가의 진단이 있기 전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

었음.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수행한 중소농식품업체 에너지설비 진단 시범사

업에 따르면, 중소농식품업체를 위한 맞춤형 에너지절약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장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 위한 기초 교육의 효과가 매우 큰 것으

로 파악되어, 이를 위한 지원사업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저비용으로 에너지를 감축할 수 있는 유지보수 노하우, 설비 운영 감축

기술을 보급하고, 기존의 관행처럼 수행되어 왔던 납품회사 중심의 신제

품 교체 권유 등 과대투자 조장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컨설팅을 제공

하는 지원사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또한, 기존 설비의 관리를 통한 설비효율을 정상화시키고, 설비 교체주기 

등을 기업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

한 것으로 판단됨. 

○ 식품업종은 비관리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과 에너지 소비량이 다른 업종보

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비관리 업체의 에너지효율화 지원은 식품업종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제5 장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 제도 개요

○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공표하였으나 2015년 파리에서 신기후체제가 협약됨에 따라 2016년에 우

리나라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크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정책과 기

후변화에 적응하는 정책을 병행함. 그중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정

책 중 가장 널리 이용되며,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음.

○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emission trading, cap and trade)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

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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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국가 간 혹

은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임.

- 배출권거래제의 목표는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

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전체 비용효과적인 감축으로 이행 목표

를 달성하는 것임. 

○ 배출권거래제가 기존의 여타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비교하여 차별화되는 점

은, 온실 기체 감축 의무가 있는 사업장, 혹은 국가 간 배출권 거래를 허용

함으로써 탄소배출권을 자산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임. 

-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 주체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실제적인 제약과 

비용부담이 없었지만, 이 제도를 통하여 온실가스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

하고 배출에는 비용을, 감축에는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시장의 논리를 

도입했다는 점임.

○ 배출권거래제는 일반적으로 배출총량거래(cap and trade) 원칙에 기초해 운

영됨.

- 정부가 경제 주체들을 대상으로 배출허용총량(cap)을 설정하고 대상 기

업체는 정해진 배출허용범위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즉 배출권(permit)을 부여받게 됨. 

- 배출권은 정부로부터 할당받거나 구매할 수 있으며, 대상 기업체들 간에 

거래(trade)할 수 있음. 이 전 과정을 배출총량거래(cap and trade)라고 함. 



51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및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부족분에 
대해 타 업체와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 기업들은 자신의 감축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출허용량을 준수

<그림 5-1>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부자료(2018d).

○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경제주체(사업장) 중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한계감축비용이 낮은 사업장)은 온실가스를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

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한계감축비용이 높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

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함. 

-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할 수 있으므로 

유연성 확보가 가능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비용 효과성이 제고됨. 바로 

이 점이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제도 중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받

는 이유임.

○ 또한 세계 각국에서도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거나 운영을 준비 중인데, 국

가단위 배출권거래제 출범을 준비 중인 중국을 포함해 현재 17개국에서 배

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의 40%를 점유하는 국가들

이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의미함. 

-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배출량 중 약 80%~85%의 배출량이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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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거래제에 소속되어 운영되고 있어 양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

도라 할 수 있음.

○ 배출권거래제는 배출허용총량의 개념을 적용하여 기업의 배출량을 규제하

는데, 배출허용총량이란 정부가 각 산업군별, 업체별로 허용 가능한 총 배

출량을 사전에 정하고 이에 따라 규제를 행하는 것을 의미함.

- 배출허용총량은 제도 시행 전에 확정되어야 하며 국가 감축목표에 부합

하도록 설정해야 함. 장기적인 관점에서 탄소시장에 바람직한 정책신호

를 전달함으로써 대상 기업들이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음.

- 배출허용총량이 정해지면, 정부는 기업 간에 거래 가능한 배출권을 할당

하며, 한 단위 배출권은 온실가스 배출량 1톤을 의미함. 정부는 과거배출

량 또는 배출성과 기준으로 배출권을 무상 할당할 것인지 혹은 경매를 

통해 할당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음. 이러한 배출권의 할당방식은 기

업의 배출량 관리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정부는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도 

참여주체와 거래대상 온실가스를 결정해야 함.

- 이론적으로 광범위한 주체가 참여하고 다양한 온실가스가 포함될수록 

배출권거래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배출량의 측

정이나 추적이 어렵거나, 배출량 감축이 어려운 산업군의 경우 전체 산

업의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참여 비중을 결정해야 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대부분은 발전 및 산업부문을 규제대

상으로 삼고 있음. 또한 대표적인 온실가스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CO2)

를 배출권거래제 대상물질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외 메탄(CH4), 아산화

질소(N2O), 프레온가스(SF6, HFCs, PFCs) 등이 규제대상물질에 포함됨.

○ 배출권거래제의 운영절차는 할당대상(규제대상)을 지정하고 과거배출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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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배출효율,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

설별로 할당함. 

- 할당대상(사업장 또는 기업)은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하거나 배출권을 매매함. 그 후 1년 단위로 온

실가스 배출량을 정부에 보고하기 위해 제3자 검증을 받아 배출량 검증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법과 지침이 정한 일련

의 검토과정을 거쳐 기업이 제출한 배출량에 대해 이를 인증하고 배출량

을 확정함. 그러면 기업은 인증된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함.

<그림 5-2> 배출권거래제 운영 프로세스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부자료(2018d).

○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제출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매해 반복해서 수행하

나,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활동이나 시설을 도입할 때는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계획 및 수행하기 때문에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3년에



54

서 5년을 묶어 계획기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은 계획기간에 따라 배출 및 감축계획을 운영하면 됨. 

- 1차 계획기간: ’15년~’17년(3년)

- 2차 계획기간: ’18년~’20년(3년)

- 3차 계획기간: ’21년~’25년(5년), 3차 계획기간부터는 5년씩 추진 예정

2. 제도 연혁

○ 2010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2012년 5월 배출권거래제의 근거법령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에 관한 법률｣ 제정 및 2012년 11월 시행령 제정

○ 2014년 1월 국가 BAU 재검증 및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건물·수송 등 

7개 부문별 감축정책과 이행 수단을 포함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였고, 배출권거래제 운영 향후 10년의 방향을 제

시한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

○ 2014년 1월 한국거래소(KRX)를 배출권거래소로 지정

○ 2014년 8월 배출권 할당, 검증, 인증, 조기감축, 상쇄, 거래 분야의 세부적인 

절차를 담은 지침을 제정

○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환경부 주무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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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6월 배출권거래제 운영부처개편(환경부→부문별 관장부처)

○ 2018년 1월 배출권거래제 환경부 총괄체계로 재개편(지원제도와 외부사업

은 부문별 관장부처가 운영) 

3. 제도 추진 현황 

○ 배출권거래제는 최소 단위가 이행연도(1년)로 운영되며, 이행연도를 3년 또

는 5년으로 묶어 계획기간으로 구분함. 1차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

까지이며, 2차 계획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임.

○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지정기준은 최근 3년간 온실가스 연평균 총 배출량

이 125,000tCO2-eq 이상인 업체 또는 25,000tCO2-eq 이상인 단위 사업장을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함. 

- 추가적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

서 작성·검증을 하고 1회 이상 보고한 업체는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음.

○ 배출권거래제 업종 분류는 기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업종 분류체

계를 바탕으로 국가 업종별 감축목표를 고려하여 5대 부문 23개 업종으로 

구분됨. 할당대상업체는 할당대상 부문 및 업종 내에서 지정됨.

○ 1차 계획기간 내 이행연도별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는 524개(’15), 562개

(’16),  592개(’17)로 증가하였으며 신규진입과 업체의 분사로 인해 증가하

였음.

- 같은 기간동안 정부(환경부)는 16억 861만 톤을 사전 할당하였으며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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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15년 5억 4,311만 톤, ’16년 5억 3,586만 톤, ’17년 5억 2,965만 

톤을 할당함.

- 또한 신증설 등의 이유로 추가할당과 시설폐쇄 및 폐업 등으로 할당취소

를 할 수 있는데 이를 포함한 최종할당량은 3년간 16억 8,558만 톤으로 

사전할당량 대비 4.8%(7,697만 톤) 증가함.

구 분 ’15 ’16 ’17 계

사전할당량(①) 543,107 535,858 529,648 1,608,613

할당량

변동(②)

추가할당 9,091 16,105 26,326 51,492

할당취소 △13,351 △20,615 △10,620 △44,586

조기감축실적 - 29,412 21,980 51,392

할당계획변경 - - 18,643 18,643

최종할당량(①+②) 538,847 560,760 585,977 1,685,584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부자료(2018d).

<표 5-1> 배출권 할당 현황

단위: 천 톤

○ 3년의 이행 기간 즉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동안 할당대상업체의 온실

가스 배출량은 16억 6,943만 톤이며, 최종할당량 대비 여유분은 1,616만 톤

(0.96%) 수준이며, 철강 등 19개 업종은 배출권이 4,936만 톤 여유가 있도록 

설정되었고, 발전 등 7개 업종은 3,320만 톤 부족하게 배출권을 부여받음.

’17년 정산대상 592개 업체 중에서는 402개 업체(67.9%)는 배출권이 여유

가 있었으며 190개 업체(32.1%)는 배출권이 부족하였음.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업체 수(정산 기준) 524개 562개 592개 -

 최종할당량(①) 538.8 560.8 586.0 1,685.6

 배출량(②) 543.1 554.3 572.0 1,669.4

 배출권 과부족(①-②)
△4.3

(△0.80%)
6.5(1.15%) 14.0(2.39%) 16.2(0.89%)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부자료(2018d).

<표 5-2> 할당량 대비 배출량 현황 

단위: 백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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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의 총 거래량은 8,515만 톤(배출량의 5.1% 수

준)으로 총 거래금액은 1조 7,120억 원에 달함. 

- 거래시장 개장(’15. 1.) 이후, 배출권 거래량이 매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시장거래가 점차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임. 거래가격은 완만

한 증가세를 보이며 ’17년 2사분기 이후에는 22,000원 내외에서 안정세

를 유지하였음.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8.9) 계

거래량①(만 톤) 573 1,190 2,626 4,126 8,515

거래금액①(억 원) 631 2,007 5,447 9,035 17,120

 평균가격②(원) 12,028 17,367 21,131

3년 평균가격 20,374

주 1) 할당배출권(KAU) + 상쇄배출권(KCU) + 외부감축실적(KOC)의 장내·외 거래 합계임.

2) 거래가격은 해당 이행연도에 거래소 장내에서 거래된 KAU 기준임.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부자료(2018d).

<표 5-3> 연도별 배출권 거래 현황

<그림 5-3> 배출권 거래량 및 가격 추이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부자료(2018d).

○ 정부는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어려움을 겪는 할당업체 또는 강제적인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사업자를 대상으

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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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外部)에서 온실

가스를 감축, 흡수, 제거하는 사업으로 정부 인증을 거쳐 KOC(Korean 

Offset Credit)를 발급해야 배출권거래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으며 KOC 

발급은 방법론 등록 → 외부사업 승인 → 감축량 인증의 절차로 진행됨.

-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18년 9월 현재 총 252건의 방법론 등록, 이 

중 CDM 방법론은 211건(83.7%), 국내개발 방법론은 41건(16.3%)이며 

총 139개의 사업이 승인되었음(CDM 90건, 국내개발 49건).

- 사업유형은 신재생에너지 47건, N2O 저감 24건, 연료전환 22건, 폐열회

수 17건, 매립가스 활용 10건, SF6 저감 10건, 기타사업 9건임.

○ 지금까지 감축량 인증은 총81개 사업에서 온실가스 감축량 총 2,247만 톤

이 인증되었음.

- 감축량은 N2O 저감 966만 톤, 매립가스 활용 588만 톤, SF6 저감 457만 

톤, 신재생에너지 212만 톤, 연료전환 21만 톤, 바이오에너지 공급 3만 

톤임.

- 감축실적 인증량 2,247만 톤 중 1,539만 톤(68.5%)이 상쇄배출권(Korean 

Credit Unit: KCU)으로 전환되어 거래 또는 정산에 활용되었음.

4. 제도 추진 효과 

○ 제1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기획재정부 2014)에 따르면 효과적인 국가 온

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목표로 배출권거래제 운영 기본방향이 수립되었으

며, 각 계획기간별 주요 목표 및 세부 운영 방향을 <표 5-4>와 같이 제시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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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1차 계획기간

(’15~’17년)
제2차 계획기간

(’18~’20년)
제3차 계획기간

(’21~’25년)

주요목표 · 경험 축적 및 거래제 안착 · 상당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제도운영

· 상쇄 인정 범위 등 제도의 유연성 제고

· 정확한 선정·보고·검증(MRV)집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거래제 범위 확대 및 목표 상향 조정

· 배출량 보고 검증 등 각종 기준 고도화

· 신기후체제 대비 자발적 감축 유도

· 제3자 거래제 참여 등 유동성 공급 

확대

할당
· 전량 무상할당

· 목표관리제 경험 활용

· 유상할당 개시

· 벤치마크 할당 등 할당방식 선진화

· 유상할당 비율 확대

· 선진적 할당방식 정착

자료: 기획재정부 2014. 제1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표 5-4>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별 주요 목표 및 세부운영 방향

○ 매 계획기간은 5년으로 하되, 제도 시행 초기의 경험 축적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제1차 및 제2차 계획기간은 3년 단위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차 

계획기간은 배출권 거래제 안착에 주력하고 제2차 계획기간부터는 온실가

스 감축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설정하였음.

- 제1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은 총 1,687

백만 톤 이며 이중 정부 보유 예비분은 88.8백만 톤, 사전할당량은 1,598

백만 톤으로 설정되었음.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에 따른 ’17년 할당계획 변경을 반

영하기 위해 배출권 총수량은 당초보다 17.6백만 톤 증가한 1,704백만 

톤, 예비분은 61.7만 톤 증가한 89.4백만 톤, 사전할당량은 17백만 톤 증

가한 1,615백만 톤으로 변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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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당초

’15년 ’16년 ’17년 총수량

배출권 총수량 573.5 562.2 550.9 1,686.5

사전할당량 543.2 532.6 521.9 1,597.7

예비분 88.8

               

구분
변경후

’15년 ’16년 ’17년 총수량

배출권 총수량 573.5 562.2 568.5 1,704.2

사전할당량 543.2 532.6 538.9 1,614.7

예비분 89.4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7); 환경부(2014).

<표 5-5> 제1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상 할당량

단위: 백만 톤

○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효과를 추정해보기 위해 1차 계획기간 중 2차 이행연

도(2016년)를 기준으로 560개 할당대상업체의 전체 배출량 추이를 살펴보

면 ’15년은 551백만 톤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하였고, ’16년은 561백만 

톤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하였음.

구분 ’14년(A) ’15년(B) ’16년(C)
전년 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15년(B/A) ’16년(C/B) ’14년~’16년

직접 배출량 469 457 467 -2.57% 2.14% -0.24%

간접 배출량 95 93 94 -1.61% 0.27% -0.67%

전체 배출량 564 551 561 -2.40% 1.83% -0.31%

자료: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2018).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표 5-6> 할당대상업체 연도별 배출 현황 및 증감률(’14~’16년)

단위: 백만 톤

○ 1·2차 이행연도 각각 전체 23개 업종 중 상위 10개 업종이 총 배출량의 

91.4%, 91.3%를 차지, 이 중 발전·에너지와 철강 업종이 66.2%(’14년), 

65.8%(’15년)의 비율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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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량 기준으로는 발전·에너지(1·2차 이행연도 각각 250백만 톤, 258백만 

톤), 철강(102백만 톤, 99백만 톤), 석유화학(52백만 톤, 53백만 톤), 시멘트

(45백만 톤, 46백만 톤) 순으로 다배출하였음. 

- ’15년 전체 배출량 감소는 발전·에너지 업종의 LNG 사용 감소, 철강 업

종의 조강생산량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16년 배출량 증가는 발전·에너지 업종의 신설시설 증가(화력발전 4기 

도입) 및 석유화학 업종의 납사소비량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할당대상업체들의 배출량 원단위(톤/조원GDP)는 0.369(’15) → 0.364(’16) 

→ 0.361(’17)으로 계속 개선되는 추세로 분석되었음.

주요업종
배출량 전년 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14년(A) ’15년(B) ’16년(C) ’15년(B/A) ’16년(C/B) ’14년~’16년

발전·에너지 259(45.9%) 250(45.3%) 258(46.1%) -3.62% 3.53% -0.11%

철강 106(18.8%) 102(18.5%) 99(17.7%) -3.49% -3.03% -3.26%

석유화학 51(9.1%) 52(9.4%) 53(9.5%) 0.82% 3.37% 2.09%

시멘트 44(7.9%) 45(8.1%) 46(8.2%) 0.34% 3.51% 1.91%

정유 19.4(3.4%) 18.9(3.4%) 19.6(3.5%) -2.61% 3.99% 0.64%

폐기물 14.7(2.6%) 14.7(2.7%) 14.5(2.6%) 0.22% -1.66% -0.72%

반도체 12.6(2.2%) 11.8(2.2%) 12.2(2.2%) -6.14% 3.05% -1.65%

디스플레이 9.4(1.7%) 9.2(1.7%) 8.3(1.5%) -2.97% -9.78% -6.44%

비철금속 7.0(1.2%) 7.7(1.4%) 8.2(1.5%) 9.80% 7.12% 8.45%

제지 7.4(1.3%) 7.2(1.3%) 7.2(1.3%) -2.47% -0.19% -1.34%

기타 업종 33(5.9%) 33(6.1%) 34(6.1%) -0.16% 1.61% 0.72%

총합계 564(100%) 551(100%) 561(100%) -2.40% 1.83% -0.31%

자료: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2018).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표 5-7> 업종별 배출량 추이(’14~’16년)

단위: 백만 톤

○ 배출권거래제 음식료품업종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효과를 추정해보기 위해 

1차 계획기간 중 2차 이행연도(2016년)를 기준으로 23개 할당대상업체의 

전체 배출량 추이를 살펴보면 ’15년은 2.51백만 톤, ’16년은 2.56백만 톤으

로 전년 대비 약 2%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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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016년 전년대비 증감율

배출량 (백만톤CO2) 2.51 2.56 약2%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부자료(2018d).

<표 5-8> 음식료품 업종별 배출량 추이(’15~’16년) 

5.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기술 분석

○ 배출권거래제를 총괄하는 부처는 환경부이나 온실가스 감축 지원제도는 업

종별 특수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문별 관

장부처에서 주관하고 있음.

○ 지원제도의 주요 목적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감소 방지 및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도모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

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할당업체 중 중소·중견기업이고 감축설

비 설치비의 최대 50%를 지원함(업체당 최대 3억 원).

○ 지원사업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되며, 도입해야 할 감축기

술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기술발굴을 지원하고, 도입기술은 발굴되

어 있지만 감축기술도입 경제성 부족으로 설비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은 자본을 지원함.

- (기술지원) 온실가스 감축수단 발굴 컨설팅 또는 에너지경영시스템 사전

컨설팅, 할당대상업체별 에너지 소비·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고려한 감축

수단 발굴 지원

- (자본지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지원: 할당대상업체별 온실가스 감축 

구축 및 성과평가 지원

- (시스템지원)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지원: 에너지경영시스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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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및 성과평가 지원

* EnMS(Energy Management System): 기업이 원가절감을 위해 최고경영

자를 중심으로 에너지효율 향상 활동을 전사적·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 관리 기법

○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나 설비는 지원이 가능하며 주요 지원 대

상 설비는 다음과 같음.

- 폐열 회수 설비: 배기열을 회수하여 스팀 생산에 사용하거나 연도용 공

기를 예열하는 데 사용하여 화석연료 사용량을 절감함.

- 인버터 제어형 공기 압축기: 사용되는 공기 사용량에 맞게 압축공기의 

생산량을 조절해줌으로써 무부하(unloading) 때 발생하는 전력을 절감함.

- 연료 전환 버너: 바이오매스인 건조 오니(하수슬러지)까지 사용 가능한 

버너 교체를 통해 유연탄 사용량 절감 등임. 

○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지원사업 대상설비는 아래와 같음<표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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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구분 상세 기술명

녹색인증기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정역방향 날개가 장착된 디스크 건조기를 이용하여 음식폐기물을 건조하는 기술

대기전력 자동차단 및 절전기술

유닛형 건식 외장 단열 패널

모니터 전력제어 절전 기술
냉장고용 인버터 리니어 압축기술

환경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저온폐열 회수 건조장치 및 2중 회전익 혼합기를 이용한 에너지 절약형 하수 슬러지 연료화 

기술

저온폐열 및 2중 회전익 혼합기와 건조장치를 이용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연료탄 생산기술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에서

승인한 기술

(산업부문 적용 방법론 기준)

국내산 목재펠릿, 폐목재 등을 활용한 연료전환 사업 (목재펠릿 보일러)

태양열에너지를 이용한 열에너지 생산 및 이용 사업 (태양열 온수기)
연료전환 사업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등)
고효율 설비 교체 사업의 방법론 (고효율기기, LED 교체 등)

* LED 교체의 경우 등기구 교체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저탄소

시스템 구축

설비

폐열회수이용 설비 폐열(건조배열, 보일러배열, 냉각열 등)을 회수하여 가열원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 설비

차압터빈 시스템 설치
차압 또는 폐압을 활용하여 전기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설비

(차압발전, 차압구동 장치에 한함)

인버터 설치
Fan, Pump 등의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이 있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

산소부화연소 시스템 설치 고농도의 산소를 생산하여 연소용 공기로 사용하기 위한 장치

진공펌프 설치
압축공기 또는 증기를 사용하던 진공방식을 대체하는 설비

(진공 Main배관, 진공시스템, U/T배관(냉수, 용수, Drain) 등에 한함)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설치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통해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

에너지절약형 가열 및

건조장치

피가열물체를 가열 및 열처리하는 장치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것

- 배기가스폐열을 회수하는 설비를 갖춘 것

- 공연비 및 로내온도제어기능을 갖춘 것 (단, 주 열원이 전기인 경우 제외)

약 1mm~30cm 대역의 마이크로 파장을 이용하여 건조, 가열하는 장치

최적운전 자동제어

시스템 설치

온도, 습도, 유량 등의 제어를 통해 시스템 효율을 향상하는 장치

- 실온제어, 조명제어, 열원제어, 풍량제어, 공조제어를 통합(2개 기능 이상)하여 자동운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유체커플링 설치 유체를 매개체로 하여 입력축의 회전을 출력축에 전달하는 회전수 제어장치

기타
감축설비 인증 신청을 통하여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기존 설비 대비 감축 효율/효과가 높으면서 상용화되지 않은 감축 설비 등)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부자료(2018d).

<표 5-9>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지원사업 대상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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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식품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개선방향

○ 식품업종은 약 5만 개 업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상위기업 50개 업체가 전체 

배출량의 50%를 차지할 만큼 업종내 기업규모가 타 업종보다 상이한 특성

을 가지고 있음.

- 규모가 큰 식품 대기업은 기업 상황에 맞게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지만 나머지 중견 및 중소기업과 

영세한 기업은 경영에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이 생산에 맞춰져 있는 실정임.

○ 중소 식품기업은 주로 전기와 스팀을 사용하는데 배기열 회수 같은 기본적인 

에너지 이용 개념조차 도입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얼만큼의 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해 내는지 판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거의 없고, 에너지 비용에 대해서만 월간으로 관리하는 정도에 

그쳐 제품생산과 에너지 소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 경우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하고 규모화되면, 에너지 생산체계

가 비효율적이고 복잡해져 점점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됨. 

○ 중소 농식품업종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할 때 기업규모에 따른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의 상황에 맞는 온실가스 감

축을 돕는 것이 효과적임.

○ 중견기업 정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주로 

적용 가능한 감축기술 소개와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에 따른 에너지비용 절

감효과를 경영진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음.

- 자체적으로 자본 투입을 하도록 유도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을 개선하고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전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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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을 독려하고, 관련 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제공이 필요할 것임.

○ 반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에너지 관련 전담 인력 보유 또

는 에너지 비용 절감 기술 도입은 요원하므로 감축기술과 그에 따른 감축효

과, 감축설치비 및 모니터링 지원,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지원을 패키

지화하여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 배출권거래제는 2차 계획기간 중 2019~2020년에는 유상할당을 시행할 예정이

고 이에 따라 유상할당금이 발생하므로 이를 활용하면 매년 10억 원 이상 식품

업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이 가능함.

○ 식품업종의 구조적 특이점(중소식품기업이 대부분인 구조)을 고려하여 할당

업체에 국한하지 않고 식품업종 전체의 에너지 이용 구조개선을 위해 비할당 

업체에도 기업의 규모와 역량에 맞춰 지원사업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중소업체의 경우 감축설비 지원 이외에 감축효과의 모니터링을 위한 모

니터링 설비의 설치, 배출권거래제 외부감축사업 등록 지원 등을 개별 

또는 패키지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참고) 용어 정리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허용

하고, 여유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타 기업과의 거래를 허용하는 것임.

- 각 기업체는 자신의 감축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출허용량을 준수해야 함.

○ 배출권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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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 배출권의 종류

- 할당배출권(Korean Allocation Unit: KAU): 정부가 할당대상업체에게 할

당계획에 따라 할당한 배출권

- 상쇄배출권(Korean Credit Unit: KCU): 주무관청의 승인을 거쳐 KOC에

서 전환된 배출권으로서, 할당배출권(KAU)과는 구분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 실적(Korean Offset Credit: KOC): 외부사업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인증하는 크레딧으로 배출권은 아니

나, 언제든지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할 수 있음.

*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의 경우 구매·보유한 감축실적(KOC)을 상쇄배

출권(KCU)으로 전환하여 배출권거래제 준수에 활용함. 

○ 배출권 제출

- 할당대상업체는 정부의 평가를 거쳐 해당 이행연도에 실제 배출한 온실

가스 배출량을 인증 받으며, 인증 받은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주

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인증 받은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권을 제출할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에 대

하여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 예비분

- 신규진입자, 신·증설에 대한 배출권 할당과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시장안정화 조치 등을 위하여 계획기간의 배출권 총수량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보유하는 것으로서,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예비분과 

기타 용도 예비분 등으로 구분함. 

○ 외부사업

- 할당대상업체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온

실가스 감축사업





제6 장

요약 및 시사점

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 2017년 기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은 3,000여 농가로, 인증제도가 안착되었

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다른 인증 농산물에 비해 출하물량이 적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만족시킬 만한 규모라고 보기 어려움. 그렇기 때문에 기

존 인증 농가에 대한 판로 확보뿐만 아니라 미래 인증 농가 확대를 통한 소

비자 접근성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

○ 생산자 측면에서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참여농가가 증가 추세이나, 가격 

차별화나 지원사업 등 직접 혜택에 있어서 농가의 불만족이 제기되고 있음. 

이것은 저탄소 인증을 통해 기후안전사회, 저탄소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는 농업인을 설득하고, 농업인이 수용할 수 있는 제도 및 법을 마련하는 것

이 중요함을 시사함. 또한 현재 본 인증제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되기 때문

에 사후관리 시 위반행위에 대한 최대 처분이 인증취소가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이러한 실질적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중요한 향

후 과제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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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은 GAP 또는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

가에서만 획득이 가능함. 장기적으로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를 친환

경 농축산물 인증제도 또는 농업환경지불금 프로그램과 통합하는 것이 필

요함. 기후변화도 농업환경 내부의 하나의 주제이므로 기후변화 저탄소 농

축산물 인증도 일종의 친환경 농축산물 육성의 일환으로 이해 가능함. 단, 

GAP의 경우에는 농축산물 안전성 확보가 주목적이며, 농업환경 보전을 전

적으로 목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가 안정적

으로 확대된다면 GAP 인증은 자격 요건에서 제외하고 친환경농업 인증만

을 자격 요건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제도 안에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항

목을 추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직불금을 지불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저탄소 농

축산물 인증제도는 제도상 위반행위를 단속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

적 사후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며,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에 준하여서 법

적·제도적 사후관리가 될 필요가 있음.

2.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2.1.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 농업부문은 타 산업에 비해서 국가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감

축목표가 높지 않으나, 감축사업 수행 여력이 타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큼. 또한 에너지 설비 투자 관점에서도 투자 경쟁력이 비교적 높은 산업에 

속함. 또한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규제 대상이 아니라 농가의 소득 창

출이나 농업환경 보전, 지역상생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시행하려는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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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고 있음. 덧붙여, 민간 기업에서도 농업부문 에너지설비 투자나 사회

적투자 측면에서의 윈-윈(win-win) 전략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자발

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농가 자생력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배출권거래제 외부방법론과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방법론의 개발에 앞서 사전적인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음. 농업 외부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확

보와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상생전략이 필요함.

○ 배출권거래제/목표관리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에 비해서 유연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제

도로써 활용할 수 있어야 함. 즉,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1차 현

장 적용 검증을 거친 뒤, 그 정보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나 저탄소 농

축산물 인증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다수의 농가에

서 적용 중인 감축기술 중(저탄소 농자재, 토지형질전환 등) 방법론이 부재

한 기술을 대상으로 신규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사업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2.2. 농업분야 대상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 신기후체제에 대응하여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시한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 따르면 향후 중장기 전략으로 ‘시장 중심’의 감축수단을 

제시함. 시장중심 감축수단의 대표적인 사례가 배출권거래제임.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농축산식품부문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우선 농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 있음.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설정되면서 현재 배출권거래시장의 온실가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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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권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실정이며, 이러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농업분야에서도 배출량 감축분을 크레딧화하여 거래함으로

써 농가 소득을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하지만 농가단위에서 감축기

술을 도입하고 감축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 따라서 감축의무대상 기업이 저탄소 농업기술 도입에 따른 소요 비

용을 부담하고, 탄소를 감축한 실적을 배출권 확보에 활용함으로써 기업과 

농촌의 상생협력이 가능할 것임.

 

○ 현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2016년 11월 충남지역의 농가와 서부발전

의 상생협력을 시작으로, 2017년 12월 경남지역의 농가와 남동발전의 상생

협력을 추진하는 등 농가·기업 상생사업을 시도하고 있음. 단, 온실가스 감

축활동 이전의 배출량(베이스라인) 산정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고(과거기

반 데이터의 부재), 감축효과를 산정하는 MRV 기반이 취약하며, 외부사업 

참여자인 농가의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농업인의 참여 

유도가 쉽지는 않은 실정임. 향후 이러한 제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꾸준히 축적해 갈 필요가 있고 농가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

3. 식품기업 대상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 식품산업은 소수의 대기업과 다수의 영세기업이 존재하는 이중구조이며, 

타 제조업 대비 영세성이 매우 높은 부문임. 2015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

라 식품업종으로 등록된 사업장은 총 57,970개이며, 이 중 목표관리제 관리

업체로 지정되어 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164개(0.3%), 할당대상업체에 

속하는 사업장 수는 845개(1.46%), 비관리 업체는 56,961개(98.3%)였음(농

업기술실용화재단 내부자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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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식품 산업은 제조비용에서 원가 비율이 높고 부가가치율이 낮다는 특

징을 가짐. 식품업종은 제품특성상 에너지 사용이 살균, 세척, 건조, 농축 등

의 고온 공정이 많아 열 및 스팀 사용 비중이 높고 공조, 공압 등과 같은 

유틸리티 분야에서는 전기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 에너지관리는 사업장의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틸리티 시설의 전문

적인 기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내 전문 인력이 없을 경우 사소한 정비 

부주의나 관리소홀로 인한 지속적인 에너지 낭비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관리업체가 아닌 중소업체의 에너지관리는 생

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전체 에너지비용 정도만

을 총무팀에서 관리하는 수준에 불과함. 또한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

하인 사업장의 경우 에너지 진단 의무가 없고, 이에 따른 에너지효율화 지

원 및 정보교류, 교육 등의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식품산

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되지 못

하는 영세업체의 경우 에너지효율화, 설비효율화 등과 관련된 제도권 지원

이 불가피하며, 전문 인력 부족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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