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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기후변화의 영향은 현재 거의 전 부문에 걸쳐 있으며, 그 파급영향이 점
차 확대되고 있어 글로벌 이슈가 되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11월에 신기후체제를 출범시켰다. 우리나라가 신기후체제에
참여하면서 농축산식품부문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우선 할당된 자발적 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해 적응능력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수단들을 선정하여 목표
지향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기후체제 대응수
단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적절한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연구 수행
이 요구된다.
이 보고서는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에
관한 2년간의 연구 과제 최종 결과물이다. 여기서는 우선 신기후체제에 따
른 국가 이행수단의 변화를 살펴보고,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 인벤토
리를 구축하였다. 그런 다음, 완화 수단의 한계감축비용 분석과 적응수단
의 구조적 모형 분석을 통해 신기후체제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계측
하였으며, 더 나아가 상향식 모형을 이용한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생산자 설문조사를 기초로
기후변화 대응수단의 수용의향 및 애로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한 농업인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적응정책 추진의 강력한 근거를 도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기초로 기후변
화 완화 및 적응 로드맵을 설정하고 전략접근법을 적용한 농축산식품부문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보다 실효성 있는 신기후체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바쁜 가운데에도 자문위원으로 수고해준 전문가와 중앙정부 농정 담당자,
그리고 설문조사에 응답해준 농업인과 전문가들께 감사드린다.
2018.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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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 배경

국제사회는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11월에
신기후체제를 출범시켰다. 신기후체제는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알려진 온실
가스의 감축과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킨 적응을 주요 목표
로 한다. 우리나라는 신기후체제에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목
표를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용대비 효과적이
고 실효성 있는 수단들을 선정하여 성실히 이행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기후체제가 농축산식품
부문을 포함한 사회경제에 미치게 될 경제적 파급영향을 분석하고 체계적
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연구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1차년도(2017년)에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의 인벤토리
를 구축하고 수단별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2차
년도(2018년)에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수단 적용의 경제적 파급효과, 대
응 수단에 대한 농가 수용력, 농업인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등을 분석하고
신기후체제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

기후변화 완화 수단의 경제적 분석은 한계감축비용 분석법을 적용하였
다. 적응 수단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생산기술의 취약성을 분석하였
으며 이를 위해 구조적 모형을 적용하였다.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
적용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농업부문 상향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또 벼, 시설,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용의향 요인을
로짓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업인의 적응능력을 계측
하기 위해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시사점

기후변화 완화 수단에 대해 실증자료를 기초로 한계감축비용을 분석한
결과, 순환식 수막재배시스템, 무경운, 목재펠릿 난방장치, 지열히트펌프,
다겹보온커튼,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등의 순으로 나타나 에너지 분
야의 한계감축비용이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축정책 추진 시 한계감축
비용이 낮은 수단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한계감축비
용이 낮다 할지라도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경우 농가 수용력은 낮을 수 있
기 때문에 농가수용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생산기술의 취약성을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쌀의
경우 기후변화로 잠재수량이 감소하고, 채소류는 최적 중간재 투입량과 농
가경영비용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곡물류의 경
우 잠재생산량, 최적투입재량과 생산관리 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개발 정책 수립에 있어서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주
어야 함을 시사했다. 그런가 하면 기후변화로 인해 무창축사의 비중이 높
은 육계와 산란계 그리고 양돈의 사육규모는 증가한 반면, 한·육우와 낙농
의 사육두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축산의 경우도 축종별 대응전략
을 차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향식 모형을 이용하여 신기후체제하 기후변화 대응수단의 경제적 파
급효과에 대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감축수단별 정책목표
가 충족되는 경우 GDP가 0.035∼0.04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경제성장과는 상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
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할 때는 기술개발 등을 통해 GDP 감소를 완
화시키는 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농가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기술의 수용의향을 조사한 결과,
벼 농가의 경우 기술 도입 시 생산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나 시설재배 및 축산 농가는 초기 설치비, 가축분뇨처리비
용, 경영비의 상승 등 비용 측면의 요소가 수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는 향후 기후변화 대응 기술의 수용력을 제고시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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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기술 도입방법 및 인식 제고 관련 교육 실시와 시설 설치비 및 운
영비 지원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지역별·품목별 기후변화 대응 적응능력을 평가한 결과, 쌀의 경우 경북·
전남·충남 지역의 적응능력지수가 낮게 계측되었는데, 이는 이들 지역 쌀
농가의 금융적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채소의 경우 경기와 제주 지역
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물리적 자본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
수의 경우도 경남·제주·경기 지역을 제외하고 물리적 자본이 부족한 것으
로 나타났다. 식량작물이 주로 재배되는 강원, 전북, 충청 지역의 경우 자
연적 자본 혹은 물리적 자본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적응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별·품목별 접근이 중요하며, 물리적 자본의 개선(예
를 들어 ICT 융복합 기술보급 지원)과 금융적 자본의 개선(예를 들어 농업
재해보험 확대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의 전략 수립은 국가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기후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농축산식품
부문’으로 그 비전이 설정되었다. 또 감축분야 목표는 ‘농축산분야 265만
톤 감축’으로, 적응분야 목표는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한 적응능력 강화’로
설정되었다. 추진 전략은 완화분야에서는 에너지 다소비농업에서 저탄소농
업 전환,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전략, 시장 중심 감축 등이 필요하고, 적응분
야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적응전략,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전
략,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 등을 제시했다.
따라서 신기후체제 대응전략 실천을 위한 핵심과제로 완화분야에서는
감축목표 및 기술보급, 경제적·제도적 수단, 교육 및 홍보, 연구개발 등이
요구되며, 적응분야에서는 연구개발, 경제적·제도적 수단, 농업용수의 개발
및 안정적 공급, 교육 및 홍보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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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the New Climate Regime on the
Agriculture, Livestock and Food Sectors and
Countermeasures (Year 2 of 2)
Background of Research
The international society launched a new climate regime in November
2016 to cope with the accelerating climate changes. The new climate regime
focuses mainly on the mitigation of greenhouse gases known as the cause
of climate change and on the adaptation to minimiz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Korea has participated in the new climate regime and
established voluntary objective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To achieve
these objectives, it is necessary to select and faithfully implement
cost-effective and feasible means.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analyze
spin-off effects of these voluntary objectives on the socio-economy including
the agricultural and livestock food sector, and to come up with a systematic
and feasible response strategy.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research, an inventory of measures for mitigating and adapting to climate
change was constructed and their economic effects were analyzed based on
empirical data about each measure, in the first year (2017). In the second
year (2018), the economic spin-off effects of application of those measures,
the farmers’ capacity for those measures, and their adaptability to climate
change were analyzed and a strategy for the new climate regime was
proposed.

Research Methods
Marginal abatement cost was applied for economic analysis of measures to
mitigate climate change. A structural model was applied for the vulnerability
analysis of agricultural production technology to climate change. A bottom-up
model of the agricultural sector was adopted to analyze economic ri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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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application of mitigating and adjusting measure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a survey of rice, greenhouse, livestock farmers was
conducted. Then the factors of accepting intention of technologie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were analyzed through the logit model. Lastly
data envelopment analysis was applied to measure adaptation capacity of
farmers.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Analysis of the marginal reduction cost on the basis of empirical data on
the climate change mitigation measures showed that the marginal reduction
cost in the energy sector was low in the order of circulation-type watercurtain cultivation system, no tillage, wood pellet heating system, geothermal
heat pump, multi-layer insulation curtain, and exhaust heat recovery system
to recover exhaust heat from a hot-air heater.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measures with low marginal reduction cost preferentially when implementing
the reduction policy. On the other hand, even if the marginal reduction
cost is low, the farmers’ capacity for accepting the technologies could be
low if the initial investment cost is high, so policy efforts are also required
to enhance the farmers’ capacity.
Analysis of the vulnerability of agricultural production technology to climate
change showed the following results: For rice, climate change would result
in the decrease in potential yield and for vegetables, the amount of
optimal intermediate material input and the farming costs would increase.
In the case of other grains, the potential production would decrease and
the amount of optimal material input and the production management costs
would decrease as well.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tem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establishing research and
development policies. It was estimated that the breeding size of broilers,
laying hens, and pigs, which were mostly raised in windowless barns,
increased while that of Korean native cattle, beef cattle, and dairy cows
decreased due to climate change. Therefore, even for the livestock industry,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the strategies for each type of livestock.
A bottom-up model was used to simulate the economic spin-off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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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limate change response measures under the new climate regime. It was
analyzed that when the policy goal for each reduction measure was met,
the economic effect decreased by 0.035∼0.046%. This suggests that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policy may be in conflict with economic growth.
A survey of the farmers’ willingness to adopt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technology showed that the rice farmers' biggest concern
was the decline in productivity when the technology was introduced while
the willingness of those engaged in controlled farming and livestock
farming was affected by the cost factor such as initial installation cost,
livestock manure treatment cost, and increased management cost. The cost
side factor was analyzed to affect the intention to accept. This implies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farmers’ capacity for adopting the technology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t is necessary to provide trainings with respect
to the method of introducing the technology and the awareness about the
technology, and financial supports for facility installation and operation.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adaptive capacity to climate change by
region and item, it was shown that the adaptive capacity index of rice was
low in Gyeongbuk, Jeonnam and Chungnam regions because the rice farmers
in these regions were short of financial capital. In case of vegetables, it was
shown that physical capital was lacking in all regions except Gyeonggi
and Jeju regions, which was the same for fruit trees in all regions except
Gyeongnam, Jeju and Gyeonggi regions. In Gangwon, Jeonbuk, and
Chungcheong regions where food crops were mainly grown, natural or
physical capital was short. This suggests that regional and product-specific
approaches are required, and physical capital (e.g., support for the spread
of ICT fusion technology) and financial capital (e.g., support for the
expansion of agricultural accident insurance) need to be enhanced, in order
to improve the adaptive capacity.
The strategy for the agricultural and livestock food sector under the new
climate regime has set “the agricultural and livestock food sector that
proactively responds to the new climate regime” as its vi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rom the national perspective. The reduction target for the
sector was set as “2.65 million tons”, and the objective of adapta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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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set as “to strengthen the adaptive capacity for stable food supply”. As
for implementation strategies, transition from high-energy consumption
agriculture to low-carbon farming, turning crises into opportunities, and
market-centered reduction were proposed for the mitigation field, and
adaptation to minimize adverse impacts, strategies to turn crises into
opportunities, and long-term investment were suggested for the adaptation
field.
As for the key tasks for implementing the strategies in response to the
new climate regime, setting new reduction targets and spread of mitigation
technologies, preparation of economic/institutional means, education and
publicity,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are required in the mitigation field
while research and development, economic/institutional means, development
and stable supply of agricultural water, and education and publicity are
required in the adaptation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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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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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됨으로써 국제적으로 교토의정서에서 더 나아간 감축 목표와 실행 전
략을 요구하게 되었다. 신기후체제를 출범시킨 파리협정(Paris Accord)은
프랑스 파리에서 2015년 12월에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에서 세계 195개국 정상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미국, 중
국, 인도, EU 등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비준을 빠르게 진행함에 따라
2016년 11월에 발효요건1을 만족하였다.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신

기후체제 탈퇴를 선언하였으나, 미국 내 12개 주가 참여하는 미국 기후 동
맹(U.S. Climate Alliance, 현재 17개 주 참여)을 결성하여 파리협정 이행을
계속할 의지를 보였다. 또한 G7에서 미국을 제외한 각국 정상이 파리협정
이행에 최선을 다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미국 이외 국가는 파리협
정 이행에 충실할 것으로 예상되어 파리협정 의무 준수는 앞으로도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15년 6월에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안을 제출하였다.
교토체제와 달리 신기후체제 아래에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1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
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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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수준보다 2°C 밑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문서에 명시하였으며, 모든
회원국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였다(이상민
외 2017). 파리협정에서는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뿐만 아니라 재원, 기술,
능력 배양, 투명성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6개의 기둥’). 종료 시점이 없이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주기적인 점검과 상향된 목표 제시가 수반된
다. 또한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특징이 있다.
신기후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2016년 12월에 제시
하였다(이상민 외 2017). 기존의 계획은 감축정책 실현에 중점을 둔 반면,
기본계획은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재원 지원, 이
행 점검 등을 포괄한다. 규제 중심의 감축체계에서 시장을 이용하고 기후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을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감축체계로 전
환하였다. 또 정부가 주도하고 산업계가 중심이 되어 이행하던 형태에서
민관이 협업하고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체제로 변환하였다. 그런데
신기후체제가 예상보다 조기에 발효됨에 따라 최근의 여건이 계획에 충분
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기본계획은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에 따라
탄소시장 활용 방안, 감축 이행 및 점검 체계 등에 대한 내용을 단계적으
로 반영한다는 전제로 수립되었다.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을 통하여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농축산업의 경우
2030년 부문 BAU 2,070만 톤 대비 4.8%에 해당하는 100만 톤(전체 BAU

대비 0.1%)을 감축하고, 에너지 부문에서 150만 톤(부문 BAU의 15.5%),
그리고 식품산업에서는 부문 BAU의 7.1%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2 2009
년에 발표한 2020년 농축산부문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비에너
지와 에너지를 포함하여 148만 5천 톤이다. 이는 정학균 외(2015)가 제시
하였던 2030년 목표(안)인 비에너지 분야 70만 2천 톤～98만 8천 톤, 에너
지 분야 151만 9천 톤과 비슷한 수준이다(이상민 외 2017). 문재인 정부
2

식품산업협회 내부자료; 이상민 외(201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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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이후, 국정과제에서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포함함으로써 2017년 10
월부터 2018년 6월까지도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보완·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감축 수단을 도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 타 산업분야에 비해 농림축산식품분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쓰
이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농가 소득 창출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으므
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농축산식품 부문은 타 산업에 비
하여 자연환경 및 기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
로 받는다는 점, 식량 공급 및 식량안보 확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농축산식품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 노력도 매우 중요해진다. 파리협정의 전문에서도 식량안보
확보와 기아 종식,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따른 식량 생산시스템의
취약성 등을 대응의 우선순위로 인식하였다(UNFCCC 2015). 농축산식품
산업은 국민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후에 따라 시장
이 크게 좌우된다는 특징이 있다. 단기적으로 무난한 식량공급을 위해 기
존의 관행을 따른 생산·유통 방법을 유지할 경우 기후변화는 가속화될 것
이다. 반면 지속가능한 식량공급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적용
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식량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지만, 향후 안정적인
식량공급이 가능해진다.
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식량공급체계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 배출권거래제,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 정부는 품종개발, 재해보험(Disaster Insurance), 피해 경감을
위한 농업기반시설(Agricultural Infrastructure)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기후체제하 농축산식품부문에서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3 및 적응

3

온실가스 배출원(source)을 감축(abatement)하거나 흡수원(sink)을 제고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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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ation)4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Cost)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신기후체제 수용
에 따른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 도입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정책 시
뮬레이션 분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파리협정 이후 신기후체제에 참여하여 자발적으
로 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분야에 발생하게 될 영향을 계
측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신기후체제 하에서 농축산식품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Fundamental Change)를 꾀하기보다는 기존의 정책들을 활
용하여 부정적인 파급영향을 최대한 줄이고 긍정적인 방안(Positive
Measure)을 찾아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적은 새로운 기후체제하에서 효과적인 기후변화
완화 이행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축산식품부문의 체계적인 대응전략
을 제시하는 것이다(이상민 외 2017). 이를 위하여 1차년도에는 신기후체
제 수용에 따라 적용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
과를 분석하였다. 즉,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의 인벤토리(Inventory)를
구축하고, 수단별 실증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계측하였으며, 식
품산업의 경우 사업체 단위 감축능력 파악의 제약으로 전체 산업을 대상으

4

간의 개입을 말한다(IPCC 2014).
실제로 일어나거나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자극과 기후자극의 효과에 대
응한 자연, 인간 시스템의 조절작용을 일컬음. 기후변화의 결과로 발생하는 새
로운 변화를 활용하여 기회로 삼는 행동 또는 과정을 포괄함(IPCC 2014). 또
한, 지역사회와 생태계가 변화하는 기후조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
동이기도 함(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홈페이지, http://ccas.kei.re.kr: 201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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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한계감축비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년도에는 전년도 결과를 바탕
으로 기후변화 완화 및 기후변화 적응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
여 해당 정책이 농축산식품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신기후체제에
대응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3. 선행연구 검토

3.1. 농축산식품부문 신기후체제 이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연구
신기후체제와 관련된 연구는 법제적 관점에서 파리협정의 내용을 분석
하거나, 우리나라가 어떻게 신기후체제에 대응해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모색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김홍균 2017; 김이진·이상엽 2016; 박시원
2016; 정남철 외 2016 등). 최원기(2017)는 2017년 11월에 개최된 당사국

총회(COP23)에서 파리협정 세부규정에 대한 갈등이 격화될 것을 전망하
며, 2018년 파리협정 세부규정(rulebook) 확정 작업에서 한국이 적극적으
로 대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농축산식품 분야도 이러한 국제적 움
직임에 발맞추어서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하
였다.
채여라 외(2017)는 신기후체제 이후 2℃ 이하 기후안전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산업 부문별 영향과 대응 전략을 분석하였다. 각 부문별로 기후변화
의 영향, 활용 가능한 지표 선정 및 정책 목표,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정도,
기후안전사회로의 부문별 로드맵을 함께 제시하였다. 농업 부문 로드맵에
는 국가 단위 기후변화 대응 세부추진 계획 업데이트, 비농업 부문과의 정
책 목표 정합성 점검, 기존 기술의 현장 보급 제고, 연구개발 및 MRV 개
발,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 홍보 및 교육, 농업환경정보시스템 구축 및
농업인 활용 능력제고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
응 전략에 대한 정성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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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전략에 대한 정량적인 경제 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신기후체제 이후의 세부 부문별 전략을 수립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으며
농업부문의 대응전략 제시 연구도 매우 제한적이다. 김창길 외(2015)는 기
후변화 적응 수단으로 재해보험 가입과 작목 전환, 기상·기후 정보 활용을
제시하였고, 관련 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 수단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및 현장 애로사항을 분석한 바 있으나 이는 파리협정 체결 이전에 수
행된 연구이다. 또한, 정학균 외(2016a)는 신기후체제하에서 한계감축비용
분석을 기초로 저탄소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강창길 외(2015)
와 더불어 적응과 완화라는 특정 분야에 중점을 두고 분석이 진행되어서
적응과 완화를 모두 살펴보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함께 고려한 예로 정학균 외(2016b)의 연구가 있으나, 국내 농업
부문의 기존 기후변화 대응 수단을 기후스마트농업의 관점에서 분석하였
으며, 신기후체제와 같은 거시적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 농업 부문 대
응 전략 수립까지 연구 내용이 연결되지는 않았다.
김창길 외(2014)는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취약성, 산림·수산·식품분야 기
후변화 영향평가 모형, 데이터마이닝 기후변화 영향평가 모형을 구축하고
AHP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이는

파리협정 출범 이전의 연구이므로 파리협정 이후 국가 단위의 기후변화 대
응 로드맵을 반영하여 연구결과를 재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3.2.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연구
취약성 관련 연구는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다.5 이는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후 등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응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Burton et al. 2002; Carter et al. 2007; Hinkel

5

취약성 관련 내용과 문헌들은 Cater et al.(2007), Adger et al.(2007), Cardona et
al.(2012), Jones et al.(2014), Hewitson et al.(2014)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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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하지만 국내 농업부문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관련 연구 또한 취약성 관련 지표구축에 집중되어 있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에서 기후변화 적응으로 옮겨감에
따라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개념적인 논의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졌다
(O’Brien et al. 2004; Füssel and Klein 2006; Füssel 2007). 이는 취약성이

라는 개념이 다양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어, 정확한 분석과 정책 활용을
위해서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연구목적에 맞는 접근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Downing and Patwardhan
2005; Füssel 2007).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기후변화 취약성 관련 연구의

경우, 해외 연구를 소개만 할뿐 정작 연구의 대상 혹은 정책 목적에 맞는
취약성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취약성 평가(assessment)를 위한 접근법(approach 혹은 framework)과 방
법론(methodology) 또한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구체적으
로 UNFCCC(2004)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그리고 적응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론을 정리하고 소개했다. Füssel and Klein(2006)은 취약성
평가를 영향 평가, 1세대 취약성 평가, 2세대 취약성 평가, 그리고 적응 정
책 평가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징을 서술했다. Carter et al.(2007)은 기후변
화를 분석하는 접근법을 영향(climate change impact) 접근법, 적응(adaptation)
접근법, 취약성(vulnerability) 접근법, 통합적(integrated) 접근법, 그리고 기
후변화 대응 위기관리 틀(Risk management framework)을 바탕으로 한 접
근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각의 접근법에 사용된 구체적인 방법론과 그
발전에 대해 설명했다.
흥미로운 점은 영향 평가를 제외한 접근법에서 이해당사자(stakeholder)
의 참여가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해당사자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경험과 지식,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책 수요와 적응 방안 등을 제공
할 수 있다(Carter et al. 2007). 이는 기후변화 취약성과 적응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설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는
연구 목적에 따라 단순 지식 제공에서 시나리오 구성, 평가 툴 구축, 그리
고 정책 구성 단계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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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성을 평가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개발할 수도 있다(Conde and Lonsdale
2005).

국내 연구의 경우 정책적 활용을 위한 지표 위주의 취약성 평가가 대부
분이다. 구체적으로 유가영·김인애(2008)는 국내 실정을 반영한 지표체계를
기후변화 노출 정도(exposure)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sensitivity)
와 적응능력(adaptive capacity)을 기준으로 구축하고, 각 지표들의 산술평
균을 이용하여 지역별 취약성-탄력성 지표(Moss et al. 2001)를 계측했다.
하지만 민감도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농업이 들어가 있을 뿐, 농업
부문의 적응능력과 기후노출에 관한 분석은 따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2012) 역시 취약성-탄력성 지표를 바탕으로 지역
별 취약성 계수를 계측하였다. 단, 유가영·김인애(2008)와는 달리, 델파이
방법을 통해 얻은 각 요소들의 가중치를 바탕으로 취약성-탄력성 지표를
계측했다. 또한 지역별 취약성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을 포함한 산업부문별
취약성을 계측했다. 농업부문의 취약성은 농경지 토양침식의 취약성, 재
배·사육시설의 취약성, 벼 재배 취약성, 사과재배 취약성, 가축 생산의 취
약성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요소의 가중치와 각 요소에 포함된 지표들의 가
중치를 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여 산정했다.
이렇게 구축된 지표체계와 가중치 설정 방법을 바탕으로 환경정책평가연
구원은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을 위한 취약성 분석 툴(Vulnerability Assessment
Tool to build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VESTAP)이라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지원 도구 시스템을 개발하고, 광역·기초지자체별 기후변화
취약성 지수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1년차에는 Kaminski et al.(2013)을 바탕으로 경종부문에 대한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였지만, 앞서 언급한 연구와는 달리 농민들의 적응
능력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표 위주의 취약성 평가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
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선 취약성이라는 개념은 맥락 특이적이다. 간단한
지표를 바탕으로 취약성과 연관된 맥락을 모두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취약성 지표는 연구의 대상 집단(entity 혹은 system)이 소수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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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잘 표현될 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기후변화에 취약
한 집단을 식별할 때에만 적합할 수 있다(Hinkel 2011).
또한 지표 생성에 사용하기 위해 AHP나 델파이 기법과 같은 전문가 집
단의 의견(expert judgement)에 의존할 경우, 시간과 공간에 따라 그 지표
의 유용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기후변화 취약성은 현재가 아닌 미래에 일
어날 기후변화에 관한 것이므로, 지표 역시 현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미
래의 일어날 기후변화의 영향을 계측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약성
지표는 시뮬레이션 모형 혹은 예측 모형(predictive model)을 필요로 한다
(Erisen and Kelly 2007).

국내연구의 경우, Moss et al.(2001)과 같이 시뮬레이션 모형(MiniCAM)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Moss et al.(2001)은 취
약성 지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결과에 피해 지표(harm indicator)
를 적용한 것이다. 국내 연구의 경우, 이 연구가 도입한 취약성-탄력성 지
표를 이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3.3. 기후변화 대응 정책 시뮬레이션
해외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연산균형 모형을 활용함으로써 기후변화 정
책의 경제적 혹은 환경적 영향(Econom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을
평가한 연구가 다수 있다. 예를 들어, OECD의 경우, ENV-Linkages라는
일반연산균형(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 안에 정부
및 환경 정책과 연관된 식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정부의 보조금이
나 탄소세 그리고 배출권거래제 등으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을 계측하였
다.6 국내의 경우, 김수이(2009)는 KEEI Global CGE 모형을 기초로 탄소
세 및 배출권거래제의 시행과 연관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함으로써 두
제도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이상민 외 2017).
6

Chateau et al.(2014); 이상민 외(201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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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의 효과성 분석에서는 농업
부문의 부분균형모형에 작물모형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나온 일반연산균형모형 이외에도 활용되는 부분균형모형으로는 IFPRI의
IMPACT(International Model for Policy Analysis of Agricultural Commodities
and Trade), 미국 농무부에서 활용되는 FASOM(Forestry and Agricultural
Sector Optimization Model), EU에서 활용되는 MASCUR(Modeling European
Agriculture with Climate Change for Food Security) 등이 있으며 이는 무

역도 함께 고려한 국제 모형으로 볼 수 있다.
김창길 외(2006)는 동태적 CGE 모형을 이용하여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
응, 기후변화 이행에 따른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
책수단 실행에 따른 농업부문 및 비농업부문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분석하
였다. 김창길 외(2012)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보유한 농업 부문 부분균
형모형 KASMO와 작물모형을 연계하여서 농업 부문 기후변화 영향을 계
측하였으나 정책 수단을 시뮬레이션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Cenacchi et al.(2016)은 기후변화 적응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IMPACT 모

형을 활용하여 한국 농가의 생산성(Productivity) 및 무역량 변화를 추정하
였으나, 한국이 하나의 식량생산단위로 포함됨으로써 국내 정책 효과를 구
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박경원·권오상(2011)의 경우 적절한 적응 조치가 농업이윤에 미치는 영
향을 동태적실증수리계획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적절한 적응
조치는 농업이윤 증가로 연결됨을 보여주었다. 권오상·이한빈(2012)은 작
물 시뮬레이션 및 준모수적 분석법을 이용하여 기후변화가 쌀, 낙농 및 축
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축차적 동태 CGE 모형을 이용
하여 기후변화가 농업부문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쌀에 의한 2050년 연간 GDP 예상손실률이 0.02～0.2%로 나
타났고, 낙농 및 축산업 부문에서도 영향이 크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
한 박경원 외(2015)는 농업부문모형을 활용하여서 2℃ 기온 상승 시 국내
농업생산이 3.32% 감소하고 국내 가격지수가 6.95% 증가할 것을 예측했
다. 권오상 외(2016)는 전남 지역과 제주도 지역의 작물 생산 연료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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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여서 제주도 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이후 최적화된 작목 전환에 대
하여서 분석하였고, 기온 상승과 생산비 변화와 함께 수요 특성도 작목 전
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 권오상 외(2017)는 앞서 개발
한 PMP를 포함한 농업부문모형을 일반균형모형과 결합하여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내용을 반영한 정책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고, 지역별·품목별
생산비 및 온실가스 배출 변화를 추정하였다.

3.4.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대부분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기후변화 완화와 적
응을 나누어서 접근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향후에 보다 강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도 농가 수용성 분
석을 근거로 설정되지 않았다. 국내 농업 관련 취약성 연구는 이해당사자
인 농업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표의 선정
과 평가 방식 또한 국내 농업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기후체제의 감축 주요 내용은 ‘진전 원칙(progress principle)’을 적용한
‘국가 기여분(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을 5년마다 제출

토록 하는 것이며, 적응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 회복력을 제고하고 취약성
(Vulnerability)을 강화하는 적응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제시되었다. 본 연

구는 이러한 신기후체제의 내용적 특징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 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함께
고려한 국가 차원의 농업 부문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했다.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에 있어서도, 2018년 수정·보
완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최신 내용을 반영하고, 1차년도
에서 연구되었던 감축·적응 인벤토리 수단의 현장 적용성을 엄밀하게 검정
하여 농축산식품 분야에서의 구체화된 정책 시나리오를 도출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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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그런가 하면 기후변화 완화정책 시뮬레이션 분
석을 위한 시나리오를 설정할 때 2030년 목표치보다 강화된 목표치를 설
정하여 분석하고, 농가들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들에 대한 수용성
을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국가 기후변화 대응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 방향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 국내 기후변화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던 취약성 분석을 본 연구에 포함시켰으며, 취약성 분석 방법 면에서는
국내 취약성 관련 연구와는 달리 취약성 분석에 있어 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지표 중심의 취약성 평가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4. 연구범위와 방법

4.1. 연구범위
파리협정의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주요 내용으
로 포함하고 있지만 재원,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 등도 제시되었다. 하지
만 재원,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 등은 그 영향을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
되, 특정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완화·적응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도출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경종, 축산, 식품 분야에서의 완화와
적응을 대상으로 하되, 식품 분야 적응은 관련 자료가 매우 제한적인 관계
로 분석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완화 수단은 1차년도에 구축한 인벤토리 수
단 중,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서 현장 적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수단을 대
상으로 했다. 본 연구에서의 적응 수단은 쌀 기준, 재배시기 변경, 신품종
도입을 대상으로 했다.
한편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의 분석은 현존하는 기술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향후 개발될 것으로 보이는 기술은 제외했다. 이 연구는 농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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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조사 및 분석도 이루어지지만 신기후체제 대응 농축산식품부문 대응
전략은 국가 수준에서만 제시하였다.

4.2. 연구방법
신기후체제 대응전략 연구를 위해 국내외 관련 분야의 선행 연구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의 정책·예산 자료와 농촌진
흥청 및 국립농업과학원의 기후변화 대응기술, 그리고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의 신기후체제 관련 연구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경제적 분석 방법
론,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구성 요소, 대응 수단의 수용
성, 적응 능력 평가에 대한 개념과 평가 툴(tool) 개발 관련 문헌을 검토하
였다. 또한 OECD, FAO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이루어진 신기후체제의 경
제적 분석,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의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 등의 관
련 선행연구도 검토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수단에 관한 연구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의 경제성 평가’라는 제목의
국제 워크숍을 2017년 11월 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
하였다.
신기후체제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에 대한 실증분석과 농축산
식품부문 대응전략의 핵심과제 도출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론을 연구에
적용하였다.
첫째, 기후변화 감축 수단 도입에 관한 비용 관련 자료를 얻기 위해 전
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한계감축비용을 분석하
였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의 영향 분석 방법을 통해 비용 효과적인 감축
수단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둘째,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생산기술의 취약성을 분석하기 위해 시군별
통계자료와 APCC의 기후자료를 기초로 농가의 작부체계와 축종 및 사육
규모 변경을 나타내는 구조적 모형을 분석하였다.
셋째,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수단의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해 농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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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상향식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구조상 상향식 모형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
운 식품부문은 완화된 수준의 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는 모형들을 개발·운용 중인 서울대학교 권오
상 교수팀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넷째, 기후변화 대응수단의 수용성을 분석하기 위해 벼 재배, 시설 재배,
축산(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면접 및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빈도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용의향 요
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짓모형을 적용하였다.
다섯째, 농업인의 적응능력을 계측하기 위해 농업 관련 공인 시군별 통계자
료를 기초로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이용하였다.

5. 보고서의 구성

본 연구는 전체적으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에 대한 실증분석을
기초로 농축산식품부문 대응전략을 위한 비전과 기본 방향, 핵심 추진과제
를 제시하였다. 또 본 연구는 신기후체제에 따른 영향과 대응전략 관련 2
년차 연구의 종합 보고서이므로 1년차의 주요 연구 성과인 기후변화 대응
수단의 경제적 분석을 포함하여 모두 8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그림 1-1>.
제2장에서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신기후체제에
따라 달라진 대응수단에 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농축산식품 분야 온실가
스 감축 목표·사업과 기후변화 적응 목표·정책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전문가 조사를 통해 선정된 신기후체제하 기후변화 대응수
단 인벤토리를 제시하였다. 또한, 각 수단의 정의와 완화 및 적응의 효과,
그리고 관련된 정부 정책 추진현황과 지표, 수단 적용 시 한계점 등을 제
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1차년도의 주요 연구 성과인 기후변화 대응수단의 경제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수단의 경제적 분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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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이용된 자료에 대해 설명하였고,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의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를 제시하였다. 이 장은 분석모형에 대한 설명, 분석에 이용된 자료, 시뮬
레이션 분석을 위해 설정된 시나리오, 그리고 분석결과 및 시사점 등을 포
함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생산자의 신기후체제 대응 수단의 수용성과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신기후체제 대응 수단의 수용의향 조사결
과 및 시사점, 수용의향 요인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등을 다루었다. 제2절에
서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참여 식품기업 실태조
사 결과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3절에서는 농업인 적응능력 분석 결과
를 다루었으며 구체적으로 적응능력의 정의 및 연구 동향, 지표의 선정과
분석틀, 분석방법, 분석자료, 분석결과, 시사점 등을 포함하였다.
제7장에서는 먼저 실증분석의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고, 그다음
신기후체제 대응의 기본 방향, 전략실천을 위한 핵심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제8장에서는 요약과 결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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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신기후체제 대응전략 도출을 위한 연차별 연구 흐름도
선행연구 검토 및 관련자료 검색
<1차년도>
ㆍ신기후체제 내용 분석

⇐

ㆍ선행연구 및 관련문서 검토

ㆍ농축산식품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파악

⇐

ㆍ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ㆍ저탄소 농산물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ㆍ기후변화 대응 수단 인벤토리 구축

⇐

ㆍ온실가스 완화 및 기후변화 적응 수단의
경제적 분석

⇐

ㆍ수단별 적용에 따른 비용과 편익분석
자료 구축

ㆍ기후변화 대응정책 현황 파악

⇐

ㆍ과거 및 현재의 정책 검토

ㆍ농업부문 상향식 모형을 활용한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

⇐

ㆍ상향식 모형 및 분석자료 구축
ㆍ시뮬레이션 분석 시나리오 설정 및 분석

ㆍ생산자 대응수단 수용력 분석

⇐

ㆍ농업인, 식품기업 대상
설문조사 및 분석

ㆍ농업인 적응능력 분석

⇐

ㆍ완화수단: 한계감축비용 분석
ㆍ적응수단: 구조적 모형 분석

<2차년도>

ㆍ적응능력 평가 틀 구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전략접근법을 적용한 농축산식품부문 기후변화
대응전략 제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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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기후체제에 따른 국가이행수단 변화

1.1. 파리협정과 당사국 회의 흐름
2015년 12월 12일에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위한 노력을 약속한 최초의 협정으로, 교토의정
서에서는 의무에서 제외되었던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함께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각국
목표와 더불어 재정 자원의 이동과 공급, 신기술 체계와 역량 배양, 투명성
제고를 함께 추진한다.
파리협정의 주된 목표는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기온 증가가 2℃ 이하에
머무는 것으로, 가능하다면 기온 증가를 1.5℃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온 상승을 포함한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분석은 다
양할 수 있으나,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가 2014년 발간한 AR5 보고서(fifth
assessment report)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현재 AR6 보

고서가 작업 중에 있으며, 더불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대한 방법론
보고서도 작성 중에 있다. AR6 보고서는 2021년 작성이 완료되어 2022년
종합보고서로 발표되고, 이어 2023년 개최 예정인 전 지구적 이행점검
(global stocktake)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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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은 ‘이중 기준(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
는 55개국 이상의 비준)’을 만족시켜 2016년 11월 4일에 발효되었다. 2018
년 6월 현재 비준(ratification), 수락(acceptance), 승인(approval) 또는 가입
(accession)을 한 회원국은 모두 178개국이며, 우리나라는 2016년 4월 22일

에 서명, 11월 3일에 비준하였다.
2020년 만료인 교토체제를 대체하여서 적용된다는 점에서 2020년 이후

의 파리협정 체제하 기후변화 대응을 ‘신기후체제(Post 2020)’로 부르고 있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기후체제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협동이
강조된다. 교토체제에서는 37개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가 주어진 데 반해,
신기후체제하에서는 197개의 모든 당사국이 감축 의무를 가지게 된다.
당사국은 ‘자발적 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제
출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회원국의 배출 및 감축 노력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다. 또한 5년마다 목표 달성에 대한 전 지구적인 진행 상
황과 각 회원국의 추가 노력에 대해서도 점검하기로 합의하였다.
2016년 11월 열린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에서는

파리협정 이행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회의 결과
를 담은 의장(co-facilitators)의 비공식 문서가 법적·공식적 지위를 확보하
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채여라 외 2017: 424).
NDC에 대해서는 특성, 정보, 회계 등 세부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

고자 하였으나 범위(scope)에 대한 국가 간 대립으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
지지 못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서는 각국이 자율적으로 작성하
되,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전 지구적 이행
점검 부분은 다른 두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서 투입자
료, 시행방식, 시행결과, 전체 맥락 및 연계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
나, 의장의 비공식 문서에 회의 결과가 담겨 공식적 지위 확보는 실패하였
다<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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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COP22 기후변화협상회의 주요내용
구분

NDC

내용
결과
- NDC 특성(feature), 정보(information), - 논의의 범위(scope)에 대한 강성개도국과 선진국의 입장 대
회계(accounting) 등 3개 세부 이슈에 대한 립으로 논의의 진전이 저해됨
지침 마련
- 법적으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의장(co-facilitators)의 비
공식 문서가 마련되었음
※ 협상문안에 담겨야 할 주요 꼭지(heading) 수준의 문서

- 적응 보고의 목적(purpose), 포함요소
- 적응 보고의 형식은 국가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안을
(elements), 연계성(linkage), 형식(vehicle), 고려하며,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적응
유연성(flexibility) 등에 대한 논의
형성됨
- 법적으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의장(co-facilitators)의 비
공식 문서가 마련되었음
-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위한 투입자료(source - 비교적 원활하게 논의가 전개되었으나, 회의결과를 담은 의
of input), 시행방식(modalities), 시행결과 장(co-facilitators)이 마련한 비공식 문서(non-paper)에
전 지구적
(outcomes), 전체맥락 및 연계(context 대해 당사국들이 편향적이고 종합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면
이행점검
and linkage) 등 세부 이슈에 대한 논의
서 문서상 어떠한 법적/공식 지위 없음을 의미를 지닌
‘disclaimer’라는 용어가 삽입됨
자료: 채여라 외(2017: 425).

2017년 11월 열린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에서는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지침 협상을 위해 ‘파리협정 특별작업반(Ad 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 APA)’을 병행하여서 개최하였다.
COP23 개최 이전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겠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가 있었으나, 주요 당사국은 파리협정 이행을 충실히 하겠다는 자세를 견
지하였다. 또한 APA 특별작업반은 지난 2년간 협상 논의를 취합하여, 각
국 입장, 그룹별 입장, 여러 논의를 바탕으로 의제별(감축, 적응, 투명성,
전 지구적 이행점검, 이행준수) 비공식 노트(Informal Notes)를 작성하였다.
APA는 2018년까지 세부이행지침 협의안을 마련하여서 2018년 11월 예정

된 COP24 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오진규 2018).
한국은 2015년 6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usiness As Usual: BAU)
대비 37%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것은 국제사회에 신기
후체제 이후 한국의 대응 노력을 알린 것이기도 하다. 현재 ‘203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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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후변화 대응 국내 정책 개요
한국은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법률 제15489호, 2018. 3. 20.,
타법개정)을 제정하여 국가 기후변화 대응 등을 포함한 저탄소 사회 구현
을 이루고자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016년 12월에는 동 기본법
에 근거하여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신기후체제 대
응을 위한 한국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액션플랜을 제시하였다.
<표 2-2> 신기후체제 기후변화 대응 추진 전략
분야

현 재

향후 중장기 전략 방향

대응 범위

온실가스 감축

감축·적응·투명성 등 포괄

감축 수단

규제 중심(산업계 부담)

과학기술/시장 중심 (산업, 시장 진흥)

대응 체계

단편적 대응
(개별부처 차원)

⇒

통합적 대응 (범부처 차원)

이행 주체

정부주도 / 산업계 중심

민관협업/全부문 노력

평가 체계

-

주기적 평가/환류

국제 점검

-

5년 단위 이행 실적 점검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6a: 22).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기존 국내 정책은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2009년에는 자발적으로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2010년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
정하여서 기후변화 대응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2012
년에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에는 온실가
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실시 등 감축 정책을
꾸준히 이어왔다. 또한 2010년과 2015년,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마련
하여 현재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이 실시되고 있다.
2015년 12월 파리협정 채택 이후,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 타워는 환경부

에서 국무조정실로 변경되었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국무조정실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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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4개 부처(산업부, 국토부, 농림
부, 환경부)가 부문별 세부목표를 정하고 정책 개발 및 감축 이행을 책임지
는 ‘관장부처 책임제’를 수행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운영 총
괄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환경부는 기존 컨트롤 타워 역할에서 중장기 국
가 전략 수립, 목표관리제 총괄, COP 수석대표 수행 등 국내외 주요 업무
담당으로 변화하였다.
국무조정실이 컨트롤 타워가 된 이후, 2016년도에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하 2030 로드맵)”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7
년도에 “2050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이하 2050 저탄소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앞선 두 가지 국가 계획은 2016년도에 확정되어서 12
월 발표되었으나, “2050 저탄소전략”은 2018년 11월 현재 발표되지 않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는 “2030 로드맵”과 “2050년 저탄소발전전
략”이 각각 중장기 감축의 기본계획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상위 계획으로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6-’35)”과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14-’18)”이 있으며, 신기후체제 대응과 관련한 직접적 계획은 “제1차 기

후변화대응 기본계획(’17-’36)(이하 제1차 기본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

22 신기후체제와 국가 이행수단의 변화
<표 2-3> 기후변화 관련 기본계획 비교
구분

녹색성장

에너지

배출권거래제

기후변화

기후변화대응

지속가능발전

5개년 계획

기본계획

기본계획

적응대책

기본계획

기본계획

현행

2차(’14.6.)
(’14-’18)

2차(’14.1.)
(’14-’35)

1차(’14.1.)
(’15-’24)

2차(’15.12.)
(’16-’20)

1차(’16년)
(’17-’36)

3차(’16년)
(‘16-’35)

근거
법령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9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

계획
기간

2050년까지
계획기간 20년,
10년 단위로
매 5년마다 수립 매 5년마다 수립 매 5년마다 수립

5년 단위 수립

계획기간 20년, 계획기간 20년,
매 5년마다 수립 매 5년마다 수립

주체

산업통상자원부
국내외 에너지
수요·공급의
추이 및 전망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공급
및 관리대책
에너지 수요
목표, 에너지원
구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관한 사항
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
대책
에너지 안전
관리 대책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보급,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국무조정실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녹색산업 육성
내용 산업구조의
고도화
녹색경제 기반
조성, 녹색
국토·교통 조성
생활의 녹색혁명

기획재정부
국내외 현황 및
전망
배출권거래제
운영 기본방향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 운영
경제성장과
부문별·업종별
신규 투자 및
시설 확장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전망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방안, 국내
산업 지원대책,
국제협력, 재원
조달, 교육 등

환경부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외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의
감시·예측·제공· 경향 및 미래
현황 및 여건
활용능력 향상
전망과 대기 중의 변화와 전망에
기후변화 영향,
온실가스 농도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을
취약성평가,
변화
온실가스 배출· 위한 비전, 목표,
적응대책
흡수현황 및
취약계층·지역
추진전략과
전망
등의 재해예방
원칙, 기본정책
적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방향, 주요
국제협약 등
중장기 감축목표 지표에 관한
설정 및 부문별· 사항
지속가능발전에
단계별 대책
관련한 국제적
기후변화의
합의 이행에
감시·취약성
관한 사항 등
평가 등 적응
대책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 국제
협력, 인력양성
등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6a: 85); 관계부처 합동(2016b)을 참고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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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에서는 환경, 사회,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 아래 환경, 사회, 경제, 국제 분야의 4대 목표,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014-2018)”에서 기후변화 관련 전략은 ‘글로벌 책임 국가’ 목표 아래
‘4-2.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포함되어 있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

현’을 비전으로 두고 (1)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 (2) 탄소시장 활
용을 통한 비용 효과적 감축, (3) 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연
구투자 확대, (4) 이상기후에서 안전한 사회 구현, (5) 탄소 흡수·순환 기능
증진, (6)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7) 범국민 실천 및 참여
기반 마련을 주요과제로 제시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되거나 해당 부처의 소관인

세부 이행 계획은 <표 2-4>와 같다. 농림부가 소관이 되는 과제는 농업용
수의 안정적 공급과 식량생산의 안정성 확보와 연관된다. 이 외에도 영농
교육이나 탄소배출 정보 구축에 있어서 관계 부처로서 협조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
<표 2-4>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농림부 관련 세부이행계획
과제 제목
(4-2) 기후변화에서 안전한 사회건설
- (4) 재난·재해 관리 시스템 강화
- ② 기술 개발
(4-3)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
- (4) 안정적인 용수 이용 및 식량 관리
- ② 농업용수 관리
(4-3)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
- (4) 안정적인 용수 이용 및 식량 관리
- ④ 식량 관리
(6-2) 파리협정 이행 점검의 신뢰성·투명성 강화
- (1)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 체계 마련
(7-1) 생활속 온실가스 줄이기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7a).

부처 역할
(관계 부처) 소각 근절 교육

(소관 부처)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소관 부처) 품종 개발, 예찰·방제·방역 강화, 온실 내 재해
설계 기준 마련 및 첨단온실 확산
(관계 부처)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소관 부처) 탄소배출 정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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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이후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정부와 관계부처 합동은 2018
년도 6월 “2030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서는
“제1차 기본계획”상의 과제 (3) 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연

구투자 확대와 (4) 이상기후에서 안전한 사회 구현이 제시되었다. 단기적
으로는 2018년도 현재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16-’20)”이 실행 중이며
2018년도 현재 2017년도 사업 평가 및 제2차 적응대책 세부계획 중간 평

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2. 농축산식품 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2.1. 국가 계획상 농축산식품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교토체제가 적용되는 202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사
항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서 찾아볼 수 있다
면, 신기후체제 이후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 로드
맵”을 기초로 할 예정이다.
기존 농축산업 분야의 감축수단으로는 논물관리(간단관개), 화학비료 사용
절감, 가축 분뇨 처리시설 확충, 장내발효 개선(양질 조사료 및 저메탄사료
보급),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보일러 등) 도입, 농어업
에너지 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보온터널개폐장치 등) 보급 등이 해당한다.
2016년 확정된 “2030 로드맵”은 각 분야별 구체적인 감축방안을 따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연도별 정책 목표나 감축량 목표는 농림축산식품부 내
부자료(2016)로 확인이 가능하다. “2030 로드맵”의 농축산업 부문 감축수
단도 기존 교토체제하의 감축수단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2014년도
로드맵과의 차이점은 ‘논물관리’에서 ‘논물얕게대기’가 추가되었고 ‘화학
비료 사용 절감’이 삭제된 것이다. 또한

‘농업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에

‘순환식 수막보온시스템’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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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신기후체제 이전 농림어업 감축방안과 정량평가 지표(∼2020년)
단위: 백만 톤
감축방안

지표

감축량
233.1

2020 국가 감축목표

BAU 776.1 대비 감축률 30%

음식료품

부문 BAU 5.8 대비 감축률 5.0%

0.3

농림어업

부문 BAU 28.5 대비 감축률 5.2%

1.5

논물관리

간단관개 면적 비율

0.14

ha당 화학비료 사용량

0.09

화학비료 사용 절감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개소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개소수

0.27

장내발효 개선1)

양질조사료 재배면적·공급량

0.08

신재생에너지 도입

시설원예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 목재펠릿) 지원면적

0.38

농어업 에너지절감시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보온터널 개폐장치) 지원면적

0.48

주 1) 저메탄사료 개발 내용도 포함됨. 천연물질(50여 종)의 메탄저감 효과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저메탄 사료
개발 및 현장 적용성 확대 기술 개발은 물론, 소의 반추위 내 다양한 미생물 중 메탄생성균만 분리·배
양하는 기술을 확립하고 메탄발생 억제기술 개발로 연계·발전 계획(관계부처 합동 2014: 58).
2) 어선 LED 보급 사업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 아니므로 내용에서 제외함.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4).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에 ‘61-② 온실가스 감축 강화’가
포함되면서 2017년 시작된 “2030 로드맵” 보완·수정 작업안이 2018년 7월
최종 확정되었다.
농업 부문의 경우 타 산업체와 비교했을 때 농업이 소규모 사업체인 경
우가 많고 지역별·작목별로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어, 농업행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거나 정책수단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
고·검증(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MRV) 방법론을 구축하
기가 매우 까다롭다. 따라서 타 산업과 유사한 규제나 배출총량거래(Cap
and Trade) 정책을 적용하면 상당한 행정비용과 거래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기존 감축방안의 대부분은 정책 보급과 관련이 있으며, 이
것은 “2030 로드맵” 수정안에서도 크게 달라지지는 못하였다<표 2-6>.
2018년 수정안의 경우, 베이스라인이 되는 배출전망치 자체에서 배출량

이 감축되어 기존안 대비 자연 감축분을 감축량에 포함하고 있다. 논물관
리의 경우에는 2030년 농경지 면적 감소가 전망되기 때문에 동일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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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하에서도 감축량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비에너지 부
문에서만 감축 수단으로 포함되었던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에서 발전하는 전기에 대한 감축량을 에너지 부문에 신규로 포함하여
서 추가 감축 잠재량이 고려되었다.
식품의 경우에는 농축산업과 별개로 목표가 산정되고 있다. 2014년도 발
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서는 음식료품 산업
으로, “2030 로드맵”에서는 공공·기타 산업의 일부로 포함되어서 그 목표
가 제시되었다.
<표 2-6> 신기후체제 이후 농림어업 감축방안과 정량평가 지표(∼2030년)
단위: 백만 톤
감축방안
2030 국내 감축목표

지표
BAU 850.8 대비 감축률 25.7%

공공·기타(음식료품 외 10개 산업) 부문 BAU 21.0 대비 감축률 17.3%
농축산(비에너지)

수정안 감축량

감축량
219

276.5

4.9

5.3

1

0.9

간단관개 면적 비율

0.305

0.239

논물얕게대기 면적 비율

0.092

0.048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개소수

0.016

0.016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개소수

0.406

0.406

양질조사료 공급량

0.109

0.109

저메탄사료 공급에 의한 감축률

0.060

0.038

신재생에너지 도입

시설원예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 목재펠릿)
지원면적

0.232

(가축분뇨에너지화 추가)
0.519

농업 에너지절감시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보온터널
개폐장치, 순환식 수막보온시스템) 지원면적

1.287

1.271

논물관리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장내발효 개선

부문 BAU 20.7 대비 감축률 5.2%

기존안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20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자료(2018)를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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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축산식품 분야 온실가스 감축 사업
농축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제도에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배
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가 있으며, 현재도 시행
중이다. 식품 분야의 경우에는 음식료품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대상으로,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제도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의 대상이 된다. 본 절에서는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 사업의 목적과
현황 등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표 2-7>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비교
사업명

사업 근거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감축사업

외부사업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농식품부 고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농식품부 고시)

주관부처

농식품부

환경부

농식품부

운영기관

실용화재단

부처별 관장기관

실용화재단

감축량 산정방법
A

베이스라인 배출량(A) - 프로젝트 배출량(B)
(1) 과거배출량 or
(1) 과거배출량 or
(2) 보편적 기술사용시 배출량 (2) 보편적 기술사용시 배출량

품목별 평균배출량
(국가통계 기반
5년 평균)

A
데이터근거

기존 사업장

기존 사업장

국가 평균(통계)

B

프로젝트 배출량
(사업장 배출량)

프로젝트 배출량
(사업장 배출량)

전 과정 배출량

배출량
산정 방법론

사업등록 방법론
(CDM 기반)

사업등록 방법론
(CDM 기반)

전 과정 평가
(LCA)

시스템 경계

기술단위

기술단위

제품단위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부자료(2018a, 2018b, 2018d).

28 신기후체제와 국가 이행수단의 변화

2.2.1.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
15489호, 2018. 3. 20., 타법개정) 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305호, 2016. 12. 2., 일부개
정) 제10조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실시되는 사업이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일종의 탄소상쇄제도로 이해 가능하며 경제적 인센티브를 바
탕으로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사업이다.7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 구매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하였고, 2015

년 본 사업에 진입하였다. 현재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톤당 1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대상에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그 대리인, 도농업기술원·농
업기술센터 등 농업 기관, 농업 및 산림 협동조합, 산학기관 등 다양한 주
체가 포함된다.
현재 ‘자발적 온실가스감축사업’은 시행 초기의 정부 구매형 사업을 벗
어나서 농가 감축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도
와 연계한 감축실적의 탄소시장 거래, 기업으로의 직접 판매와 같은 기업
상생모델 발굴 등에 노력하고 있다.

7

영국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산업계 주도의 자발적인 접근법으로 온실가스 배
출량을 저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 배출량 저감 펀드(Emissions Reduction
Fund: ERF)를 활용하고 있다(이 내용은 캔자스 주립대학교 문동현 박사과정생
에게 원고 위탁한 내용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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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실적
연도

등록

등록농가

인증

인증농가

(건)

(호)

(건)
-

(호)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적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5
60
5
117
6
108
10
90
9
47
11
41
46
463
내부 자료(2018b).

5
9
13
17
19
63

60
171
126
191
106
654

감축량

방법론

(톤CO2)
4,859
9,779
14,144
16,480
16,547
61,809

개발(건)
6
6
3
2
17

2.2.2.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는 친환경 및 농수산물 우수관리인증(GAP)을

받은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한 경우, 국가 인증을
유도하는 제도이다<표 2-9>. 여기서 저탄소 농업기술은 “ 농업부문 온실가
스 배출 저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기여하는 영농방법 및 관련 기술”을
의미한다(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2017: 제2조). 인증 기술은 전
과정 평가(life cyccle assessment)를 통해 농산물 생산 전과정에 걸친 투입
재의 환경 부하를 평가하여 선정하게 된다. 본 인증제의 목표는 (1)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2) 환경적·윤리적 소비의 확산, (3) 인증 농축산
물 소비 증대를 통한 농가 소득 확대로 볼 수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인증비용 지원, 온실가스 산정보고서 작성
교육 및 컨설팅 실시, 소비자가 그린카드로 저탄소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제품가액의 9%를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연계, 유통지원 등을 국고보
조로 100%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시행 주체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다.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는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대응 세부추진계

획｣의 일환으로 2012년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2014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이 제정되어 제도 운영의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2014년
부터 인증 표시를 병행하여 시행되었다. 2012년 7개 농업경영체(60개 농
가) 인증을 시작으로, 2017년 12월 기준, 478개 경영체(2,763개 농가)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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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유지하고 있다. 인증 초기에는 전남 지역의 친환경 농가를 중심으로
인증이 추진되었고, 2015년에는 저농약 인증이 폐지되면서 저탄소 인증을
새로운 유통·판매 전략으로 삼는 농가가 매우 증가하였다. 2018년 현재,
과수가 주요 품목인 경북 지역 농가의 비중이 가장 높은 실정이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서 인정하는 저탄소 농업기술은, ‘저탄소 농축
산물 인증제 세부운영요령(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규 355호)’의 인증대상의
세부사항에서 규정한 19개 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만이 인정되고 있다<표
2-10>. 기술은 크게 (1) 비료 및 작물보호제 절감 기술, (2) 농기계 에너지

절감기술, (3) 난방에너지 절감기술, (4) 농업용수 관리 기술로 구분된다.
인증가능품목은 식량, 과수, 채소, 특용 등 51개 품목으로, 축산물에서는
실질적인 인증이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표 2-9>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기술 목록
분야

저탄소 농업기술
최적비료사용
경축순환농법
자가제조 농자재 사용 농법
비료 및 작물 보호제 절감 기술
풋거름 작물재배
순환식 수경재배(폐양액 재활용 시스템)
생물적 자원을 이용한 제초 및 방제
직파재배
농기계 에너지 절감기술
무경운 및 부분경운
다겹보온커튼 및 보온터널 자동개폐장치
축열물주머니 이용 보온장치
수막재배 시스템
농업용 열 회수형 환기장치
난방에너지 절감기술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목재펠릿 난방 장치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
폐열 재이용 난방시스템
일사량 감응 전자동 변온관리 시스템
빗물 재활용 기술
농업용수 관리 기술
논의 물관리 기술
자료: 스마트그린푸드(http://www.smartgreenfood.org/jsp/front/business/b0203.jsp: 2018.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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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률｣(법률 제15836호, 2018. 10. 15., 일부 개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감축
의무 사업장 외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흡수·제거 사업을 인증 받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 분야의 경우,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더불어 관련
사업 방법론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부표 4-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대상 기업 내부에서
의 직접 감축, 배출권 구매, 상쇄와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저탄소
기술 도입의 경제성이 낮거나 여건상 직접 감축이 어려운 곳에서는 타 사
업장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상쇄제도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일종의 상쇄제도로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지정·고시된 할당 대상
사업장의 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이용 또는 배출활동에 있어서 국제적 기준
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
며, 이러한 외부사업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 받을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 부처별 책임제로 운영됨에 따라, 농림축산식
품부가 농업 부문의 외부사업 관장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
품부는 외부사업 승인에 대한 타당성 평가, 감축량 인증, 방법론 승인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 위탁하여 운영
중이다.
외부사업은 등록 유형에 따라 단일 감축사업, 묶음 감축사업, 프로그램
감축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단일 감축사업은 단일 감축 아이템으로 추진
되는 감축사업으로 연간 감축량 3,000톤CO2-eq8을 기준으로 일반 감축사
업과 소규모 감축사업으로 구분되며, 연간 100톤CO2-eq 이하인 사업은 극

8

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온실가스의 복사강제력을 비
교하는 단위로서 해당 온실가스량에 지구 온난화 계수를 곱해 산출한다(네이
버 검색, www.naver.com: 2018.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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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감축사업으로 구분된다. 묶음 감축사업은 연간 3,000톤CO2-eq(극소
규모 100톤CO2-eq) 이하의 소규모 외부사업 여러 개를 묶은 하나의 사업
이며, 총 감축량이 연간 1만 5,000톤CO2-eq(극소규모 500톤CO2-eq)을 초
과할 수 없다. 프로그램 감축사업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에 의
해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자발적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정책 감축사
업으로 승인하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도 참여가 가능하고 단위 사업의
상시 추가가 가능하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으로는 2017년 지열에너지시스템과 목재
펠릿보일러 사업이 농업 부문 최초로 등록되었으며, 2018년 8월에는 지열
에너지시스템 및 미활용열에너지를 활용한 네 개의 사업이 추가적으로 등
록되었다. 2018년 9월 기준으로, 바이오가스플랜트와 지열에너지시스템을
활용한 20개의 사업이 추가적으로 타당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2.2.4.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농축산 부문과 다르게 농식품 분야는 타 산업 기업과 동일한 제도권에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받고 있다. 농식품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가
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제도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배출
권거래제’이다.
‘목표관리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업종별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대한 법적 규제다. 국내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까지 배출전망 대비 37% 저감)를 달
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되었다. 환경부는 총괄기관으로 총괄·조정을
담당하며, 관리업체9의 목표 설정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문별 관장기관 다

9

여기서 관리업체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이 50천 톤CO2-eq/200TJ
이상 업체, 1만 5,000톤CO2-eq/80TJ 이상 사업장을 의미한다. 해당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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섯 개 부처가 협력하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관장기관은 관리업체를 지정하고 업체의 신설과 증설에 관한 계획, 감축
잠재량 등을 고려한 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
업체의 연간 단위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물론, 감축목표의 이행계획,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 관리를 수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다섯 개 관장기관 중 하나이다.
<표 2-10>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소관 부문별 관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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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자료(2018c).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임업·축산·식품 분야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에서 음식료품 부문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업종 구분이 가능하
다. 현재 농업(01), 제조업(10~12, 식료품, 음료, 담배)은 농업기술실용화재
단에서 제도를 수탁 운영하고, 그 외 임업(02), 제조업(16, 목재 및 나무제
품; 가구 제외)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도를 수탁 운영하고 있다.
<표 2-11> 식품업종 목표관리제 이행업체 및 실적 배출량
이행업체

총 배출량

(Y년)

(천 톤CO2-eq)

2012년

23개

2,269

-

2013년

23개

2,158

-

2014년

28개

2,441

-

연도

비고(업체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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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자료(201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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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체계
관리업체
지정
<Y-2년>

→

명세서 제출

→

<Y-1년>

감축목표
설정
→
<Y-1년>

이행계획
수립
→
<Y-1년>

목표 이행

→

<Y년>

이행실적
보고
<Y+1년>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부 자료(2018c).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는 2010년 식품 업종 27개로 시작하여 매년 농림축
산식품부 고시로 6월 경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 운영 체계는 <그림
2-1>과 같이, 최초 지정(Y-2년) 후 감축 이행(Y년)을 통해 업체별 이행실

적 평가(Y+1년)를 수행하는 식이다. <표 2-11>에서 보듯이, 2015년에 배
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서 대상 관리업체 수가 감소하였으나 2016년 관리
업체 지정 기준이 강화되면서 다시 관리업체 수가 증가하여 2017년 기준
으로 총 21개 업체가 목표관리제 대상이다. 단, 관리기준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아져 신규기업의 경우에는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기
때문에 총 배출량은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관리업체 기준
은 <표 2-12>와 같이 강화되어 왔다.
<표 2-12>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기준 변화
구분
온실가스(천 톤CO2-eq)
에너지 소비량(TJ)

2011년 12월 31일까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월 1일부터

업체

사업장

업체

사업장

업체

사업장

125 이상

25 이상

87.5 이상

20 이상

50 이상

15 이상

500 이상

100 이상

350 이상

90 이상

200 이상

80 이상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부 자료(2018c).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제도 운영 추진 역량 강
화를 위해 2014년부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업무를 위탁하여 식품업종 온
실가스 감축기술 실증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목표
관리제 식품업종 중소·중견기업 대상 에너지경영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 EnMS)10 구축 지원과, 고효율 감축설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식음료 업종에서의 고효율 감축설비의 대표적인 예는 보일러 및 냉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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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원으로부터 폐열을 회수하는 폐열회수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는 버
려지는 폐열을 회수하여 공장 내부 온수 등 필요한 곳에 열원을 공급하는
기술로, 보일러 등의 가동을 줄여 연료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폐열회
수기를 이용한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의 장점은 투자회수기간이 짧다는 것
이다. 투자회수기간이 5년 이상 되는 기술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에서 투자
를 미루는 경향이 있지만, 폐열회수의 경우에는 투자회수기간이 1~3년 정
도로 상대적으로 짧아 기업의 이용에 대한 유인이 존재한다.

2.2.5.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는 일반적으로 배출총량거래(cap and trade) 원칙에 기초

해 운영된다. 정부는 경제 주체들을 대상으로 배출허용총량(cap)을 설정하
고, 대상 기업체는 정해진 배출허용범위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배출권(permit)을 부여받게 된다.11 배출권은 정부로부터 할당
받거나 구매할 수 있으며, 대상 기업체들 간에 거래(trade) 가능하다.
배출권거래제도 목표관리제와 마찬가지로 2010년 제정된 ｢저탄소녹색성
장기본법｣을 법적 근거로 가지고 있다. 2012년 5월에는 배출권거래제의 근
거법령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2012년 11
월,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2014년 1월에는 국가 BAU 재검증 및 감축

10

11

EnMS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설비에 통신이 가능한 전력량계, 스팀유량계,
용수량계가 하나의 모니터 화면에서 보일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의미한
다. 공장의 모든 시스템을 하나의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설비
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설비 운전 현황을 어느 곳에서든 볼 수 있는 형
태로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다. 업체는 EnMS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당일 누적
전력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생산팀별 전력 사용량 분석도 가능하여 그에 따른
비용 소요 등도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EnMS를 통해 각 공정별, 설비단별 에
너지 사용현황, 생산팀별 에너지 사용량을 시간대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
기 떄문에 에너지 누수(leak) 발생에 실시간으로 대응도 가능하다. 즉, EnMS는
계측 포인트별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스템이다.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wwwsky13/221289285470: 2018.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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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건물·수송 등 7개 부문에 대한 감축정책과 이행 수
단을 포함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되었고,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이 함께 수립되었다. 또한 같은 시기에 한국

거래소(KRX)가 배출권거래소로 지정되었다. 이후 2014년 8월에는 배출권
할당, 검증, 인증, 조기 감축, 상쇄, 거래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를 다
루는 지침이 제정되었고 2015년 환경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온실가스 배출
권거래제가 시행되었다. 2016년 6월에는 배출권거래제 운영부처가 환경부
에서 부문별 관장부처제로 개편되었다. 이후 2017년에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고, 2018년 1월 다시 환경부 총괄체계로 재개편
되었다. 단, 지원제도와 외부사업은 부문별 관장부처가 계속 담당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은 세 단계로 나누어서 추진되고 있으며, 1

차 계획기간(2015-2017)을 지나서 현재 2차 계획기간(2018-2020)에 진입한
상태이다. 기간별 목표를 살펴보면, 제1차 계획기간은 배출권거래제 안착
에 주력하였고 제2차 계획기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에 중점을 두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2>. 기본(안)의 계획기간은 매 5년으로 하되, 제도 시행
초기의 경험 축적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제1차 및 제2차 계획기간은 3년
단위로 운영하도록 계획되었다.
제1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은 총 16억
8,700만 톤이며, 구체적인 구성은 정부 보유 예비분 8,880만 톤, 사전할당

량 15억 9,800만 톤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
표 수립에 따른 2017년도 할당계획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배출권 총수량은 당초 계획된 것보다 1,760만 톤 증
가한 17억 400만 톤, 예비분은 61.7만 톤 증가한 8,940만 톤, 사전할당량은
1,700만 톤 증가한 16억 1,500만 톤으로 변경되었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지정기준은 최근 3년간 온실가스 연평균 총 배
출량이 125천 톤CO2-eq 이상인 업체 또는 25천 톤CO2-eq 이상이다. 추가
적으로, 목표관리제에 참여한 업체 중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를 작성 및
검증하고 1회 이상 보고한 업체는 원할 경우 할당대상업체 지정 신청이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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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관리제와 마찬가지로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에 대해서도 부문별 관
장부처에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제도의 주요 목적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감소 방지 및 감축설비 지원을 통
한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도모다. 지원 대상은 할당업체 중 중소·중견기업
으로 감축설비 설치비의 최대 50%(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사업은 유형별로 (1) 온실가스 감축수단 발굴 컨설팅, EnMS 사전
컨설팅 기술 지원, (2)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구축 및 성과평가를
위한 자본 지원, (3) EnMS 구축 및 성과평가를 돕는 시스템 지원으로 나
눌 수 있다. 또한 감축설비 지원의 주요 지원 대상 설비는 폐열회수설비,
인버터제어형 공기 압축기, 연료전환버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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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온실가스 적응목표와 농축산식품 분야의 목표

2018년 현재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이하 제2차 적응

대책)”이 시행 중에 있으며, 여기서는 국가 적응대책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과제를 요약·소개한다.
<표 2-13> 제1, 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방향 비교
제1차 대책
1. 9개 부문별 적응대책 추진
- 67개 세부과제로 구성

제2차 대책
1. 적응기반 및 경제·사회·환경분야별 통합적 적응추진체계 구축
- 20개 중점 추진과제로 정책 효율화

2. 장기비전 달성을 위한 부문별 대책 필요성만을 제시 2.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중장기 및 단기 비전·목표 차
등화
- 중기·단기 시간프레임에 따른 행동계획 수립으로 국가적응 전략
구체화
3. 기후변화 적응에 국한하여 대책 발굴 및 추진

3. 기후변화 감축과 적응을 함께 고려하여 공동편익(Co-benefit)
효과 창출

4. 부처별로 추진 중인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우선하여 4. 기후변화 영향분석·리스크를 기반으로 과학적·수요기반의 대책
선별
마련
- 적응현안을 중점과제로 선정
5. 부문별 대책의 병렬식 구성
- 기후변화 영향의 차단·예방에 주력

5. 부문별 적응 우선순위와 핵심전략을 설정하고 기후변화 적응으로
경제·사회·환경의 선순환 유도

6. 정부기조,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확보
6. 기후변화 적응원칙 마련으로 정책의 가치와 일관된 방향성 확보
-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 지속가능발전에 부합, 취약계층 고려, 과학적 기반, 통합·시너지
창출, 소통 활성화 등 적응원칙 적용
7. 정기적인 대책의 추진여부 점검

7. 이행 및 점검체계 강화
-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과 적응대책 평가의 통합점검·환류체계
마련으로 효과적 대응

자료: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http://ccas.kei.re.kr/climate_change_adapt/menu4_1_5_12.do: 2018.
10. 31.).

“제1차 적응대책”과 다르게 “제2차 적응대책”에서는 87개 우선순위 기

후 리스크를 선정하여 이에 기반한 분야별 주요 대책을 마련하였다(표 2-13
항목4). 특히 부처별로 분산된 취약성에 대해서 통합 취약성 평가를 시도
하고, 감축과 적응의 동반편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수립되었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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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항목 3, 항목 5, 항목 6). 또한 대책의 이행 및 점검과 관련한 지표를

설정하여서 통합점검과 환류를 용이하게 설정하였다.
“제2차 적응대책”에서 제시하는 87개 주요 리스크에서 농축산부문에 해

당하는 우선순위 기후 리스크는 다음과 같이 8개가 선정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15: 242-243).
- 집중호우에 따른 비료, 살충제, 축산폐기물 유출 증가
- 겨울철 온도 증가로 인한 해충 및 질병 확산, 이에 따른 작물 및 가축

피해 증가
- 홍수 및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및 가축 피해 증가
- 강수량 증가에 따른 농경지 침식
- 농작물 재배 시기 및 적지 변화
- 기상재해에 따른 농축산 시설붕괴
- 극한 기상으로 인한 가축 스트레스 및 질병, 사망 심화
- 농업시설 재배작물, 가축들의 온도 및 환경 유지를 위한 에너지 및 비용

변화
이 외에도 물 부문에서의 가뭄에 의한 하구역 염도 증가, 가뭄으로 인한
하천 지류 건천화, 농작물 증발산량 증가로 인한 물 수요 증가, 고령 농업
인 대상 건강부문 관련 여러 가지 리스크 적용,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
역 대상 국토·연안부문 리스크 적용도 농업·농촌 지역 리스크와 완전히 별
개로 보기는 어렵다.
단, 위에서 제시된 리스크의 경우 우선순위를 제시하여서 선제적으로 대
응해야 하는 기후 위험을 도출한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각 리스크별의
층위나 중요성, 해당 대상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 단기적·장기적 리스크의
구분 등에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 보인다.
“제2차 적응대책 세부계획”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는 과제는 <표
2-14>와 같다. 과제의 대부분이 연구개발과 시범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기후변화 예측의 불확실성이 크고, 현재 농림축산식
품 부문에서의 취약성 평가 및 적응 능력 효과 평가에 대한 성과 지표 개
발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제2차 적응대책” 기간 동안은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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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과 시범사업 등을 통한 자료 및 정보체계 구축, 적응 방법론 및 기술 개
발 등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되, 그 결과의 현장 보급은 더욱 장기적인 관
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하나의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표 2-14> “제2차 적응대책 세부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과제
과제명
농업부문 영향･취약성 평가 방법론 개발 및 결과 공표
(축산) 가축사료 (조사료) 품종 기후변화 적응 능력 강화
주요 채소류의 수급조절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 내실화, 농가 참여도 제고 및
계약재배 비중 확대
농업재해보험 적용 대상 확대 및 임목재해보험 시범사업 추진
가뭄 상습지역 다목적 농어촌용수 개발을 위한 수리시설 설치 및 이용체계 개편
시범사업 추진
농업용 호소의 수질측정망 운영 및 수질조사 운영 및 수질조사
홍수대비 농업시설물 안전 제고 및 재해 예방
농작물 재배시설에 대한 설계기준 개선 및 시설원예 분야 내재해형 시설(첨단온실
등) 보급 확대
기후변화 대응 가축 사육 환경 최적화 및 전염병 진단･예방 기술 개발
해외 농업자원 개발 및 지원 체계 내실화 추진

소관부처

연구개발 시범사업

창조농식품정책과

○

친환경축산팀

○

원예산업과

○

재해보험정책과

○

농업기반과

○

농업기반과

○

농업기반과
간척지농업과

사업

원예경영과

사업

검역검사본부

○

국제협력총괄과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7b: 1072-1073).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표시는 연구진 작성.

그런가 하면 앞서 제시한 농축산 부문 리스크와 관련해 <표 2-14>에 나
와 있는 과제와의 매칭이 확실하지 않아서, “제2차 적응대책 세부계획”의
효과성에 의문이 들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리스크 체계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일 수 있으며, 향후 “제3차 적응계획” 수립에 있어서
는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정비한 뒤 이에 대응한 과제를 유기적으로 구성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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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 대응수단 인벤토리 선정

이 장에서는 1차년도 보고서의 기술 인벤토리에 정책 인벤토리를 추가
하여 농축산식품분야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인벤토리를 구축하였다. 또한
이 인벤토리를 기초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국립농업과학원, 축산과학
원의 전문가 4인에게 2018년 5월 21~25일 사이에 기후변화 대응 인벤토리
의 현실 적용성 및 추가 수단에 대해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현재 “2030 로드맵”에 포함되지 않은 완화 수단
으로 단기적(2030년까지)으로는 (시설) 폐열 재이용 난방과 (축산) 가축분
뇨 에너지화 공동시설이, 장기적(2050년까지)으로는 (경종) 무경운/최소경
운, (경종·축산) 사료작물 초지 조성을 통한 경축 순환, (경종) 윤작을 통한
토양 내 유기탄소 저장, (시설) 열회수환기장치와 온풍난방기배기열회수장
치가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 분야에서는 조기경보시스템, 기
상정보 고도화 및 재배 DB, 작목전환, 시비/재배시기 조정 등 재배기술 개
발, 기후예측시스템 구축 등이 2030년까지 현장 적용가능성이 높은 수단으
로, 관련 DB 구축, 농업용수 절약기술 개발, 수리시설 확보를 통한 농업용
수 안정 공급, 지수형 날씨 보험 개발, 병해충 판별기술 등이 2050년까지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수단들로 제시되었다<부표 3-1, 3-2, 3-3>.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신기후체제하 기후변화 대응수단 인

3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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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토리를 <표 3-1>과 같이 선정하였다. 기술보급분야의 경우 완화 분야는
간단관개, 논물얕게대기, 무경운/최소 경운, 지열히트펌프 설치, 목재펠릿
설치, 다겹보온커튼, 보온터널 설치, 순환식 수막재배(이상 농업), 자원화시
설 설비, 에너지화 시설 설비, 양질조사료 공급, 저메탄사료 공급(이상 축
산), 공통기기 효율화 시설 설치(이상 식품) 등이 있다. 기술보급분야의 적
응 수단으로는 벼 작기 이동, 벼 신품종 기술 보급 등이다. 기술보급 분야
이외의 대응수단으로는 경제적 인센티브 분야,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
배출권거래제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 재해보험 등의 제도분야,
교육 및 홍보분야 등이 있다.
제5장에서 다루게 될 정책 시뮬레이션의 대상이 되는 수단은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정되었다. 첫째 국가 온실가스 감축 수단 여부, 둘째
로 생산비, 생산성 등 분석을 위한 자료 구축 여부, 셋째로 온실가스 감축수
단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MRV) 가능 여부 등이다. 따라서 정책 시뮬레이션 수단으로

는 국가 감축목표 로드맵인 2030 로드맵의 인벤토리가 우선 선정되었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추가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선정된 수단들 가운데 작
물의 작기 이동이 포함되었다. 작기 이동 이외의 다른 수단들은 경제 편익
비용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량적 시나리오 분석에 포함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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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신기후체제하 기후변화 대응수단
기후변화 대응 수단

2030

2050

간단관개*

○

○

논물얕게대기*

○

○

논 무경운/최소경운
농업

기술보급
(기술개발 포함)

완화

축산

○

지열히트펌프 설치*

○

○

기름난방 대체 목재펠릿 설치*

○

○

보온을 위한 다겹보온커튼 설치*

○

○

보온을 위한 보온터널 자동개폐장치 설치*

○

○

기름난방 대체 순환식 수막재배*

○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설비*

○

○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설비*

○

○

양질조사료 공급*

○

○

저메탄사료 공급*

○

○

식품

공통기기 효율개선 및 고효율 제품 확대*

○

○

적응

농업

벼 작기 이동
벼 신품종 기술 보급

○
○

○
○

경제적 인센티브

완화·적응

농축산

저탄소 및 적응 직불금

제도1

완화

농업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

○

○

제도2

완화

농업

배출권거래제도

○

○

제도3

완화

식품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

○

제도4

적응

농축산식품

재해보험

○

○

교육 및 홍보

완화·적응

농축산식품

교육 및 홍보

○

○

○

주 1) *는 국가감축목표 로드맵인 2030 로드맵의 인벤토리를 나타냄.
2) ○는 전문가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해당 수단의 적용 가능함을 나타냄.
자료: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2. 기후변화 완화수단(기술)

이하에서는 앞의 <표 3-1>에 제시된 신기후체제하 기후변화 완화 기술
들에 대해서, 첫째 정의 및 완화 효과, 둘째 관련된 정부 정책 추진현황과
지표, 셋째 농가단위에서 기후변화 대응수단을 수용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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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간단관개
벼를 재배하는 논에서 작기 중에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메탄
가스 배출량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단관개(중간물떼기)는 벼
생육기간 중 1회(이앙 후 30일부터 10일간) 또는 2회(이앙 후 30일부터 10
일간과 이삭 패기 전 35일 전부터 10일간) 이상 논의 물을 배수하여 논을
말리는 방법이며 논바닥에서 실금이 보일 때까지 말리는 것을 말한다. 간
단관개를 적용하면 상시담수 대비 약 40%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한
다(박우균 외 2016). 간단관개는 그 실행비율이 정책성과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간단관개 실행비율은 2013년 86.0%에서 2017년 87.3%로 증가했다.
간단관개는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더불어 벼의 품질 향상, 뿌리의 활력
유지, 도복 저항성 증대 등의 효과(정학균 외 2016b)가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2017년 기준 87.3%의 농가가 간단관개를 실천하고 있으며, 정부
는 향후 간단관개 면적 비율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박우균 외(2016)에 따르면 간단관개를 하면 ha당 1.06톤의 용수절감 효
과가 있고, 10a당 4만 8,800원의 고정비용이 증가하며, 10a당 9만 4,999원
의 가변비용이 증가한다. 또한 박우균 외(2016)은 ha당 0.2톤의 생산성 증
가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농가가 간단관개를 실천하지 않는 이유로는 ‘번
거롭고 노동력이 많이 필요’, ‘간단관개를 모름’, ‘적절한 지원금이 없음’
등이 제시되었다(김창길 외 2011).

2.2. 논물얕게대기
논물얕게대기는 생육 후기 완전물떼기를 제외한 전 생육기간 동안
2-3cm 담수 깊이까지 논물을 유지하는 관리 기술이다. 유기물을 무시용하

고 간단관개를 한 곳에서 적용 가능하며, 논물 얕게 대기를 하면 간단관개
대비 약 39.7%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다(박우균 외 2016).
논물 얕게 대기는 유기물 무시용 면적에서만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유기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 인벤토리 구축

45

물 무시용 면적 가운데 논물 얕게 대기를 하는 비율이 정책성과 지표로 활
용될 수 있다. 이 기술은 아직 적용되는 면적은 없으며 2025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우균 외(2016)에 따르면 논물 얕게 대기를 하면 ha당 9.71톤의 용수
절감 효과가 있고, 10a당 4만 8,800원의 고정비용이 증가하며, 10a당 9만
4,999원의 가변비용이 증가한다. 또한 박우균 외(2016)는 ha당 0.2톤의 생

산성 증가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농가가 노동력을 절감하고, 객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물 관리 자동장치 도입이 필요하다.
물관리 장치 초기 설치비는 수동장치를 가정할 때 10a당 42만 원이 소요된
다(정학균 외 2016a).

2.3. 논 무경운/최소경운
무경운은 작물을 재배하는 농경지의 경운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최
소경운은 농경지의 경운 횟수를 최소로 하는 것을 말한다. 무경운 재배는
토양의 아산화질소(Nitrous Oxide)와 논의 메탄(Methane) 배출을 감소시키
고 토양 내 유기탄소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1).
경운 농법은 파종 전 경운에 의해 토양 교란을 일으키지만 무경운 농법
은 토양 교란을 방지하기 때문에 경운 농법보다 훨씬 적은 시비만으로 재
배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이길재 외 2012). 무경운 재배는 밭작물의
경우 10a당 0.0371~0.0496톤CO2eq, 벼의 경우 10a당 0.1801톤CO2eq을 감
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운에 이용되는 에너지가 무경운
에서는 절감되므로 이것을 고려할 경우에는 10a당 최대 0.3447톤CO2eq까
지 감축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경운 재배에 대한 정부 정책은 아
직 없으나 농촌진흥청에서 최소경운에 대한 연구를 2019년 과제로 추진하려
고 하고 있다. 그 정책성과 지표로 재배면적(ha)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무경운 재배를 하면 경운재배에 비해 유기질 비료비, 광열동력비, 제 재
료비, 대농구상각비 및 수선비의 감소로 중간재비가 11% 정도 절감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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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비도 감소되어 농가소득은 11%, 소득율은 5%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승구 외 2012).
이와 같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무경운 재배는 쉽게 보급되지 않고
있다(양승구 외 2016). 무경운 재배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생산량 감소 우
려’, ‘무경운농법을 잘 몰라서’, ‘지원제도가 없으므로’ 등이 제시되었다(김
창길 외 2011). 무경운 재배가 농가들 사이에 수용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
는 농사가 아니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알려져 있다. 또 잡초 제거를 위해
추가적으로 노동력을 투입해야 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3-2> 농업분야(경종) 완화수단
구분

경종

완화수단

감축량
(톤CO2eq/10a/년)
상수담수 대비 40% 감축

지표

2017년 현재
추진 현황

물관리

간단관개

간단관개 비율(%)

물관리

논물 얕게 대기

간단관개 대비 39.7% 감축

유기물 무시용면적 비율(%)

-

무경운

논 무경운/최소경운

0.1801

보급면적(ha)

-

87.3

자료: 저자 작성.

2.4. 신재생에너지원 이용을 통한 에너지 이용효율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는 지열, 목재펠릿난
방기 등이 있다. 지열히트펌프는 저심도 지중열을 활용하여 냉방과 난방에
활용하는 장치(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1)로, 이를 활용하면 시설원예 부문
에서 기름 난방에 비해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농가가 지열히트 펌프를 설치할 경우 에너지 사용액(경유+전기)
이 기름난방에 비해 5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창길 외 2011).
이 기술을 적용하면 기름난방과 비교할 때 온실가스를 10a당 약 6~8톤
CO2eq 감축시킬 수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량은 농가의 기술 수준에

따라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목재펠릿은 톱밥을 압축시
켜 만든 것으로 이를 연소시켜 열이나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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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가능한 청정연료이다(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1). 목재펠릿 난방장치를
적용하면 경유난방기과 비교할 때 온실가스를 10a당 1.011~22.697톤CO2eq
감축할 수 있다.
정부는 화석연료 사용량을 감축시킬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지
원하고 있다. 지원비율은 지열인 경우 자부담 20%, 국고 60%(보조 50%,
융자 10%), 지방비 20%이며, 지중열인 경우 자부담 10%, 국고 70%(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이다. 또한 목재펠릿난방기의 지원비율은 자

부담 20%, 국고 50%(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이다. 신재생에너
지원 이용은 그 지원면적이 정책성과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
지 시설 지원면적은 2013년 927ha에서 2017년 1,198ha로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원을 시설원예 부문에서 이용하면 연료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자비가 매우 높아 농가가 쉽게 수용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990m2(300평)당 1억 6천만 원이라
는 설치비가 소요되는데, 정부의 보조가 70%이고 자부담이 30%이므로 농
가는 무려 4,80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높은 초기 투자비와 더불어 기술의 안정성도 농가들이 신재생에너지원을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인데, 때문에 사업 운영상에 있어서 시공업
체의 난립, 사업 관리의 이원화 등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된다(김창
길 외 2011). 또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은 지열·지중열 냉난방시설의 경우
면적 1,000m2 이상의 제한이 있어 중소규모 농가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
점이 있다. 정부는 초기 설치비 부담과 지원 시설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
운 형태의 냉난방시설 지원 메뉴를 발굴하고, 이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냉
난방 및 보온시설과 연계하거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과의 융복합을 추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정학균 외 20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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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에너지 절감시설을 통한 에너지 이용 효율화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에너지 절감 수단으로는 다겹보온커튼, 보
온터널 자동개폐장치, 순환식 수막재배 등이 있다. 다겹보온커튼은 여러
겹의 보온자재로 제작된 커튼으로 온실의 보온력을 높이는 기술을 말한다
(정학균 외 2016b).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면 얇은 보온 커튼을 설치한 경

우와 비교할 때 연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파프
리카를 재배하는 농가가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할 경우, 얇은 보온 커튼을
설치했을 때에 비해 에너지 비용의 약 30%를 절감할 수 있다(김창길 외
2011). 그리고 10a당 1.71~9.25톤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보온터널 자동개폐장치는 온실 내부 보온을 위해 설치된 소형 터널의 피
복을 자동으로 열고 닫게 함으로써 노동력 및 난방연료를 절감하는 기술이
다(농촌진흥청 2008). 이 기술을 적용할 경우 10a당 7.0~14.8톤CO2eq의 온
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1).
순환식 수막재배는 지하수를 비닐하우스 피복재에 살수함으로써 보온
및 단열효과를 높여 작물을 무가온으로 재배하는 기술이다(농업기술실용
화재단 2011). 순환식 수막재배를 하면 에너지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딸기농가가 순환식 수막재배를 사용할 경우 300평당
에너지(등유+전기)비용 64% 정도를 줄일 수 있다(이상민 외 2017). 온실가
스 감축효과는 10a당 0.348~48.8톤CO2eq으로 나타나 농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다겹보온커튼, 보온터널 자동개폐장치, 순환식 수막재배는 정부의 ‘농업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가운데 에너지 절감시설로 분류된다. 지원기준은
다겹보온커튼의 경우 m2당 수평권취형 1만 3,000원, 예인식과 알루미늄은
1만 1,000원이다. 그리고 보온터널 자동개폐장치의 경우 m2당 2,500원, 순

환식 수막재배의 경우 m2당 5,000원이다. 이러한 시설들의 지원비율은 자
부담 20%, 국고 50%(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이다. 에너지 절감
시설 이용은 면적이 정책성과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면적은 2013년 4,253ha이며 2017년 현재 8,451ha(목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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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감시설은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
자비용이 적지 않고, 고령화된 농업인의 시설투자에 대한 유인이 적어 보
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표 3-3> 농업분야(시설) 완화수단
구분

완화수단
신재생에너지원

기름난방 대체 지열히트펌프 설치

신재생에너지원

기름난방 대체 목재펠릿 설치

시설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보온을 위한 다겹보온커튼 설치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보온터널 자동개폐장치 설치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기름난방 대체 순환식 수막재배

감축량
(톤CO2eq/10a/년)
6~8

지표

2017년 현재
추진현황

보급면적(ha)

1,198ha

7.0~14.8 보급면적(ha)

8,451ha

1.011~22.697
1.71~9.25
0.348~48.8

자료: 저자 작성.

2.6. 가축분뇨 자원화
가축분뇨를 퇴·액비화하면 생산된 비료를 경종농가에 판매할 수 있고,
또 가축분뇨 퇴·액비화 과정에서 분뇨를 처리하는 방법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돈분뇨를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송풍장치(강제)를 활용하거
나 인위적 교반을 적용하면 무송풍의 경우에 비해 65~81%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양승학 외 2011). 돈분뇨를 액비화하는 과정에서 액비저장
조에 폭기(曝氣)장치를 가동시키면 25~81%의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수 있
다(최동윤 외 2009).
정부는 가축분뇨처리사업을 통해 가축분뇨 자원화를 지원하고 있다. 퇴·
액비화·퇴비화·바이오가스 연계의 지원비율은 국비 보조 40%, 지방비 보
조 30%, 국비 융자 30%이다. 지원기준은 1일 70톤 처리기준일 경우 톤당
퇴·액비화 70백만 원, 퇴비화 70백만 원, 바이오가스 연계 54백만 원 이다.
가축분뇨 자원화는 보급 개소 수가 정책성과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3
년 자원화시설 수는 95개소였고, 2017년 현재 128개소(목표)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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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은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확대되는 데 제약이
있다. 우선 운영주체의 투자 대비 수익이 나지 않는다. 이는 퇴·액비 판매
로부터 나오는 수익이 투자되는 비용보다 낮기 때문이다. 또한 가축분뇨
에너지화와 마찬가지로 규제와 지자체 집행이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 그런가 하면 농가가 공동자원화시설을 이용
하기 위해서는 설치비(운영주체 부담금, 전체 설치비용의 30%)와 운영비
를 포함한 가축분뇨 처리비를 톤당 약 2만 5천 원 지불해야 한다.

2.7. 가축분뇨 에너지화
바이오에너지화 기술은 가축분뇨를 혐기적으로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메탄을 포집하여 에너지원(Energy Source)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
다. 이 기술은 메탄가스의 대기 중 비산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서 온실가스 저감(약 30.2%)에 기여한다(이상민
외 2017).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두당 0.1217톤CO2eq이지만 이용하게 되면 0.0368톤CO2eq으로 30.2%
감축효과가 있다(농촌진흥청 2016).
정부는 가축분뇨처리사업을 통해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화 시설의 지원비율은 국비 보조 50%, 지방비 보조 20%, 국비 융자
20%, 자부담 1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기준은 70톤(/일) 처리기준

일 경우 100백만 원(/톤)이다. 가축분뇨 에너지화는 보급 개소 수가 정책성
과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3년 에너지시설 수는 8개소이었고, 2017년
현재 13개소(목표)를 나타내고 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확대되는 데 제약
이 있다. 우선 운영주체의 투자 대비 수익이 나지 않는다. 이는 액비 및 에
너지 판매로부터 나오는 수익이 투자되는 비용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
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와 지자체 집행이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문제이다. 그런가 하면 농가가 에너지화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설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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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 부담금, 전체 설치비용의 30%)와 운영비를 포함한 가축분뇨 처

리비를 톤당 약 2만 5천 원 정도 지불해야 한다.

2.8. 장내발효 개선
축산분야에서 장내발효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수단으로는
양질조사료 공급과 저메탄사료 공급이 있다. 반추가축은 장내발효 과정의
결과로 메탄이 발생되게 된다. 발생된 메탄은 가축의 입을 통해 방출된다.
메탄의 생성에는 사료의 물리화학적 특성, 사료첨가제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청보리 등 양질조사료를 급여하거나 사료 내 첨가제 적용을 통
해 저메탄사료를 급여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다(정학균·김창길 2015).
양질조사료 공급은 조사료 공급량(천 톤)이 정책성과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2,484천 톤(목표)을 나타냈다. 그리고 저메탄사료 공
급량 실적은 현재 없으며 2025년부터 보급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표 3-4> 축산분야 완화수단
감축량
구분

완화수단

(톤CO2eq/두/년)

지표

혹은 감축률(%)

축산

가축분뇨자원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설비

65~81%

가축분뇨에너지화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설비

0.0849톤

개소 수

장내발효 개선

양질조사료 공급

-

공급량(천 톤)

장내발효 개선

저메탄사료 공급

-

공급량(천 톤)

자료: 저자 작성.

2017년 현재
추진현황

개소 수

128
13
2,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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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 적응수단(기술)

앞의 <표 3-16>에 제시된 기후변화 적응 기술들에 대한, 첫째 정의 및
적응 효과, 둘째 관련된 정부 정책 추진현황, 셋째 농가단위에서 기후변화
적응수단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의 애로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3.1. 벼 작기 이동
2011~2040년과 비교했을 때, 2041~2070년 우리나라의 쌀 단수는 기후

변화에 의한 온난화의 영향으로 조생종의 경우 0.8%가 증가하는 반면 중
생종과 중만생종은 각각 3.4%, 8.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김창길 외
2009). 벼 작기 이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파종 및 이앙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말한다. 만약 온난화에 대응하여 벼 이앙시기를 조절하면 2041~2070
년의 벼 수량이 2011~2040년보다 조생종은 9.4%, 중생종은 8.5%, 중만생
종은 5.7% 증가할 것으로 연구되었다(김창길 외 2009). 이에 정부는 재배
시기 등 기존의 영농기술을 재검토하고 작물별 파종 최적기, 한계기 및 최
적수량을 위한 영농기술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농식품부 내부자료 2017).
벼 이앙시기를 조절하면 수량이 증가하지만 처음에는 이앙시기 조절이
라는 새로운 기술에 적응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앙 시기는 지역별,
품종별로 다르다. 따라서 품종·지역별 이앙시기 변경 매뉴얼을 함께 보급
할 필요가 있다.

3.2. 신품종 도입
우리나라는 온난화로 쌀 단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김창길 외
2009). 주식인 쌀 단수의 감소는 식량안보를 위협하게 된다. 때문에 기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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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따른 작물의 단수 감소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새
로운 품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온난화 및 이상기상에 대응한 신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하려 노력
하고 있다(농식품부 내부자료 2017). 2016년에 217품종을 개발하였으며,
2021년까지 295품종을 개발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식량작물을 대상

으로 고온 등숙, 도복 등에 대응하는 품종과 도열병 등 내병성 품종을 개
발하고, 채소작물을 대상으로 고온, 다습 등에 대응하는 품종과 뿌리 혹병,
고추역병 등의 병해에 대응하는 품종을 개발하려 하고 있으며, 과수 작물
을 대상으로 고온에서 과피착색이 용이하거나 착색이 불필요한 품종을 개
발하고, 인삼 작물을 대상으로 고온, 가뭄 등의 재해에 잘 견딜 수 있는 품
종을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농가가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면 재배기술을 새롭게 익혀야 한다. 품종에
따라 재배기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재배기술이 익숙하
지 않아 단수 감소의 위험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품종 개발과 함께 재
배 매뉴얼도 함께 보급할 필요가 있다.

신기후체제 대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분석12

1. 완화 수단

1.1. 완화 수단의 경제적 효과분석 방법
정부는 어떤 정책이나 투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최적의 대안을 찾
기 위해 각 대안의 소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방법인 ‘비용편익 분석’
을 활용하여 사업을 평가한다. 다양한 비용편익 분석 방법들 중에서 여러
편익 가운데 목표가 되는 하나의 편익을 선정하여 소요되는 비용과 비교하
는 것을 비용효과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는 어떤 목표나 효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적은 비용이 발생하는 대안을 선정하는 방법이다.13
기후변화 완화의 비용편익 분석은 대개 일반연산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을 활용하여 이루어져왔다. Pizer(2002)는 확률일

반연산균형모형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정책 도구인 양적 접근
과 가격 접근의 효율성을 산정하고 두 가지 결과를 비교한 바 있다.
Dellink et al.(2010)은 경제협력개발기구 Env-Linkages를 활용하여 코펜하

12

13

신기후체제 대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분석은 1년차 연구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을
기초로 재정리하였다.
또는 비용이나 예산 제약이 있을 경우 예산하에서 최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김동건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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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 합의(Copenhagen Accord pledges)에서 논의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토대로 비용 효과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근에는 CGE를 발전시킨 형태인
통합평가모형이 비용편익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기후변화 분야에서 통합
평가모형은 사회적 탄소 비용 계측이 가능한 경제 모형 및 대기해양순환
모형을 통합한 형태의 모형을 일컫는다(Metcalf and Stock 2015).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한계감축비용이 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상정하여 비용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베이스라인에 비해 선택된 정
책 도구를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한 단위를 감축하려고 할 경우에 추가적으
로 드는 비용(원/톤CO2eq)을 산정하는 것이다. 한계감축비용 곡선(Marginal
Abatement Cost Curve: MACC)은 한계감축비용과 탄소 감축량을 고려하

여 곡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때, 온실가스를 한 단위 감축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한계편익 곡선과 함께 나타낸다면 온실가스 감축량의 최적 수준 파
악이 가능하다(MacLeod et al. 2015).
한계감축비용 및 한계감축비용 곡선을 도출하는 방식에는 상향식 비용
공학적 전문가 토대 방법과 모형 도출(model-derived) 방법이 있다(Keciski
2011; MacLeod et al. 2015). 상향식 비용 공학적 전문가 근거 방법은 각

감축 방법에 대한 한계감축비용 곡선을 도출하는 것이고, 모형 도출 방법
은 에너지 모형을 이용하는 것이다. 전문가 근거 방법은 (1) 과도한 현실
단순화, (2) 존재하는 기술에 대한 분석만 가능하다는 등의 한계점이 있지
만, (1)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가능, (2) 감축수준이 주어졌을 경우 이
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되어야 하는 수단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
형을 이용하면 (1) 경제 전반에서의 상호작용 파악이 가능하고, (2) 확장된
범위에서의 경제적 비용(예: 기회비용) 또한 포함이 가능하지만, (1) 필요
한 자료의 양이 많고 (2) 각 기술의 구체적인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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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완화 수단의 경제적 효과 분석
1.2.1. 분석방법 및 자료
기후변화 완화의 경제적 분석 방법에는 일반연산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과 더 발전된 형태인 통합평가모형
(Integrated Assessment Model: IAM), 한계감축비용(Marginal Abatement
Cost: MAC) 등이 있다. 온실가스 완화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수단별 실증

자료를 토대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진
들은 모형을 이용한 방법 대신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비용 자료 등을 얻는 방법을 활용하는 한계감축비용 방법을 선정하여 완화
수단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한계감축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각 기술을 도입했을 때 드는 비용을
조사하고, 조사된 비용의 발생기간을 고려하여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를 계산해야 한다. 또한 각 기술별 온실가스 감축량과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며, 비용 산정 시 기술 도입으로 인한 농업 생산성 변화와
관련된 정보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특정 완화 기술을 도입
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의 순현재가치를 비용의 발생기간(시설 설치 시 내
구연수를 활용)으로 나누어 1년을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한 단위(톤CO2eq)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하였다.
한계감축비용 분석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하지 않았던 경종 비에너지 분
야(완효성 비료, 표층시비, 볏짚 제거, 가축분톱밥, 규산질 토양개량제, 순
환식 수경재배), 경종 에너지 분야(목재펠릿 난방장치, 순환식 수막 재배
시스템, 발전 온배수 활용, 잎들깨 LED, 농업용 열 회수형 환기장치, 온풍
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축산 분야(가축분뇨 퇴비화 처리방법, 가축분뇨
액비화 처리방법, 지열냉난방시스템, 산란계사 LED)의 기술을 대상으로
하였다(이상민 외 2017). 이를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선행
연구 자료, 관련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분석에 필요한 정보
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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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분석결과 및 시사점
각 분야에서 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기술(완효성 비료, 표층시비 등)
은 노동력 추가 등을 고려하여 각 기술에 대응하는 관행수단 대비 추가(감
소)된 비용을 산정하였다. 시설 설치가 필요한 기술(목재펠릿, 순환식 수막
재배 등)은 고정비(설치비, 감가상각비, 고정자본이자, 수리비 및 기타)와
변동비(원수 절감, 비료비 절감, 에너지 비용 등)를 고려하여 비용을 산정
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비용에 감축량을 고려하여 각 기술별 한계감축비용
을 도출하였으며, 결과는 아래의 <표 4-1>과 같다.
<표 4-1> 농업분야 완화기술의 한계감축비용 도출
단위: 천 원, 천 원/톤CO2eq
분야

기술
최적비료사용1)
완효성 비료
표층시비
풋거름 재배2)
무경운3)

비에너지

볏짚제거
가축분톱밥(돈분)
가축분톱밥(계분)
규산질 토양개량제
순환식 수경재배(토마토)
순환식 수경재배(장미)

간단관개4)

논물얕게대기5)

감축량
(톤CO2eq/10a/년)
0.05
0.14
0.13
0.12
0.04
~0.34
0.29
0.05
0.02
0.10
1.38
1.38

0.12~0.29

0.26

비용

추가비용
10.9
72.4
22.3

한계감축비용
-1.4
32.8
22.3

-29
240.6
169.7
19.86
-527~0

7.4
66.6
52.9
38.0
24,191.7

7.4
66.6
52.9
38.0
3885.3

25.7
1,381.3
2,301.2
388.4
941.2

24,266.2

3950.1

957.0
95.0 혹은
(자동)
901.4
(수동)
795.8
(자동)
278.20
(수동)
2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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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분야

감축량

기술

(톤CO2eq/10a/년)

한계감축비용

0.19

-30.67

암거배수7)

0.29

107.75

재배시기(가을배추)

7,534

54.31

0.04

0

6.64~8.80
3.62
0.35
147.50
5.60
20.85

9,675.8
2,250.1
15,966.6
4518.3
1220.7

-1,874.4
-678.4
10,933.4
3919.3
58.6

-504.00~221.12
-518.1
-1,949.5
74.5
699.9
58.6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다겹보온커튼11)

7.70
9.25

8510.3
11,883

-728.66
-3,151

-94.7
-290.75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12)

0.08

가축분뇨 퇴비화(송풍기)

0.17

23,509.0

23,509.0

208.92

가축분뇨 퇴비화(교반기)

0.15

42,096.2

42,096.2

429.509

가축분뇨 액비화

0.22

28,710.2

28,710.2

74.6260

56.73

154,089.9

80,160.50

1,413.0

65,869.98

817.5

-1,987.6

-0.02

9)

가을경운

축산

추가 비용

휴립건답직파재배6)
8)

에너지

비용

지열히트펌프10)
목재펠릿 난방장치
순환식 수막재배시스템
발전온배수활용
잎들깨LED
농업용 열회수 환기장치

지열냉난방시스템
산란계사LED

0.16

0.023~0.23

주 a) 순환식 수경재배는 30a를 기준으로 비용이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10a당으로 변환하여 계산함.
b) 축산분야의 감축량은 톤/두/년 단위를 기준으로 제시되었음. 이때, 지열냉난방 시스템과 산란계사
LED는 각각 육계 50,000수, 산란계 50,000수에 대한 연간 감축량임.
c) 축산분야는 기준 두수 당 감축량을 적용하여 한계감축비용을 도출함. 연간 분뇨 배출량이 1.86톤인 돼
지의 경우, 분뇨 톤당 0.456톤CO2를 배출하게 되며, 이 양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 0.105천원을 톤
CO2로 환산하면 한계저감비용은 0.23천 원/톤CO2가 됨.
d) 한계감축비용이 음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이미 적용하는 방법에 비해 줄어든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임. 최적비료사용법의 경우 최적량 산정에 필요한 정보비용은 제외된 결과임.
자료: 이상민 외(2017) 재인용 및 재구성.
1) 정학균 외(2016a). 2) 박우균 외(2016). 3) 박우균 외(2016). 4) 박우균 외(2016); 이상호·박
우균(2015). 5) 이상호·박우균(2015). 6) 박우균 외(2016). 7) 박우균 외(2016). 8) 박우균 외
(2016). 9) 박우균 외(2016). 10) 김창길 외(2011); 정학균 외(2016b). 11) 정학균 외(2016a).
12) 농촌진흥청(2016); 윤영만 외(2012).

위의 결과를 토대로 농업분야 완화 기술의 한계감축비용을 살펴보면 순환
식 수막재배시스템(-1,949.5천 원), 무경운(-527.0~0천 원), 목재펠릿 난방장
치(-518.1천 원), 지열히트펌프(-504.0~221.1천 원), 다겹보온커튼(-290.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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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94.7천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나 무경운
을 제외하고는 에너지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의 한계감축비용이 적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비용분석 결과,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당장 도입하지 못하는 기술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 축산 기술의 경우 감축량은 크지만 시설 설치에 따
른 비용 역시 많이 들기 때문에 한계감축비용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온
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기술 도입을 늘리기 위해서
는 비용 감소 방안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적응 수단

2.1. 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분석 방법
영향 평가 방법(Impact assessment)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기
후변화의 영향과 적응기제의 비용과 편익을 계측하는 방법으로 기후변화
영향을 계측하는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영향 평가
방법은 비용과 편익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적응 기제가 적용되기
전에 관련 적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는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한다
(Burton et al. 2002). 또한 영향 평가 방법은 하향식(top-down) 구조를 가

진 분석 방법으로 분석 대상이 가지고 있는 비기상학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데에 한계를 가진다.
취약성14 평가 방법은 영향 평가 방법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후변화 적

14

IPCC(2001)은 취약성을 기후의 변동성과 이상기상 현상을 포함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극복하지 못하는(unable to cope with) 정도 혹은 영향받기 쉬운(susceptible)
정도로 나타내며, 한 체계의 기후 변화 정도의 노출도(exposure), 민감도(sensitivity),
적응능력(adaptive capacity)의 함수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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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정책 연구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취약성 평가 방법은 다양한 분
석 대상에 적용이 가능하며, 적응기제의 유무와 관계없이 적응 정책의 필
요성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취약
성 평가 방법은 맥락 특이적이며, 이로 인해 영향 평가 방법과는 달리 정
형화된 평가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문 간 혹은 연구 목적에
따라 분석 대상 지역의 취약성에 대한 해석과 정의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취약성에 대한 평가 방법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명확하고 효과적인 취약성 분석을 위해 연구 범위를
2040년까지의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 농축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으로 제

한하였다. 또한 현재 농가수준 자료로는 자연적 적응을 제외한 다른 적응
기제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인
(potential) 적응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1년차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의 잠재적 영향(노출도와 민감도)을 분석하였고, 2년차 연구에서
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분석하였다.

2.2. 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분석
1차년도의 연구에서는 농가의 작부체계와 축종 및 사육 규모 변경을 나

타내는 구조적 모형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생산기술의 취약성
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과거 기상자료는 APCC(APEC Climate
Center)가 제공하는 고해상도 격자(raster) 기후자료(정여민 외 2015)와 11

개의 GCM(global circulation model)을 바탕으로 한 RCP 4.5 시나리오 자
료(Eum and Cannon 2017)를 이용하였다. 작부체계 변경에 사용된 자료는
시군별 통계연보에 있는 재배면적 자료와 통계청의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
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하였다. 또한, 축종 및 사육 규모 변경에 관한 모형은
통계청의 2005년, 2010년,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DB를 이용하였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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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작부체계변경을 통한 취약성 분석
가. 분석모형

기후변화가 농가의 생산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기 위해 Kaminski
et al.(2013)의 접근법을 이용하였다. Kaminski et al.(2013) 접근법의 장점은

기후변화가 잠재 산출량, 농가경영비, 최적 생산에 필요한 투입재량, 그리
고 생산함수의 내성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식별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
로 기후변화에 대한 농가의 소득뿐만 아니라 생산구조의 취약성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접근법은 규모수익불변(Constant Return to Scale)인
농가 i의 단위 면적당 이윤함수를 아래와 같이 가정한다.


max    

식 (3)





              

             







 





여기서   는 농가 i가 t시기에 재배하고자 하는 j 작물의 경작지 비중,
  는 j 작물의 t기 기대 가격,    는 j 작물의 기대 단수를 나타낸다.  

는 작물을 재배하는 기간 동안의 농가 i의 기대 기상조건을 나타내며, 
는 시간불변(time-invariant)의 농가 i의 특징과 생산조건 등을 나타낸다.
  와    는 생산에 필요한 단위 면적당 중간투입재 양과 중간투입재들의

가격 벡터이다.   는 중간투입재 제외한 기대 농가 운영비용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가들의 정식이전의 예상 기상조건을 이전 20년간의 평균
값이라 가정하였으며, 농가는 농작물과 중간재 가격에 대해 근시안적인 기
대(myopic expectation)를 한다고 가정하였다.

15

분석에 사용한 자료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 그리고 추정계수에 대한 내용은 지
면의 한계상 생략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1년차 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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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inski et al.(2013)은 농가 운영비용과 생산함수, 그리고 생산함수를 구

성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식 (4)~(6) 참조>.


식 (4)       

 
       
 ln 
     








     
식 (5)        



       ′   ′  

식 (6)

       ′   ′  
    ′  ′  
     ′  ′  

  는 농가 운영에 드는 고정비용,   는 j 작물 생산을 위해 필요한 단

위 면적당 기대 농가 운영비용, 그리고 식 (4)의 마지막 항은 농가가 작부
체계를 변경할 때 드는 암묵적인 비용(shadow cost)을 나타낸다. 식 (5)는
작물 j 의 생산함수를 나타낸다.   는 i 농가가 j 작물을 t기에 재배할 때
얻을 수 있는 잠재 산출량,   는 이러한 잠재산출량을 달성하기 위해 필
요한 최적 투입재량,  는 잘못된 경작법에 대한 작물의 내성(tolerance)을
나타낸다.16 이러한 파라미터들은 특정 농가의 생산함수를 나타내며, 농가
가 속한 지역의 기상조건과 농가의 특징의 함수라 가정하였다.

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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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토양 내 수분은 작물의 비료흡수를 용이하게 한다. 따라서 토양의
수분이 충분할 경우, 비료의 양이 부족하더라도 수분이 흡수율을 증가시켜 비
료 부족으로 인한 단수 감소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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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제시한 가정들을 바탕으로 식 (3)의 이윤극대화 문제를 풀면, 농가
i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작부체계는 J-1개의 선형 방정식들로 나타낼 수 있

다<식 (7)>. 여기서   는 전체 경지면적에서 분석대상 이외의 모든 작물
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Kaminski et al.(2013)의 모형을 바탕으로 할 경우, 두 시점  와 ′ 사이의

수익성 변화는 품목 j의 재배비중의 변화에 비례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각 품목별 수익성의 상대적인 변화를 계측할 수 있다. 단, 이
와 같은 접근법은 가격변화와 같은 시장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
점을 가진다.
 
 ′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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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 결과 및 시사점
<표 4-2>는 식 (8)과 11개 GCM을 바탕으로 2015년 대비 2040년 각 품

목별 수익성 변화를 나타낸다. 분석 결과, 품목에 따라 기후변화가 서로 다
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다수 품목의 수익성 변화는
GCM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이에 따라 맥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익

성 변화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영향은 각 품목의 특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향후 기후변화 대응 R&D 정책 수립에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근채류의 경우, 2040년까지의 기후변화로 인해
작물의 내성과 잠재생산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투입재량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40년까지의 기후변화로 인해 과채류(엽
채류)의 최적 중간재 투입량(생산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채소농가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는 신품종 개
발과 같은 연구개발 사업보다는 농가의 생산비 감축에 필요한 기술 개발
혹은 지원이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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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품목별 수익성 변화 추정결과
품목
쌀
콩류
잡곡류

전체

잠재수량

최적투입재량

생산함수의 내성

생산관리비용

0.43

-2.54*

2.10

-1.48

2.35

-0.65

1.28

-10.67

2.66

6.08

-4.42

-3.95

11.60

-9.12

-2.95

맥류

4.91***

-17.96

19.01

-11.86

15.72

서류

-2.41

-2.68

-2.00

-1.74

4.01*

조미채소

0.37

-2.25

9.14

-4.56

-1.96

엽채류

-2.27

-0.69

-5.99*

-0.31

4.72

근채류

-0.59

3.32*

-8.32*

3.96*

0.45

과채류

0.25

1.77

9.59

-4.66

-6.45*

과실류

0.41

-2.41

4.60

-2.13

0.35

특용작물

0.02

-29.29

51.42

-26.63

4.52

주: *** p<0.001, ** p<0.05, * p<0.01. GCM 15개를 바탕으로 한 t-test 결과임. 각 추정치는 품목별
수익성 지표를 나타냄. 구체적으로 표의 추정치는 품목별 수익성 변화에 암묵적 생산관리 비용인 a를 가
중치로 나누어진 값을 나타내며, 품목별로 비교가 가능함. 마지막으로 식 (7)에 따라 기상변수가 최적투
입재량과 농장운영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반대로 해석해야 함.
자료: 이상민 외(2017)를 인용함.

기후변화로 인해 쌀의 잠재수량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록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최적 중간재 투입량과 생산관리비용은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쌀의 경우, 잠재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품
종개발에 대한 지원이 기후변화 적응에 대응한 농가의 수익성 향상에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2.2.2. 리카디안 모형을 통한 농가단위 적응 가치 평가
가. 분석 모형

기후변화가 축산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Seo and Mendelsohn(2008)의 구
조적 리카디안 모형을 이용하였다. Seo and Mendelsohn(2008)은 축산농가
의 기대수익을 농가 i가 축종 j를 선택할 확률(     )과 축종 j 한 마리당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     ), 그리고 축종 j의 사육 두수(     )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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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각 부분의 변화를 계측하였다. 단, 본 연구에서는
축종별 기대수익에 대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유형과 최적 사
육 규모만을 분석하였다.


식 (9)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Seo and Mendelsohn(2008)과 같이 농가 i가
축종 j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윤과 축종 j의 최적 사육규모를 식 (12)와 같
은 선형함수로 나타내었고, 두 식은 보이지 않는 농가의 특징으로 연관되
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식 (10)         log          
본 연구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농가의 특징으로 인한 선택편향(selection
bias)을 보정해 주기 위해 Dubin and McFadden(1984)의 방법론을 이용하

였다. 구체적으로   가 독립적이며 동일한 분포를 가지며 검벨 분포(Gumbel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축종 선택과 두 식의 연관성을 고려한

최적 사육규모는 식 (11)과 식 (12)로 나타낼 수 있다(이상민 외 2017). 여기
서  는  와  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며,  는  의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exp    
   

식 (11)
exp    



 

식 (12) log         

 ln  
    l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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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 결과 및 시사점
<표 4-3>은 11개 GCM을 바탕으로 계측한 2015년 대비 2040년 각 축종

별 기대 사육두수와 축종 선택 확률 변화를 나타낸다. 분석 결과, 기후변화
로 인해 2040년 무창축사의 비중이 높은 육계와 산란계 그리고 양돈의 사
육규모가 증가한 반면, 한·육우와 낙농의 사육두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추
정되었다. 하지만 산란계를 제외한 각 축종의 추정치는 GCM별 편차가 매
우 커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돈을 제외한 모
든 축종 선택 확률은 기후변화에 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농가 유형별 기후변화에 따른 기대 사육두수와 기대
한·육우

육계

산란계

양돈

낙농

평균 사육두수 변화(%)1)

-10.6
(12.5)3)

14.5
(77.8)

28.0*
(14.8)

34.9
(27.6)

-13.1
(15.3)

축종 선택 확률 변화(%)2)

-1.0
(3.4)

-0.8
(0.5)

-0.7
(0.6)

1.5
(1.5)

-0.5
(1.5)

주 1) 표에서 나타난 평균 사육두수 변화는 식 (14)를 바탕으로 기상조건의 한계효과를 계산한 후, 두 기간의
기상변수 값들의 차이를 대입하여 산출한 값임. 2015년 농가유형을 기준으로 계측함.
2)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계측함.
3) 괄호 안 수치는 표준편차를 나타내며 11개 GCM을 가지고 계산한 사육두수 변화를 바탕으로 함.
*** p<0.001, ** p<0.05, * p<0.01 15개 관측치를 바탕으로 한 t-test를 실시하였음.
자료: 이상민 외(2017)를 인용함.

이러한 결과는 한·육우 농가와 낙농가가 육계·산란계·양돈 농가에 비해
기후변화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후변화가 수익성에 미치
는 영향은 축종별로 다르며,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축종 전환이나 적응
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경종 부문과는 달리 Seo and Mendelsohn(2008)으로는 기후변화가 사육규
모와 축종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경로와 요인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할 수 없
어, 축산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적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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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 모형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대한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은 ‘농업부문 상향식
모형(이하 농업부문 모형)’을 활용하여서 진행되었다. 식품 부문의 경우,
구조상 상향식 모형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상향식 모형에서 최적화
된 생산량이 식품 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정한 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구축하여서 완화와 적응으로 인한 농축

산업 부문 생산량 변화가 식품 산업과 국가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농업부문 모형은 기본적으로 정태(static) 모형으로, 1번 산업인 쌀·미곡
부문부터 18번 산업인 기타 축산까지를 포함하고 있다<표 5-1>. 기본 원리
는 최적화 의사결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목적식의 형태가 단순 수입 극대
화가 아니라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형태를 반영한 효용 극대화 모형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토지와 수자원 수급에 대한 제약식을 반영하여서 각 품
목의 생산에 대한 가용자원 제약을 부여하고 있다. 모형 적용 범위는 전국
으로, 9개 도 단위 행정구역으로 구분하며 특·광역시는 해당 도시가 포함
된 도에 속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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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상향식 모형이 활용되었으며 KREI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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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품목군 관련 생산 자료는 2016년도를 기준으로 생산액, 재배면적, 사
육두수, 생산비(에너지비, 수리(水利)비, 소농구비, 대농구비, 영농시설비,
기타재료비, 기타서비스, 자본비용, 노동비용, 영업잉여, 생산세), 경종 부
분 추가 생산비(종자비, 비료비, 농약비), 축산 부분 추가 생산비(사료비,
가축비, 방역치료비)를 포함한다.
<표 5-1> 농업부문 상향식 모형 내 품목군 및 세부품목
품목군

세부 품목

쌀, 미곡

논벼, 밭벼

맥류 및 잡곡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옥수수, 메밀, 기타 잡곡

콩류

콩, 팥, 녹두, 기타 콩류

감자류

봄감자, 가을감자, 시설감자, 고구마

노지채소

수박, 참외, 오이, 딸기, 호박, 배추, 양배추, 시금치, 상추, 무, 당근,
고추, 양파, 생강, 파, 마늘, 기타 노지채소

시설채소

수박, 참외, 오이, 딸기, 호박, 토마토, 배추, 시금치, 상추, 무, 고추,
기타 시설채소

노지과일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감, 자두, 기타 노지과일

시설과일

시설포도, 시설감귤, 기타 시설과일

화훼

장미, 국화, 백합(나리), 심비디움 등

기타 농산물

참깨, 들깨, 땅콩, 약용작물, 종자, 묘목 등

낙농

젖소

한·육우

한우, 육우

양돈

비육돈

가금

산란계, 육계

기타 축산

사슴, 산양, 토끼, 오리, 칠면조, 꿀벌 등

2030 로드맵
감축수단 적용
논물관리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감시설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감시설

양질조사료 공급
가축분뇨 처리시설

자료: 권오상 외(2018)의 “농업부문 상향식 모형 매뉴얼”을 참조하여 연구진 작성.

상향식 모형은 PMP(Positive Mathematical Programming)를 활용하여 선
형 비용함수의 과잉특화 문제를 방지하고 있다. PMP를 모형에 적용하면
모형에서의 비용함수는 생산량에 대한 2차식으로 구성되고 따라서 선형
한계비용 곡선을 통해 특별한 제약식 없이도 기준년도의 생산량 값을 완전
히 복원할 수 있으며, 또한 모형 분석 과정에서 결괏값이 지나치게 극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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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화하는 것을 완화하는 장점을 가진다(Howitt 1995).
모형은 목적식과 토지 제약식, 수자원 제약식 3개(논, 밭, 축산), PMP 계
수 보정(calibration)을 위한 PMP식 1개로 구성되어서 1차 모형을 푼다. 그
결과로 나온 PMP 파라미터를 적용하여서 새로운 목적식과 제약식을 구
축하고 2차로 최적화 모형을 풀게 된다. 목적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
진다.



  
 






 





            
 






  

목적식(OBJF_BU)에서는 산출물 가격(    ), 지역별 품목별 생산량
(      ), 최적화변수(      )가 모형에 맞게 수정되었고, 품목별 총 소

비량(     ), 평균비용(    )도 모형에 맞게 수정되었다. 또한 비용함수에
생산량에 대한 2차항(          )이 추가되어 비선형 비용함수가
구성되었다. 선택변수는 재배면적과 사육두수이며, 목적식에서    를
극대화하도록 모형을 풀어 해를 도출한다.
토지 제약식에서는 각 지역 토지 공급량은 고정하되 토지 수요는 월 단
위로 변화하도록 구성하였다. 토지 공급량은 2016년 기준 경지면적이 활용
되었으며, 수요량 산정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농작업 관리
일정’을 참고하여서 토지 이용시기를 월 상순, 중순, 하순으로 분류, 적용
하였다.
수자원 제약식에서는 공급과 수요 산정에 대한 자료의 제약이 존재하여
토지 제약식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공급량과 수요량을 산정하였다. 농
업용수 공급에 있어서는 유효우량과 수리시설 공급량, 일정 부분의 예비용
량이 존재하는 것을 가정하여서 그 양을 산정하였고, 수자원 수요량은 단
위면적당 물 수요량을 재배면적당 물 수요량으로 전환하여서 적용하였다.
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품목은 유사한 품목의 수량이나 품목 분류를 조
정하여서 물 수요량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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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E 모형은 정태 1국가 모형으로 투입산출표를 기초로 생산자, 가계(생산

요소 공급자 및 상품 시장 소비자), 정부, 해외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생산함
수는 노동, 자본으로 구성되는 부가가치복합재와 나머지 중간투입재들이
레온티에프 결합을 이루고 있으며, 부가가치복합재는 노동, 자본의 CES
(Constant Elasticities of Substitution)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하였다.

가계는 노동, 자본 생산요소를 공급하여 수입을 얻고, 정부로부터 이전
수입을 얻는다. 수입의 일정 비율은 소득세와 저축으로 사용되며 나머지
가처분소득은 LES(linear expenditure system) 수요함수 형태로 소비한다.
생산자는 수출가격 및 국내 시장가격 간의 이윤 극대화를 선택하는 CET
(Constant Elasticities of Transformation) 함수를 통해 수출량을 결정, 국내

소비자는 국내 상품 가격과 수입 상품 간 비용 최소화 선택을 유도하는 아
밍턴 함수(Armington function)를 통해 수입이 결정된다. 정부는 소득세,
생산세 등을 통해 수입을 얻으며, 정부지출과 이전지출 등의 지출을 하고
정부저축을 통해 재정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 해외부문은 수입과 수출의
주체가 되며, 해외저축을 통해 해외시장의 수입·지출 균형이 달성된다.
모형 내에서 기준가격(numeraire)은 소비자물가 지수이며, 모든 상품의
가격은 물가지수 대비 가격인 실질 가격 변화율로 나타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향식 모형에서의 총 매출액 변화율을 일종의 시나리오로 CGE
모형에 적용하여 일반균형 모형에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2. 분석 시나리오

정책 시뮬레이션에 사용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기후변화 완화 부분과 기
후변화 적응 부분으로 구분 가능하다. 모형에 포함된 9개 도를 기준으로
2030년과 2050년에 대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

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RCP8.5에서의 생산성 변화와 적응의 경우 A1B
에서의 생산성 변화가 모형에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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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시나리오
기후변화 완화의 기준이 되는 시나리오는 “2030 로드맵”으로 2018년 수정
안(이하 로드맵 수정안)을 대상으로 한다. 참고로 2018년 논의되었던 수정안
의 정책수단 및 목표는 기존 로드맵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표 2-6>.
로드맵 수정안에서 베이스라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에서 구성한 농축산 활동자료와 2017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배
출계수를 적용하여서 산정되었다. 농축산 활동자료는 품목별 재배면적과
단수, 가축두수(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8 KREI-KASMO(농업부문 전망 모형) 전망치가 기본으로 활용되었다.

두류 면적·단수는 농작물생산조사 각 연도(1986-2016) 자료를 활용하여서
이후 추세를 로지스틱 성장함수(logistic growth function)로 예측하였다. 산
양, 말, 양, 사슴과 같은 기타 가축두수는 각 시도 통계(1990-2015) 자료를
활용하여서 역시 이후 추세를 로지스틱 성장함수를 활용하여 예측하였다.
그 결과, 베이스라인에서의 농림어업 부문 배출량이 “2030 로드맵”기존
안 대비 약 83천 톤CO2-eq 감소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것은 기존 로드
맵 구성 시 예측한 논 면적에 비해서 수정안에서 새롭게 예상한 논 면적이
줄었기 때문이다.
“2030 로드맵”에서 비에너지 부문 감축수단은 논물관리(간단관개 면적

확대, 논물얕게대기 면적 확대), 가축분뇨 관리(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설
치,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설치), 양질조사료 및 저메탄사료 보급이 해당하
며, 수정안에서도 수단과 정책 보급 목표는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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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2030 로드맵” 농림어업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내부자료(2018).

수정안에서 감축량은 논물관리 287천 톤CO2-eq, 가축분뇨관리 422천 톤
CO2-eq, 양질조사료 보급 109천 톤CO2-eq, 저메탄사료 보급 38천 톤CO2-eq

로 산정되었다. 그래서 비에너지 전체 배출량은 기존안 대비 베이스라인
배출량이 775천 톤CO2-eq 감소하였고 감축 후 645천 톤CO2-eq로 더 줄어
들었다. 수정안에서의 비에너지 부문 총 감축량은 857천 톤CO2-eq이다.
에너지 부문의 경우에도 수정안에서의 정책수단 및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단, 기존안과 달리 수정안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전
기량만큼 에너지 수요가 감소하여서,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이 감축되는 것
을 감축량에 반영하였다.
에너지 부문 감축수단은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통한 전기 수요 감
소,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 에너지절감
시설 보급(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보온시스템, 보온터널개폐장치 보급)
을 포함한다.
수정안에서 에너지 부문 감축량의 경우,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통한
전기 수요 감소 63천 톤CO2-eq, 지열히트펌프 보급 9천 톤CO2-eq, 목재펠
릿 난방기 보급 447천 톤CO2-eq, 다겹보온커튼 설치 615천 톤CO2-eq,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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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식보온수막시스템 설치 164천 톤CO2-eq, 보온터널개폐장치 설치 492천
톤CO2-eq가 2030년도 감축량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므로 수정안에서의 에
너지 부문 총 감축량은 1,810천 톤CO2-eq이다.
로드맵 수정안에서 제시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은 수단별 생산성 및 생산
비용 변화를 시뮬레이션 모형에 반영한 뒤 최적화를 진행하였다<표 5-2>.
이때 에너지 부문 시설보급에는 현재 국가에서 보조하는 보조율이 적용된
자부담을 농업인의 생산비용 변화분으로 반영하였다. 2030년도 정책목표
는 “2030 로드맵”에서 제시하는 국가 정책수단 보급에 대한 목표치로 각
수단별 보급 수준을 의미한다(<표 5-2> 2030 목표).
각 정책수단이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논물관리(간단관개, 논물얕게대기)
는 벼,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시설(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제외한
모든 에너지 부문 감축수단)은 시설채소·시설과일·화훼, 가축분뇨 처리시
설(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은 양돈, 양질조사료 공
급은 한·육우로 설정하였다<표 5-2>. 단, 전문가 협의회(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 국립축산과학원 담당자) 결과를 바탕으로 사료 개발 가능성이 낮
은 것으로 판단된 저메탄 사료 보급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반영되는 품목별 재배면적과 사육두수 비율을 분
석하기 위하여, 실제 분석에서는 쌀은 일반 쌀, 간단관개 쌀, 논물얕게대기
쌀로 품목을 나누었으며, 시설채소·시설과일·화훼의 경우 에너지 부문 감
축 수단별로 품목을 나누었고, 양돈은 자원화 시설과 에너지화 시설 처리
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으로, 젖소와 한·육우는 양질조사료가 보급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품목으로 세분하여서 최적화가 진행되었다.
기후변화 완화 시나리오에서는 “2030 로드맵” 수정안의 감축수단과 정
책목표를 기준으로 정책 보급률에 대한 제약이 있는 경우(시나리오1, 시나
리오3)와 없는 경우(시나리오2, 시나리오4)로 나누어서 각 수단별 정책목
표 기준이 감축목표 달성에 효율적으로 설정되었는지 비교하였다.
기후변화 적응 시나리오에서는 주요 작물(쌀, 보리, 감자, 콩, 옥수수)의
작기 이동을 통한 생산성 변화를 고려하여서, 앞서 설정한 기후변화 완화
시나리오에 작기 이동을 통한 생산성에 대한 적응이 이루어진 경우와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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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모형에 반영하였다.
정리하자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대한 기본 시나리오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베이스라인: 2030년 기후변화로 인한 주요 작물(쌀, 보리, 감자, 콩, 옥수

수) 생산성 변화를 반영하되, 2017년 수준의 감축수단이 적용되는 경우
- 시나리오1: “2030 로드맵” 감축수단별 정책 목표 적용
- 시나리오2: “2030 로드맵” 수단별 정책 목표 제약 없이, 총 감축목표
(“2030 로드맵”의 2017년도 이후 추가 감축량 비율을 적용, 2030년 배

출량 전망치의 3.82% 감축) 달성 적용
- 시나리오3: “2030 로드맵” 감축수단별 정책목표 적용 + 작기 이동
- 시나리오4: “2030 로드맵” 총 감축목표 달성 적용 + 작기 이동
<표 5-2> “2030 로드맵” 수정안 감축수단 시나리오화
감축수단
간단관개
논물얕게대기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양질조사료 보급

적용품목

2017 보급

2030 목표

생산비

생산성

논벼

87.5%

97%

증가

증가

논벼

0%

유기물무시용면적의
10%

증가

증가

양돈

13개소

32개소

증가

-

양돈

137개소

406개소

증가

-

낙농
한·육우

2,484천 톤

4,085천 톤

증가

-

387ha

431ha

750ha

917ha

410ha

6,650ha

405ha

1,120ha

3,945ha

5,481ha

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보일러
다겹보온커튼
순환식보온수막
보온터널개폐

시설채소
시설원예
화훼

증가
설비비 증가

증가
증가

연료비 감소

증가
증가

자료: 연구진 작성.

여기서 농업부문 모형의 한계로 인해, 축산 부문과 시설재배 부문에 추가
제약이 반영되었다. 로드맵에서 목표로 하는 양질조사료 및 고도화된 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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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시설의 보급은 해당 감축기술을 적용하는 사육두수의 증가 형태로 모
형에 반영되어 있다. 현실에서는 감축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젖소 및 한·육
우, 또는 양돈 사육두수 중 일부가 감축기술을 적용하는 형태로 기술 채택
이 발생하겠지만, 최적화 모형에서는 이러한 대체관계를 반영하기 어렵다.
시설재배에 있어서도 기존 감축 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농가에서 새로운 기
술을 도입하여 기술 간 대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지만, 농업부문 모
형에서는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또한 해당 기술을 적용한
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다.
경종의 경우에는 토지 제약이 강하게 적용되면서 감축수단 미적용과 적
용 농가에 대한 대체 관계가 일부 반영될 수 있으나, 축산과 시설재배의
경우에는 토지 제약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책
여건 및 초기 고정비용 발생을 고려할 때, 젖소 및 한·육우, 양돈 부문의
가축 두수가 급증하거나 시설재배 채소 및 화훼 면적이 급증하는 것은 어
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세부 배출원별로 로드맵에서 설정한 감축목표량
을 달성하도록 추가 제약을 부여하였다. 결과적으로, 양질조사료 보급과
관련한 젖소 및 한·육우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존 베이스라인 대비
정부의 목표감축량인 106천 톤CO2-eq, 분뇨처리시설과 관련한 양돈에 대
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베이스라인 대비 185천 톤CO2-eq, 시설재배 품
목에서는 612천 톤CO2-eq가 감소하도록 제약을 적용하였다.

2.2. 추가 시나리오 설정
앞서 설정한 기본 네 가지 시나리오에 더하여서 정책 여건이 변화하였을
때 최적화된 농축산 생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가로 시나리오로 설정
하여서 분석하였다. 추가로 고려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추가 시나리오는 2030년 대비 2050년 농축산부문 감축목표가
강화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이것은 신기후체제에서 5년마다 국가의 자
발적 감축목표(INDC)를 강화하여서 제시해야 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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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추가 시나리오는 저탄소인증에 대한 직접지불금이 신설된 경우
를 가정하였다. 대조가 되는 기본 시나리오에는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
나리오3, 시나리오4가 모두 해당한다.
2030년 국가 감축 목표를 배출량의 3.82%를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

과 대비하여 연간 8%, 12%, 16% 감축을 가정하여서 모형에 반영하였다.
앞서 제시한 시나리오2와 시나리오4에서 총 감축량 제약이 강화된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
김창길 외(2013)는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에 관련하여 농업인이 소득 감
소, 번거로움, 정보 부족 등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초기에
필요한 고비용과 증가된 노동력 투입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
램’ 도입을 검토하면서 협약 준수(compliance)에 기반한 농업환경지불 정
책 활용을 고려 중이다. 저탄소인증 직접지불금 또한 협약 준수에 기반한
농업환경지불금으로 이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
램’ 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기술은 <표 5-3>과 같다. 이 중에서 본 연구
의 시나리오 분석에 포함된 감축수단은 ‘다겹보온커튼 및 보온터널 자동개
폐장치’, ‘수막재배 시스템’, ‘목재펠릿 난방장치’, ‘지열히트펌프 시스템’,
‘논의 물 관리 기술’이다. 이 중 ‘논의 물 관리 기술’을 제외한 기술은 농림

축산식품부에서 이미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하여서 국고 및 지
방비 보조가 행해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직접지불금과의 이중 수령이 문제
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추가 시나리오에서 저탄소인증 직불금이
적용되는 기술은 ‘논의 물 관리 기술’로 한정하였다.
세 번째 추가 시나리오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에너지 시
설 설치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폐지(자부담 100%)되거나 현행 보조율에서
10%, 20%가 증가하는 경우를 구성하여서 에너지 시설 보조금 변화에 따

른 최적화 농축산 생산을 분석하였다. 역시 대조가 되는 기본 시나리오는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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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기술 목록
분야

저탄소 농업기술
최적비료 사용
경축순환농법

비료 및 작물 보호제
절감 기술

자가제조 농자재 사용 농법
풋거름 작물재배
순환식 수경재배(폐양액 재활용 시스템)
생물적 자원을 이용한 제초 및 방제

농기계 에너지 절감기술

직파재배
무경운 및 부분경운
다겹보온커튼 및 보온터널 자동개폐장치
축열물주머니 이용 보온장치
수막재배 시스템
농업용 열 회수형 환기장치

난방에너지 절감기술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목재펠릿 난방장치
지열히트펌프 시스템
폐열 재이용 난방시스템
일사량 감응 전자동 변온관리 시스템

농업용수 관리 기술

빗물 재활용 기술

논의 물관리 기술
주: <표 2-9>와 동일한 표지만, 가독성을 위해서 재삽입함.
자료: 스마트그린푸드(http://www.smartgreenfood.org/jsp/front/business/b0203.jsp: 2018. 10. 3.).

현재 에너지 시설 관련 자부담 비율은 지열히트펌프 30%, 목재펠릿 난
방기 40%, 다겹보온커튼 50%, 순환식보온수막 50%, 보온터널자동개폐 장
치 50%이다. 예를 들어, 추가 시나리오에서 보조율이 10% 증가하였다는
것은 지열히트펌프의 국고 및 지방비 보조율이 현행 70%에서 80%로 증가
한 것을 의미한다. 추가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추가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4 대비) 2050년 총 감축목표를

배출량의 8%, 12%, 16%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추가 시나리오2: (시나리오1-시나리오4 대비) ‘논물관리’에 대하여서

감축량 톤당 1만 원, 2만 원, 3만 원 저탄소직불금 지급 → 농가 경영
비 감소분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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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시나리오3: (시나리오1-시나리오4 대비) “2030 로드맵” 에너지 수

단 관련 보조금 폐지, 기존 보조율에서 10%p, 20%p 증가 → 농가 경
영비 증감분으로 반영

3.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3.1. 기본 시나리오 분석
본 절에서는 기본 시나리오로 설정한 베이스라인(2030년 기후변화로 인
한 주요 작물(쌀, 보리, 감자, 콩, 옥수수) 생산성 변화 및 2017년 수준의
감축수단이 적용되는 경우)과 시나리오1(로드맵 수단별 정책목표 적용, 작
기 이동 없음), 시나리오2(총 감축목표 적용, 작기 이동 없음), 시나리오3
(로드맵 수단별 정책목표 적용, 작기 이동 있음), 시나리오4(총 감축목표

적용, 작기 이동 있음)의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3 간, 시나리오2와 시나리오4 간의 비에너지 부문
배출원별 배출량을 비교하였을 때, 작기 이동이 배출원별 배출량 증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감축수단별 정책 목표를 달
성할 때(시나리오1, 시나리오3)는 총 감축량을 목표로 두었을 때(시나리오
2, 시나리오4)에 비해서 쌀 생산의 배출량과 축산업 부문(장내발효, 가축분

뇨처리)의 배출량 비중이 상대적 크게 나타났다<그림 5-2>. 이에 반해 에
너지 부문 시설재배 배출량의 경우에는 정책 목표 달성 시나리오의 배출량
이 총 감축량 시나리오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국가의 총 감축목표
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로드맵에 제시된 에너지 부문 정책수단 보급이 사
회적으로 최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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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기본 시나리오: 배출원별 배출량 비교
단위: 천 톤CO2-eq

자료: 저자 작성.

에너지 부문 감축수단별 감축에서도 작기 이동을 통한 적응의 영향은 크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절대적인 감축량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감축수
단은 목재펠릿 난방기, 다겹보온커튼, 보온터널자동개폐 장치로 나타났다.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통한 전기 수요 감소나 지열히트펌프 설치는 상대적
으로 감축량이 적은 편이다<그림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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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기본 시나리오: 에너지 감축수단별 감축량
단위: 천 톤CO2-eq

자료: 저자 작성.

감축수단별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시나리오1, 3과 총 감축량 목표를 달성
하는 시나리오2, 4를 비교하면,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지열히트펌프, 목
재펠릿 난방기, 다겹보온커튼, 순환식보온수막 시스템, 보온터널자동개폐
장치의 감축량이 감축수단별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시나리오에서 더 큰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 또한 로드맵에서 제시된 에너지 부문 정책수단
보급이 총 감축량을 달성하는 것에 최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 즉, 에너지
부문 수단은 감축 후 배출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 수준에 비하여서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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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높은 수준으로 세부 정책 목표가 설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베이스라인 대비 추가 감축 총량 면에서는 기본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3의
경우, 약 1,523천 톤CO2-eq으로 시나리오2와 시나리오4에서 적용한 713천
톤CO2-eq에 비해서 다소 높은 수준의 감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결
과적으로, 잔사소각 및 농경지 배출을 제외한 감축 후 배출량을 비교하면
기본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3은 약 1만 7,400천 톤CO2-eq, 시나리오2와 시
나리오4에서는 약 1만 8,441천 톤CO2-eq로 나타나 세부 정책 목표가 설정
된 경우 총 감축량 제약에 비하여 총 배출량은 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1.1. 기본 시나리오의 품목별 재배면적 및 사육두수 변화
베이스라인과 비교하여서 시나리오1-시나리오4의 최적화된 생산면적과
사육두수가 크게 변화하는 품목은 정책수단이 직접적으로 적용된 벼, 시설
채소, 시설과일, 화훼, 젖소 및 한·육우이다. 그 외 품목에 있어서는 베이스
라인 대비 면적 및 사육두수 변화율이 대부분 ±1~2% 내외였으며, 콩은 시
나리오3에서 약 3% 증가하는 것이 최적화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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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기본 시나리오: 품목별·축종별 재배면적·사육두수 변화율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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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의 경우, 작기 이동은 최적 재배면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나리오1을 시나리오3과, 시나리오2를 시나리오4와 비교했
을 때 분석 결과에 큰 차이가 없다. 베이스라인에서는 논 면적의 87%가
간단관개를 적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3%는 논물관리를 적용하지 않고 있
는 수준이다. 이후 로드맵에 있는 정책수단 보급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간
단관개 면적이 97%로 증가하며 논물얕게대기 면적은 1%로 증가한다. 총
감축량 목표를 주는 경우에는 재배면적의 87%만이 간단관개를 적용하며
논물얕게대기는 0.1%에 적용되는 것이 최적으로 나타났다<그림 5-5>.
<그림 5-5> 기본 시나리오: 벼 재배면적 변화
단위: ha, %

[베이스라인 면적 대비 변화율]
시나리오

1

2

3

4

일반

-86

-2

-86

-2

간단관개

3

1

3

-1

논물 얕게대기

900

-1

900

-1

자료: 저자 작성.

벼의 전체 재배면적은 베이스라인에서 57만 7,721ha인 것에 비해 시나
리오1과 3에서 53만 3,432ha, 시나리오2에서 57만 275ha, 시나리오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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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만 181ha로 나타나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전체 재배면적은 감소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그 구성비에 있어서 총 감축량 목표가 있는 시
나리오2, 4에서는 일반, 간단관개, 논물얕게대기를 적용한 면적이 모두 줄
어든 것에 비해, 로드맵의 논물관리 정책목표를 적용한 경우에는 일반 재
배면적은 줄어들고 간단관개 및 논물얕게대기를 적용한 재배면적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로드맵에 나타난 것과 같이 논물관리 면적의 구성 비율을 높
이는 정책 방향성은 사회 최적이 될 수 있지만, 세부 정책 목표를 적용할
경우 총 감축량 제약이 있을 경우보다 과도하게 전체 논 면적이 줄어들 가
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에너지 절감 감축수단 중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 시설이 적용 가
능한 시설채소, 시설과일, 화훼 재배면적의 최적 변화도 벼와 같이 주요작
물(쌀, 보리, 감자, 콩, 옥수수)의 작기 이동(적응)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품목은 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 난방기, 다겹보온커
튼, 순환식보온수막, 보온터널자동개폐 장치를 설치한 면적과 그렇지 않은
면적으로 나누어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3 간, 시나리오2와 시나리오4 간의 재배면적 결과
치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으며 시나리오 간 재배면적 변화율 차이는 최대
1% 내외였다. 총 감축량 제약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시설채소는 베이스라

인 대비 목재펠릿 난방기, 순환식보온수막 적용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 최
적이며, 시설과일과 화훼는 목재펠릿 난방기 적용 면적만 증가하는 것이
사회 최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노지채소와 노지과일 재배면적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지채소 면적은 시나리오1에서 0.01% 감
소하는 것이, 노지과일은 시나리오1~4별로 각각 0.11%, 0.01%, -1.27%,
-1.54% 증감하는 것이 최적이다.
<그림 5-6>에서 보듯이, 감축수단별 정책목표가 있는 경우와 총 감축량

목표가 있는 경우 모두 시설채소 일반 재배면적은 매우 근소하게 줄어들었
고, 나머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 시설이 설치된 재배면적은 감축수
단별 정책목표 제약에서는 모두 증가하고, 총 감축목표 제약에서는 지열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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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펌프를 제외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 시설 재배면적이 증가한 것
을 알 수 있다.
<그림 5-6> 기본 시나리오: 시설채소 재배면적 변화
단위: ha, %
[베이스라인 면적 대비 변화율]
시나리오

1

2

3

4

일반

-1

-1

-1

-1

지열히트

11

-1

11

-1

목재펠릿

20

6

20

6

보온커튼

58

0.4

58

1

보온수막

163

1

163

1

보온터널

37

0.4

37

0.5

자료: 저자 작성.

시설채소 재배면적의 구성비만 본다면, 감축수단별 정책목표가 있는 경
우(시나리오1)에는 총 감축목표가 있는 경우(시나리오2)보다 다겹보온커
튼, 순환식보온수막, 보온터널자동개폐 장치를 설치한 재배면적이 모두 더
크게 나타났으며, 지열히트펌프와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 면적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다. 이것은 총 감축목표 달성만 본다면 현재 로드맵에서의 정부
보급 목표가 다소 과대하게 설정되었으며 특히 다겹보온커튼, 순환식보온
수막, 보온터널자동개폐 장치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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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기본 시나리오: 시설과일 재배면적 변화
단위: ha, %
[베이스라인 면적 대비 변화율]
시나리오

1

2

3

4

일반

-12

-10

-12

-10

지열히트

13

-9

13

-9

목재펠릿

29

4

29

3

보온커튼

99

-6

99

-7

보온수막

293

-5

293

-6

보온터널

60

-6

59

-7

자료: 저자 작성.

시설과일과 화훼의 경우에도 세부 감축 목표를 달성할 때에는 시설 설치
재배면적이 모두 증가하지만, 총 감축 시나리오에서는 목재펠릿 난방기 설
치 면적만이 증가하고 일반 및 다른 감축시설 설치 재배면적은 감소하는
것이 사회 최적이다. 이것 또한 사회 전체 후생의 극대화에 있어서, 정부
지원에 기반한 로드맵의 정책목표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과대
하게 설정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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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기본 시나리오: 화훼 재배면적 변화
단위: ha, %
[베이스라인 면적 대비 변화율]
시나리오

1

2

3

4

일반

5

-4

5

-4

지열히트

7

-4

8

-4

목재펠릿

16

2

16

3

보온커튼

54

-3

54

-3

보온수막

157

-2

157

-2

보온터널

33

-3

33

-3

자료: 저자 작성.

시설과일과 화훼의 재배면적 구성비를 비교하면, 감축수단별 정책목표
가 있는 경우(시나리오1)에는 총 감축목표가 있는 경우(시나리오2)보다 목
재펠릿 난방기, 다겹보온커튼, 순환식보온수막을 설치한 재배면적의 비율
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총 감축목표 달성 면에서 현재 로드맵에서의
목재펠릿 난방기, 다겹보온커튼, 순환식보온수막에 대한 정책 목표가 다소
과도하게 설정되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국가 총 감축목표가 제약으로 작용할 때 시설채소, 시설과
일, 화훼의 경우 감축시설 재배면적이 부분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최적이
며, 세부 목표가 설정된 경우에는 일반 재배 면적을 사회 최적보다 과도하
게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고 품목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
소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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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상에서 비에너지 부문의 가축분뇨 관리(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설
치,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설치)는 양돈 부문 감축수단으로, 양질조사료 보
급은 젖소 및 한·육우 부문의 감축수단으로 적용하였다. 젖소 및 한·육우
와 양돈의 경우 가금 및 기타 축산에 비하여서 시나리오별 두수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그림 5-4>. 특히 젖소와 한‧육우의 경우 총 감
축목표 제약에 비하여 세부 정책 목표 제약에서의 두수 변화가 더 크며 젖
소는 두수가 증가하는 것이 최적으로 나타났다.
<그림 5-9> 기본 시나리오: 젖소 사육두수 변화
단위: 두, %

[베이스라인 두수 대비 변화율]
시나리오

1

2

3

4

일반

-26

-0.4

-26

-0.4

조사료

53

-0.4

53

-0.4

자료: 저자 작성.

젖소, 한·육우, 양돈 부문에 있어서도 작기 이동을 통한 주요 작물의 적
응은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3 간,
시나리오2와 시나리오4 간에서의 최적 사육두수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그림 5-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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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의 경우, 베이스라인과 비교할 때 감축수단별 목표가 있는 경우(시
나리오1) 최적 두수는 일반 사료를 보급하는 젖소 사육두수가 26% 감소하
고, 조사료를 보급하는 젖소 사육두수가 53% 증가하는 것이다.
한·육우의 경우에는 감축수단별 목표가 있는 경우(시나리오1)에 일반 사
료를 보급하는 한·육우 사육두수가 39% 감소하고, 조사료를 보급하는 한·
육우 사육두수가 69% 증가하는 것이 최적이다. 방향성 면에서는 젖소와 한·
육우가 일치하고 있으며, 감소율과 증가율은 젖소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일반 사료와 조사료를 급여 받는 두수의 비중을 살펴보면, 시나리오1에
서는 낙농 및 한·육우 중 조사료 보급을 받는 두수가 일반 사료를 보급 받
는 두수보다 더 많아지는 것이 최적 선택이 된다<그림 5-9~5-10>.
<그림 5-10> 기본 시나리오: 한·육우 사육두수 변화
단위: 두, %

[베이스라인 두수 대비 변화율]
시나리오

자료: 저자 작성.

1

2

3

4

일반

-39

-1

-39

-1

조사료

69

-1

6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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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총 감축목표가 적용된 시나리오2의 결과를 보면, 젖소의 경우, 일
반 사료와 조사료를 보급하는 두수가 모두 0.4% 감소하는 것이, 한·육우도
일반 사료와 조사료를 보급하는 두수가 모두 1% 감소하는 것이 최적으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1 분석 결과와 비교하면, 시나리오1에서는 일반 사료
보급 두수가 줄어들지만 조사료 보급 두수는 증가하는 것이 최적의 결정이
었고, 때문에 두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지만 조사료 보급 두수의 증
가 폭이 매우 크다(젖소 53%, 한·육우 69%)는 점에서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사료 급여 두수 증가는 <그림 5-2>에서 시나리오1, 3의 장내발
효 온실가스 배출량이 시나리오2, 4의 배출량보다 더 적은 것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즉, 젖소의 최적 사육 두수는 시나리오1이 베이스라인보다 더
크지만 조사료 급여 두수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장내발효 총 배출량은 줄
어들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젖소 사육두수는 베이스라인 36만 1,214두와
비교했을 때, 시나리오1에서 38만 2,186두로 증가(5.81% 증가), 시나리오2
에서 35만 9,787로 감소(0.4% 감소)하는 것이 최적으로 나타났고, 한·육우
는 베이스라인 297만 3,858두와 비교했을 때, 시나리오1은 288만 3,652두
(3.03% 감소), 시나리오2는 295만 6,348두로 감소(0.59% 감소)하는 것이

최적으로 나타났다<그림 5-4>.
이것은 낙농 및 한·육우 부문, 특히 낙농에 있어서 정부의 감축수단이
도입되는 것이 감축효과 확보와 함께 사육두수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조사료 보급 목표가 총 감축목표 달성에 필요
한 최적 보급량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양돈의 경우에도 낙농 및 한·육우 사육과 비슷한 패턴이 관찰되었다. 시
나리오별 돼지 사육두수는 베이스라인 1,059만 5,421두 대비 시나리오1에
서 1,060만 1,244두로 증가(0.05% 증가)하고 시나리오2에서 1,048만 2,336
두로 감소(1.07% 감소)하는 것이 최적으로 나타났다<그림 5-4>.
또한 감축수단별 정책목표가 적용된 시나리오1에서는 고도화된 가축분
뇨처리시설에서 분뇨를 처리하는 사육두수가 78% 증가(자원화 시설 이용
두수 77% 증가, 에너지화 시설 이용 두수 135% 증가)하고 일반 처리 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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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수는 36% 감소하는 것이 최적으로 나타났다. 국가 총 감축목표가 주어
진 시나리오2에서는 일반 처리 사육두수는 1% 감소, 고도화된 가축분뇨처
리시설 이용 두수는 1% 감소(자원화 시설 이용 두수는 1% 감소, 에너지화
시설 이용 사육두수는 1% 증가)하는 것이 사회 최적이다.
이는 앞서 낙농 및 한‧육우와 마찬가지로, 양돈 부문의 가축분뇨처리 측
면에서 공동자원화 및 에너지화 시설 설치 및 이용 정책목표가 총 감축목
표 달성에 필요한 최적 보급량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11> 기본 시나리오: 양돈 사육두수 변화
단위: 두, %
[베이스라인 두수 대비 변화율]
시나리오

자료: 저자 작성.

1

2

3

4

일반

-36

-1

-36

-1

가축분뇨
자원화

77

-1

77

-1

가축분뇨
에너지화

135

1

13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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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기본 시나리오의 가격 및 생산자 이윤 변화
베이스라인과 비교하여 쌀 생산자 이윤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리 생산자 이윤은 시나리오4를 제외하고 모두 이윤
이 증가, 옥수수는 시나리오1을 제외하고 모두 이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콩은 시나리오2를 제외하고 이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
이스라인 이윤의 변화의 경우, 쌀은 시나리오1, 3에서 41.44%, 시나리오2,
4에서 각 8.21%와 8.31%로 나타났다. 기타 곡물은 이윤 증감이 0.2% 이내

로 미미한 수준이다. 감자의 경우에는 이윤 증감이 1% 이내로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며, 고구마는 시나리오2를 제외한 시나리오1, 3, 4에서 베이스라
인 이윤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작기 이동을 적용한 주요 작물을 살펴보면, 쌀의 경우 작기 이동이 생산
자 이윤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보리의 생산자
이윤은 적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작기 이동을 적용할 때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베이스라인 대비 증감률: 시나리오1 10.01% ↔ 시나리오3
9.36%, 시나리오2 0.00% ↔ 시나리오4 -7.60%), 콩의 경우에도 생산자 이

윤 변화는 작기 이동을 한 경우에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베이스라인
대비 증감률: 시나리오1 -4.86% ↔ 시나리오3 -12.10%, 시나리오2 0.00%
↔ 시나리오4 -3.62%).

옥수수는 작기 이동을 적용할 경우 생산자 이윤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베이스라인 대비 증감률: 시나리오1 -1.28% ↔ 시나리
오3 3.28%, 시나리오2 0.00% ↔ 시나리오4 6.20%), 감자의 경우에도 방향
성이 동일하였다(베이스라인 대비 증감률: 시나리오1 -0.95% ↔ 시나리오3
-0.40%, 시나리오2 0.00% ↔ 시나리오4 0.43%).

이러한 작목별 이윤 변화의 차이는 단순하게 생산량 증가를 위한 적응
정책을 적용하기보다 재배면적 및 가격 변화 등과 같은 복합적인 시장 상
황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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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기본 시나리오: 품목별 생산자 이윤 변화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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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기본 시나리오: 작기 이동 적용 품목의 생산자 이윤 변화율
단위: 억 원, %
구분

쌀

보리

옥수수

콩

감자

베이스라인
(억 원)

21,156

225

1,435

1,876

2,041

시나리오1
(작기이동×)

41.44

10.01

-1.28

-4.86

-0.95

시나리오2
(작기이동×)

8.21

-

-

-

-

시나리오3
(작기이동○)

41.44

9.36

3.28

-12.10

-0.40

시나리오4
(작기이동○)

8.31

-7.60

6.20

-3.62

0.43

자료: 저자 작성.

채소, 과일, 화훼 부문에서 재배면적 변화가 크지 않은 노지채소와 노지
과일의 이윤 변화율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감축수단이 적용 가능한 품
목인 시설채소와 화훼의 경우에는 베이스라인 대비 세부 정책목표 시나리
오에서 이윤이 하락, 총 감축목표 시나리오에서 이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과일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생산자 총 이윤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표 5-5>. 그리고 앞서 언급한 작목(쌀, 보리, 옥수수, 콩, 감
자)의 작기 이동은 상대적으로 노지과일의 생산자 총 이윤에 영향을 미치
며 시설채소, 시설과일, 화훼 생산자의 이윤 변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에 대한 현재 수준의
정부 보조가 있을 경우의 결과치를 의미하며, 세부 감축 목표 시나리오에
서 감축 시설 설치 재배 면적이 베이스라인 대비 증가하는 것을 고려한다
면<그림 5-6~5-8>, 정부 지원금의 총액의 증가로 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하
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시설채소와 시설과일, 화훼의 경우 총 감축목표 시
나리오에서의 생산자 이윤 증가가 세부 감축목표 시나리오의 경우보다 크
며, 정부 재정 부담도 적다는 것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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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기본 시나리오: 채소, 과일, 화훼 생산자 이윤 변화율
단위: 억 원, %
구분
베이스라인
(억 원)

노지채소

시설채소

노지과일

시설과일

화훼

41,424

39,452

34,706

7,092

1,918

시나리오1
(작기 이동×)

0.06

-19.04

-

3.62

-3.87

시나리오2
(작기 이동×)

-

3.29

-

12.63

4.41

시나리오3
(작기 이동○)

-0.08

-18.40

2.10

3.70

-3.86

시나리오4
(작기 이동○)

-0.27

3.32

2.32

12.72

4.40

자료: 저자 작성.

기본 시나리오에서 낙농, 한·육우, 양돈 농가의 이윤은 <표 5-6>과 같이
변화한다. 역시 작목(쌀, 보리, 옥수수, 콩, 감자)의 작기 이동은 이윤 변화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낙농(젖소)의 경우에는 감축수단별 세부목표를
적용한 경우에는 총 이윤이 감소하였으나, 국가 총 감축목표를 적용한 경
우에는 총 이윤이 증가하였다. 한·육우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베이스라인
대비 총 이윤이 증가하였고, 양돈의 경우, 세부 감축목표 시나리오에서는
총 이윤이 감소, 총 감축목표 시나리오에서는 총 이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세부 감축목표 정책보다 총 감축목표를 수단으로 할 때
축산업자의 전체 이윤이 더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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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기본 시나리오: 낙농, 한·육우, 양돈 농가 이윤 변화율
구분
베이스라인
(억 원)
시나리오1
(작기 이동×)
시나리오2
(작기 이동×)
시나리오3
(작기 이동○)
시나리오4
(작기 이동○)
자료: 저자 작성.

낙농

단위: 억 원, %
양돈

한·육우
13,193

54,690

8,958

-80.21

8.33

-9.41

4.95

2.11

4.87

-80.21

8.33

-9.41

5.01

2.13

4.93

3.1.3. 기본 시나리오의 쌀 자급률 추정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정책이 식량자급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하여서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비교를 진행하였다. <표 5-7>은 선행연구에
서 제시한 2020년과 2025년 식량자급률 목표와 생산량을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기준은 2030년도이므로 2020년과 2025년 쌀 소비량의
감소 추세(연간 약 1.52%씩 감소)를 2030년도에 적용하여 소비량이 3,487
천 톤이 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식량자급률 94.8%를 적용하면 2030년도
쌀의 필요 생산량은 3,306천 톤이다.
<표 5-7> 2020년과 2025년 쌀 자급률 목표치
단위: 천 톤, %
2025년

2020년 목표치
품목

기존 목표치
소비량

쌀

4,136

생산량
4,053

기존 목표치 재설정
자급률
98.0

소비량

생산량

4,065

3,765

신규 목표치 설정

자급률
92.6

소비량
3,765

생산량
3,570

자급률
94.8

자료: 성명환 외(2016); 채광석 외(2017: 26) 재인용.

시뮬레이션 모형 안에서 벼는 일반 재배, 간단관개 재배, 논물얕게대기
재배로 나뉘어서 재배면적이 산정되었다<그림 5-5>. 또한 베이스라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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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분석에 활용된 KREI-KASMO의 단수 전망치와 시뮬레이션에 활용된
생산성 변화 가정(논물관리 감축 기술 적용 시 단수 2.8% 증가, 작기 이동
시 단수 6.2% 증가)을 반영하여서 시나리오별 2030년도 쌀 생산량을 산정
하고 소비량 예측치인 3,487천 톤에 대비한 자급률을 계산하였다<표 5-8>.
산정 결과, 베이스라인에서의 쌀 자급률은 89.7%일 것으로 예측되었는
데, 이것은 2020년 자급률 목표 92.6%과 2025년 자급률 목표 94.8%보다
낮은 수치이다. 작기 이동을 적용하기 전 시나리오1, 2에서는 베이스라인
대비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급률이 더 낮게 산정되었으며, 작기 이
동을 적용한 경우에는 총 감축목표(시나리오4) 시나리오의 쌀 생산량이 베
이스라인보다 증가하여 자급률이 94%를 달성하였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2025년도 목표인 자급률 94.8%에는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적응 정책을 적

용하는 경우 자급률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 가능하다.
<표 5-8> 기본 시나리오: 쌀 자급률 비교
단위: 천 톤, %
구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생산량

3,129

2,897

3,089

3,077

3,279

자급률

89.7

83.1

88.6

88.2

94.0

자료: 저자 작성.

특히 <표 5-8>은 작기 이동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없을 경우(시나리오1
과 시나리오2)에는 쌀 자급률이 9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기후변화 완화 정책이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만을 고려한다면 다른
정책 목표에 상충(trade-off)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런 결
과는 2010년도 이후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기후스마트농업(Climate Smart
Agriculture: CSA)18과 식량안보 부분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앞서 시나리오 결과 분석에서 총 감축량 목표가 있는 시나리오2, 4

18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생산성 향상 사이의 동반편익과 상충관계를 함께
고려하는 기후변화 대응 농업 시스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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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일반, 간단관개, 논물얕게대기를 적용한 면적이 모두 줄어든 것에
비해, 로드맵의 논물관리 정책목표를 적용한 경우에는 일반 재배면적은 줄
어들고 간단관개 및 논물얕게대기를 적용한 재배면적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고려할 때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효율성만을 따져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쌀 자급률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온실가스 배출 감축 면에서는 논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율
적일 수 있지만 쌀 자급률을 함께 고려할 때에는 사회적으로 최선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작기 이동과 같은 적응 수단을 함께 도입하여서 감
축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를 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2. 추가 시나리오 분석
앞서 설정한 네 가지의 기본 시나리오에 덧붙여서 세 가지 추가 시나리
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추가 시나리오는 기본 시나
리오2, 4에 대한 총 감축목표 강화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추가 시나리오
는 기본 시나리오1~4에서 논물관리에 대한 저탄소직불금이 지급되는 경우,
세 번째 추가 시나리오는 기본 시나리오1~4에서 에너지 부문 감축수단 설
치에 대한 보조금이 폐지되거나 보조율이 높아지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3.2.1. 총 감축목표 강화에 대한 추가 시나리오 분석
<그림 5-13>은 베이스라인 대비 기준 시나리오2(2030년 배출량 전망치

의 3.82% 감축 적용, 작기 이동 ×), 시나리오4(2030년 배출량 전망치의
3.82% 감축 적용, 작기 이동 ○)의 최적 재배면적과 사육두수의 변화율,

베이스라인 대비 추가 시나리오의 최적 재배면적과 사육두수의 변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추가 시나리오는 2030년 이후 2050년 감축목표가 강화되
고, 2050년 배출량 전망치의 8%, 12%, 16%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가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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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에서 보듯이 작기 이동(적응)은 총 감축량 목표 강화에 따른

대부분의 최적 재배면적 및 사육두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
콩의 면적은 작기 이동을 적용할 때 베이스라인 대비 약 1%p 내외로 더
증가하며 옥수수의 면적은 약 2%p 내외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작기 이동이 없는 경우 재배면적 변화는 0%에 가까우므로 재배면적
변화가 절대적으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총 감축목표가 강화되면서 벼, 시설채소, 노지과일, 시설과일, 화훼의 최
적 재배면적은 더욱 감소하며, 젖소, 한·육우, 양돈, 가금의 최적 사육두수
또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감축수단이 적용되는 품목과 축종을 중심으
로 보면, 농축산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강화되면 벼 재배면적과 젖소,
한·육우, 양돈 사육두수,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가 가능한
시설채소, 시설과일, 화훼의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최적임
을 알 수 있다. 특히 화훼와 시설과일 재배면적은 그 감소 폭이 상대적으
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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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총 감축목표 강화:
기준 시나리오 2, 4 결과 대비 재배면적·사육두수 변화율 차이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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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의 경우에는, 감축목표가 강화되면서 일반 재배, 간단관개
재배, 논물얕게대기 재배면적이 모두 감소하는 것이 최적이다<표 5-9>. 그
러므로 벼 재배의 경우에는 감축목표 강화에 대한 최적 생산을 하기 위해
서는 감축기술 보급뿐만 아니라 전체 벼 재배면적을 함께 고려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시설채소의 경우 감축목표 강화로 일반 재배면적은 감소하지만, 에너지
부문 감축기술을 적용한 재배면적에 있어서 지열히트펌프를 제외한 나머
지 면적이 증가하는 게 최적이다<표 5-10~5-11>. 시설과일과 화훼의 경우
에는 목재펠릿 난방기 재배면적을 제외한 일반 재배 및 감축시설 적용 면
적이 모두 감소하는 것이 최적이다<표 5-12>. 이것은 동일한 감축 시설이
라도 적용 대상에 따라서 세부 정책 목표가 다르게 설정될 필요성과 감축
목표가 강화된다 하더라도 감축시설을 무조건적으로 증가시키는 정책은
사회 최적이 아니며 해당 품목의 전체 재배면적을 감소하는 것이 사회 최
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5-9> 총 감축목표 강화: 벼 재배면적 변화율
단위: ha, %
시나리오

일반

간단관개

논물얕게대기

베이스라인(ha)

72,793

504,350

578

시나리오2(%)

-1.81

-1.21

-0.73

8% 강화

-3.79

-2.54

-1.53

12% 강화

-5.68

-3.81

-2.29

16% 강화

-7.58

-5.09

-3.05

-1.83

-1.23

-0.74

시나리오4(%)
8% 강화

-3.81

-2.56

-1.54

12% 강화

-5.71

-3.83

-2.30

16% 강화

-7.61

-5.11

-3.07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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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총 감축목표 강화: 시설채소 재배면적 변화율
단위: ha, %
시나리오

일반

베이스라인(ha)
시나리오2(%)

지열히트

51,213

249

목재펠릿

보온커튼

보온수막

보온터널

482

3,550

351

3,415

-0.94

-0.65

5.89

0.41

1.16

0.37

1% 강화

-1.96

-1.36

12.33

0.86

2.44

0.78

3% 강화

-2.94

-2.04

18.49

1.29

3.66

1.17

5% 강화

-3.92

-2.72

24.65

1.72

4.88

1.56

-0.83

-0.55

6.07

0.53

1.29

0.49

1% 강화

-1.87

-1.27

12.50

0.97

2.55

0.88

3% 강화

-2.87

-1.97

18.66

1.38

3.76

1.26

5% 강화

-3.88

-2.67

24.82

1.79

4.96

1.62

시나리오4(%)

자료: 저자 작성.

<표 5-11> 총 감축목표 강화: 시설과일 재배면적 변화율
단위: ha, %
시나리오

일반

지열히트

목재펠릿

보온커튼

보온수막

보온터널

베이스라인(ha)

5,250

106

204

420

42

405

시나리오2(%)

-9.90

-8.54

3.75

-6.42

-5.03

-6.50

1% 강화

-20.74

-17.87

7.84

-13.45

-10.53

-13.60

3% 강화

-31.11

-26.81

11.76

-20.17

-15.80

-20.40

5% 강화

-41.48

-35.75

15.68

-26.89

-21.07

-27.21

시나리오4(%)

자료: 저자 작성.

-10.44

-9.10

3.35

-6.94

-5.53

-7.01

1% 강화

-21.32

-18.48

7.43

-14.00

-11.07

-14.16

3% 강화

-31.73

-27.45

11.33

-20.76

-16.38

-21.00

5% 강화

-42.17

-36.46

15.21

-27.55

-21.71

-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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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총 감축목표 강화: 화훼 재배면적 변화율
단위: ha, %
시나리오

일반

베이스라인(ha)
시나리오2(%)

지열히트

목재펠릿

보온커튼

보온수막

보온터널

1,434

33

64

131

13

126

-4.50

-4.07

2.42

-3.01

-2.27

-3.05

1% 강화

-9.42

-8.52

5.07

-6.31

-4.76

-6.39

3% 강화

-14.13

-12.79

7.61

-9.47

-7.14

-9.59

5% 강화

-18.83

-17.05

10.14

-12.62

-9.53

-12.79

-4.42

-3.99

2.58

-2.92

-2.18

-2.96

시나리오4(%)
1% 강화

-9.35

-8.46

5.23

-6.23

-4.67

-6.31

3% 강화

-14.07

-12.73

7.76

-9.40

-7.07

-9.52

5% 강화

-18.80

-17.00

10.30

-12.56

-9.46

-12.73

자료: 저자 작성.

<표 5-13> 총 감축목표 강화: 축산 사육두수 변화율
단위: 천 마리, %
시나리오
베이스라인(천 두)

낙농
일반

낙농

한·육우

한·육우

양돈

양돈

양돈

조사료

일반

조사료

일반

자원화

에너지화

215

146

1,992

982

7,265

3,228

102

-0.40

-0.38

-0.60

-0.57

-1.24

-0.74

1.04

1% 강화

-0.84

-0.80

-1.25

-1.19

-2.60

-1.55

2.17

3% 강화

-1.27

-1.21

-1.88

-1.79

-3.90

-2.33

3.26

5% 강화

-1.69

-1.61

-2.51

-2.39

-5.20

-3.10

4.34

-0.41

-0.39

-0.61

-0.58

-1.26

-0.75

1.05

1% 강화

-0.85

-0.81

-1.26

-1.20

-2.62

-1.56

2.19

3% 강화

-1.27

-1.21

-1.89

-1.80

-3.92

-2.34

3.27

5% 강화

-1.70

-1.61

-2.52

-2.40

-5.22

-3.12

4.36

시나리오2(%)

시나리오4(%)

자료: 저자 작성.

낙농, 한·육우, 양돈의 경우에는 감축목표 강화에 대해 일반 사육두수,
조사료 보급 사육두수, 가축분뇨 처리 자원화 시설을 이용하는 양돈 사육
두수는 감소하는 것이 최적이며, 에너지화 시설을 이용하는 양돈 사육두수
는 증가하는 것이 최적으로 나타났다. 단, 양돈 에너지화 시설에 해당하는
사육두수는 가장 적게 나타나, 조사료 보급 및 자원화 시설 이용에서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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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벼 재배와 마찬가지로, 국가 총 감축목표 강화가 이루어졌을 때 단순한 감
축수단 적용을 제고할 게 아니라 축산업 규모도 주요하게 고려하여서 정책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5-14>는 품목별·축종별 생산자 총 이윤이 베이스라인 대비 얼마

나 변화하였는지를 보여준다. 기본 시나리오2, 4에서 베이스라인 대비 총
이윤이 증가하였던 품목 중 쌀, 시설채소, 화훼, 낙농, 한·육우, 양돈, 가금
의 경우 총 감축목표가 강화될 때 이윤의 증가 폭이 더 커졌으며, 시나리
오2에서 이윤 변화가 미미하고 시나리오4에서 총 이윤이 증가한 감자, 노
지과일은 감축목표가 강화되면서 총 이윤이 감소하였다. 시설과일은 시나
리오2, 4에서는 베이스라인보다 총 이윤이 증가하였으나 감축목표가 강화
되면 이윤의 증가 폭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6% 총 감축목표에
서는 이윤이 베이스라인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4>는 총 감축목표 강화로 인한 쌀 자급률의 변화를 보여준다.
<표 5-9>에서 보았듯이 쌀은 일반 재배, 간단관개 재배, 논물얕게대기 재

배면적이 모두 감소하였고, 이것은 쌀 자급률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작기
이동을 적용한 경우 쌀 자급률은 9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표 5-9>의
시나리오4: 8%, 12%, 16% 강화 시나리오 부분). 이것은 앞서 온실가스 감
축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율성만 고려한다면 쌀 자급
률이 악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과 일치한다. 이런 점에서 작기 이동과
같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적응 수단의 도입은 식량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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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총 감축목표 강화: 품목별·축종별 생산자 총 이윤 변화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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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총 감축목표 강화: 쌀 자급률 비교
단위: 천 톤, %
구분

베이스

시나리오2

시나리오2

시나리오2

시나리오4

시나리오4

시나리오4

라인

8% 강화

12% 강화

16% 강화

8% 강화

12% 강화

16% 강화

생산량
자급률(%)

3,129

3,044

3,002

2,960

3,233

3,188

3,143

89.7

87.3

86.1

84.9

92.7

91.4

90.1

자료: 저자 작성.

3.2.2. 논물관리 저탄소직불금 지급에 대한 추가 시나리오 분석
저탄소인증 온실가스감축 기술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의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하여서, ‘저탄소직불금’이 도입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현재 저탄
소 농축산물 인증 기술 중 2030 로드맵 정책수단과 중복되는 기술을 대상
으로 하되 현재 국가 지원 사업이 없는 기술을 제외하였고, 그 결과 ‘논의
물 관리 기술’만이 이 조건을 만족시켰다. 시뮬레이션에서는 간단관개와
논물얕게대기를 적용하는 농업인에게 온실가스 감축 톤당 1만 원, 2만 원,
3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시나리오화하였다.

지급 단가 기준은 2018년 10월 현재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
업’의 정부 구매 단가를 고려한 것이다. 현재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서의 정부 구매 단가는 에너지의 경우 1톤CO2-eq당 1만 원, 비에너지의 경
우 1톤CO2-eq당 2만 원이다. 그러므로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2만 원을 기
준으로 지급 단가가 낮은 경우(1만 원)와 높은 경우(3만 원)를 가정하였다.
그러나 분석 결과, 직불금의 유무는 기본 시나리오 결과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축수단별 세부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는 직불금 유무와 상관없이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하므로 결괏값이 동일하
다. 총 감축목표가 주어진 경우에는 기술별 벼의 재배면적이 변화하였으나
국가 수준으로 보기에는 매우 미미한 수준(최대 0.16ha)의 차이이므로 논
물관리에 대한 저탄소직불금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쌀 자급률이나 CGE 모형 결과도 기본 시나리오 결과와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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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논물관리 저탄소직불금 도입: 벼 재배 생산자 총 이윤 변화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단, 직불금이 정부에서 농업인으로 소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면 생산자
총 이윤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림 5-15>는 기본 시나리오 대비
벼 재배 농업인의 총 이윤 변화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며, 직불금 단가 증가
에 따라 시나리오 그룹별 매출액이 소폭 증가하는 것을 확인 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현재 자발적 감축사업 지급단가 수준은 벼 재배 농
가의 논물관리 기술 채택의 인센티브로 활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농가소득 지지에 그 효과가 있으나, 정부의
직접지불금 소요 예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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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에너지 부문 감축시설 보조금 변화에 대한 추가 시나리오 분석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감축 수단에 대해서, 시설 설치에 대한 보조금이
사라지는 경우와 각 10%p와 20%p 보조율이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로 가정
하였다. 앞서 저탄소직불금 도입과 마찬가지로, 기본 시나리오1, 3의 경우
에는 감축수단별 보급 목표가 정해져있으므로 에너지 시설 보조금을 변화
시켜도 최적 재배면적과 사육두수는 기본 시나리오와 차이가 없다. 기본
시나리오2, 4의 경우에는 에너지 시설 보조금 변화가 최적 재배면적 및 사
육두수에 영향을 미치지만 베이스라인 대비 변화율이 ±0.01% 내외이므로
그 폭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은 실제 분석에 있어서 국가에서 지원
되는 보조금이 연간화(annualized)되어서 반영되어, 실제 연간 투입비용 증
감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5-15~5-17>는 시나리오별 시설채소, 시설과일, 화훼의 재배면적 변

화를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보조금의 완전 폐지는 기본 시나리오2, 4에 비
해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 시설 적용 면적이 줄어드는 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보조율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예상하듯이, 에너지 시설 설치 면
적 증가에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베이스라인과 비교할 때, 적용 면적별 증감의 방향은 보조율이 변화하더
라도 기본 시나리오와 다르지 않다. 시설채소의 경우, 총 감축목표 제약 아
래에서 지열히트펌프 적용 면적은 보조율에 관계없이 베이스라인보다 적
용 면적이 줄어드는 것이 최적이며, 나머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
시설 적용 면적은 늘어나는 것이 최적이다. 시설과일과 화훼는 목재펠릿
난방기 적용 면적이 늘어나고 나머지 감축 시설 적용 면적은 감소하는 것
이 최적이며, 시설 보조율이 증가하면 감소 폭은 작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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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에너지 시설 보조금 변화: 시설채소 재배면적 변화율
단위: ha, %
시나리오

일반

베이스라인(ha)
시나리오2(%)

지열히트

목재펠릿

보온커튼

보온수막

보온터널

51,213

249

482

3,550

351

3,415

-0.94

-0.65

5.89

0.41

1.16

0.37

0% 보조

-0.93

-2.91

5.80

0.36

1.10

0.34

10%p 보조증가

-0.94

-0.33

5.90

0.42

1.18

0.38

20%p 보조증가

-0.94

-0.00

5.91

0.43

1.19

0.39

-0.83

-0.55

6.07

0.53

1.29

0.49

시나리오4(%)
0% 보조

-0.83

-2.80

5.98

0.48

1.22

0.46

10%p 보조증가

-0.83

-0.23

6.08

0.54

1.31

0.50

20%p 보조증가

-0.83

0.10

6.09

0.55

1.32

0.50

자료: 저자 작성.

<표 5-16> 에너지 시설 보조금 변화: 시설과일 재배면적 변화율
단위: ha, %
시나리오

일반

지열히트

목재펠릿

보온커튼

보온수막

보온터널

베이스라인(ha)

5,250

106

204

420

42

405

시나리오2(%)

-9.90

-8.54

3.75

-6.42

-5.03

-6.50

0% 보조

-9.88

-12.73

3.60

-6.50

-5.14

-6.54

10%p 보조증가

-9.91

-7.94

3.77

-6.40

-5.01

-6.49

20%p 보조증가

-9.91

-7.34

3.79

-6.39

-4.98

-6.48

시나리오4(%)

-10.44

-9.10

3.35

-6.94

-5.53

-7.01

0% 보조

-10.41

-13.29

3.21

-7.02

-5.64

-7.06

10%p 보조증가

-10.44

-8.50

3.38

-6.92

-5.51

-7.00

20%p 보조증가

-10.45

-7.90

3.40

-6.90

-5.49

-6.99

자료: 저자 작성.

112 신기후체제 대응 수단의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
<표 5-17> 에너지 시설 보조금 변화: 화훼 재배면적 변화율
단위: ha, %
시나리오

일반

베이스라인(ha)
시나리오2(%)

지열히트

목재펠릿

보온커튼

보온수막

보온터널

1,434

33

64

131

13

126

-4.50

-4.07

2.42

-3.01

-2.27

-3.05

0% 보조

-4.49

-6.28

2.34

-3.06

-2.33

-3.08

10%p 보조증가

-4.50

-3.76

2.43

-3.00

-2.25

-3.05

20%p 보조증가

-4.50

-3.44

2.45

-2.99

-2.23

-3.04

-4.42

-3.99

2.58

-2.92

-2.18

-2.96

시나리오4(%)
0% 보조

-4.41

-6.20

2.51

-2.97

-2.23

-2.99

10%p 보조증가

-4.42

-3.67

2.59

-2.91

-2.17

-2.96

20%p 보조증가

-4.42

-3.36

2.60

-2.90

-2.14

-2.95

자료: 저자 작성.

<표 5-18> 에너지 시설 보조금 변화: 시설작목 총 이윤 변화율
단위: 억 원, %
시나리오

시설채소

시설과일

화훼

39,452

7,092

1,918

0.03

0.13

0.04

0% 보조

0.02

0.11

0.03

10%p 보조증가

0.03

0.13

0.05

20%p 보조증가

0.04

0.13

0.05

베이스라인(억 원)
시나리오2(%)

시나리오4(%)

0.03

0.13

0.04

0% 보조

0.03

0.11

0.03

10%p 보조증가

0.03

0.13

0.05

20%p 보조증가

0.04

0.13

0.05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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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작목의 농업인 총 이윤에 있어서도 보조율 증가는 총 이윤 증가와
연결된다<표 5-18>. 이것은 시설채소, 시설과일, 화훼의 재배면적이 베이
스라인 대비 감소하여 발생하는 가격효과의 영향과 보조금 지급을 통한 농
업인 투입비용 절감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5-19> 에너지 시설 보조금 변화: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단위: 천 톤CO2-eq
시나리오2

시나리오4
0% 보조

1,183

시나리오4

시나리오4

10%p

20%p

보조증가

보조증가

1,182

1,184

1,184

시나리오4
1,184

시나리오4
0% 보조
1,183

시나리오4

시나리오4

10%p

20%p

보조증가

보조증가

1,184

1,184

자료: 저자 작성.

시나리오별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보면 보조율 증가는 에
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표 5-19>. 따라서 만약 ‘에너지 부문’에서 감축량의
절대값 강화가 필요하다면 보조금 지급은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겠
지만 감축량 변화 자체가 크지 않아, 정부 재정 부담을 고려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3.3. CGE 모형의 시나리오 분석
농업부문 모형의 결괏값 변화를 외부 변수로 반영하여서 CGE 모형에서
결괏값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GDP가 베이스
라인에 비해 감축수단별 정책목표가 충족되는 경우에는 0.035~0.046% 감
소하며, 총 감축목표가 적용될 때는 0.115~0.1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것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이 경제성장과는 상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표 5-20>.
이것은 총 감축목표가 강화되는 추가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서 더욱 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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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드러난다<표 5-21>. 총 감축목표가 총 배출량의 8%, 12%, 16%로 강화
되는 경우 GDP 감소율은 더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 논물관리에 대한
저탄소직불금 도입의 경우에는 농업인의 총 이윤에만 영향을 미칠 뿐, 생
산면적이나 사육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CGE에 미치는 영향이 거
의 없으며,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에 대한 보조율 변화도
시나리오2(총 감축목표 적용, 작기 이동 ×)에서 보조율이 없는 경우 GDP
가 0.001% 더 감소하는 것을 제외하면 기본 시나리오와 GDP 변화율이 동
일하게 나타났다.
<표 5-20> 기본 시나리오: 베이스라인 대비 GDP 및 식품산업 영향
단위: %
구분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0.035

-0.115

-0.046

-0.123

곡류 가공식품

0.19

0.11

0.14

0.06

과일/채소가공품

-3.87

1.02

-3.57

1.22

당, 조미료, 유지

-0.86

0.13

-0.92

0.07

축산 가공식품

-0.28

0.55

-0.30

0.55

커피, 차, 음료, 기타식품

-0.22

0.07

-0.22

0.08

주류 및 담배

0.11

-0.07

0.09

-0.08

수산 가공식품

-0.06

-0.09

-0.07

-0.10

사료

0.15

-0.01

0.13

-0.02

곡류 가공식품

-0.16

-0.27

-0.13

-0.24

GDP 변화율
가격 변화율

국내생산량 변화율
과일/채소가공품

5.55

-1.62

5.08

-1.87

당, 조미료, 유지

1.02

-0.46

1.08

-0.40

축산 가공식품

0.12

-0.40

0.12

-0.40

커피, 차, 음료, 기타식품

0.10

-0.20

0.09

-0.21

주류 및 담배

-0.22

-0.12

-0.21

-0.12

수산 가공식품

0.05

-0.11

0.04

-0.11

사료

-0.22

-0.40

-0.22

-0.40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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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총 감축강화: 베이스라인 대비 GDP 및 식품산업 영향
단위: %
구분
GDP 변화율

시나리오2

시나리오2

시나리오2

시나리오4

시나리오4

시나리오4

8% 강화

12% 강화

16% 강화

8% 강화

12% 강화

16% 강화

-0.250

-0.391

-0.543

-0.259

-0.401

-0.555

곡류 가공식품

0.23

0.34

0.45

0.18

0.29

0.39

가격 변화율
과일/채소가공품

2.19

3.35

4.55

2.41

3.60

4.84

당, 조미료, 유지

0.28

0.41

0.55

0.21

0.34

0.47

축산 가공식품

1.15

1.73

2.30

1.15

1.73

2.30

커피, 차, 음료, 기타식품

0.15

0.22

0.28

0.16

0.23

0.29

주류 및 담배

-0.16

-0.25

-0.34

-0.16

-0.25

-0.35

수산 가공식품

-0.20

-0.30

-0.42

-0.20

-0.31

-0.43

사료

-0.02

-0.03

-0.05

-0.03

-0.05

-0.07

곡류 가공식품

-0.57

-0.87

-1.19

-0.55

-0.85

-1.16

국내생산량 변화율
과일/채소가공품

-3.40

-5.12

-6.84

-3.68

-5.42

-7.18

당, 조미료, 유지

-0.98

-1.48

-1.99

-0.91

-1.41

-1.92

축산 가공식품

-0.84

-1.28

-1.71

-0.85

-1.28

-1.72

커피, 차, 음료, 기타식품

-0.42

-0.65

-0.89

-0.44

-0.67

-0.91

주류 및 담배

-0.25

-0.39

-0.54

-0.26

-0.40

-0.55

수산 가공식품

-0.23

-0.36

-0.50

-0.23

-0.36

-0.50

사료

-0.83

-1.25

-1.67

-0.84

-1.26

-1.68

자료: 저자 작성.

4. 시뮬레이션 분석 소결

본 장에서는 2030 로드맵 수정안을 중심으로, 감축수단별 세부목표를 달
성하는 경우와 총 국가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경우를 나누어서 시나리오 분
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작물인 쌀, 보리, 감자, 콩, 옥수수의 작기 이동을
통한 생산성 증가를 적응 수단으로 고려하여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와
함께 적용해보았다. 또한 신기후체제 이후 국가 감축목표 강화를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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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50년도 농축산 부문 총 감축량이 강화되는 경우, 저탄소직불금이 도
입되는 경우, 현재 지원되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 시설 보조금의
보조율이 변하는 경우를 추가 시나리오로 고려하여서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작기 이동은 최적 재배면적과 사육두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 쌀 자급률 계산에서는 작기 이
동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베이스라인과 비교하여서 기본 시나리오의 최적화된 생산면적과 사육두
수가 크게 변화하는 품목은 정책수단이 직접적으로 적용된 품목과 축종
(벼, 시설채소, 시설과일, 화훼, 젖소 및 한·육우, 양돈)이다. 베이스라인 대

비 감축 후 배출량(잔사소각 및 농경지 배출 제외)은 기본 시나리오1과 시
나리오3의 경우 약 1만 7,400천 톤CO2-eq, 시나리오2와 시나리오4의 경우
약 1만 8,441천 톤CO2-eq으로 나타나, 세부 정책 목표가 있는 경우 총 배
출량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벼 재배면적을 비교하면, 로드맵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일반 논 대비 논물
관리 면적의 비율을 높이는 정책의 방향성은 사회 최적이 될 수 있지만 추
가적으로 전체 벼 재배면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것은 쌀 자급률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조심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시설채소, 시설과일, 화훼의 경우에는, 로드맵의 정책목표가 적용되거나
국가 총 감축목표가 제약으로 작용할 때 그 재배면적이 일부 늘어나는 것
이 최적이다. 시설채소는 지열히트펌프를 제외한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 시설 재배면적이, 시설과일과 화훼는 목재펠릿 난방기 적용 면적이
증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 및 한·육우, 양돈에 있어서도 정부
의 감축수단이 도입되는 것이 감축효과 확보와 함께 사육두수 증가의 요인
이 될 수 있는 점을 보여준다.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단순히 배출
량 감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 규모에도 영향을 주는 비의도적 효
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쌀 자급률에 있어서 베이스라인에서의 쌀 자급률은 89.7%일 것으로 예
측되었는데, 이것은 2020년 자급률 목표인 92.6%와 2025년 자급률 목표인
94.8%보다 낮은 수치다. 작기 이동(적응)의 적용 여부를 떠나서 모든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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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에서 쌀 총 생산량이 베이스라인에 미치지 못하므로, 모든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5년도 목표인 자급률 94.8%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기준 시나리오 결과 분석에 있어서 총 감축량 목표가 있는 시나리오2, 4
에서는 일반, 간단관개, 논물얕게대기를 적용한 면적이 모두 줄어든 것에
비해, 로드맵의 논물관리 정책목표를 적용한 경우에는 일반 재배면적은 줄
어들고 간단관개 및 논물얕게대기를 적용한 재배면적이 증가한 것을 고려
할 때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효율성만을 따져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쌀 자급률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즉, 온실가스 배출 감축 면에서는 논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이 사회적으
로 효율적일 수 있지만 쌀 자급률을 함께 고려할 때에는 최선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작기 이동과 같은 적응 수단을 함께 도입하여서 감축으
로 인한 생산량 감소를 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벼 재배면적의 경우에는, 감축목표가 강화되면서 일반 재배, 간단관개
재배, 논물얕게대기 재배면적이 모두 감소하는 것이 최적이다. 시설재배의
경우에는 감축목표 강화로 일반 재배면적은 감소하지만, 에너지 부문 감축
기술 적용 면적은 일부 증가하는 것이 최적이며, 증감의 방향성은 기본 시
나리오와 동일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에너지 부문 감축기술에 있어서는
농축산 부문 총 감축목표가 강화될 때 정책적인 설치 및 보급 목표가 설치
기술별로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낙농, 한·육우, 양돈의 경우에는 감축목표 강화에 대해 일반 사육두수,
조사료 보급 사육두수, 가축분뇨 처리에 자원화 시설을 이용하는 양돈 사
육두수는 모두 감소하는 것이 최적이다. 에너지화 시설을 이용하는 양돈
사육두수는 증가하는 것이 최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벼 재배와
마찬가지로, 국가 총 감축목표 강화가 이루어졌을 때 단순한 감축수단 적
용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축산업 규모도 주요하게 고려하여서 정책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단, 이것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만을 고
려할 때의 이야기이며, 실제 정책이 계획되고 실행될 때에는 단순히 하나
의 목표만을 고려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총 감축목표 강화에 있어서, 쌀은 일반 재배, 간단관개 재배, 논물얕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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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재배면적이 모두 감소하였고, 이것은 쌀 자급률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작기 이동을 고려하면 쌀 자급률이 90%를 넘어서지만 자급률 목표에는 다
소 미치지 못한다. 이것은 앞서 온실가스 감축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율성만 고려하면 쌀 자급률이 악화되는 것과 일치한다.
이런 점에서 작기 이동과 같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적응 수단의 도입은
식량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논물관리에 대한 저탄소직불금의 유무는 기본 시나리오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현재 자발적 감축사업 지급단가
수준은 벼 재배 농가의 논물관리 기술 채택의 인센티브로 활용하기에는 충
분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논물관리에 대한 직불금은 기존 농가
소득 지지에는 그 효과가 있었으나, 정부의 직접지불금 소요 예산에 대한
추가 고려도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 보조금의 완전 폐지는 기본 시나
리오2, 4에 비해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 시설 적용 면적이 줄어드
는 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보조율의 증가는 에너지 시설 설치 면적 증가
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생산자 이윤 증가 요인 중 하나일
것으로 생각된다.
시나리오별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보면 에너지 시설에
대한 보조율 증가는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보조금 증가는 에너지 부문 감축량 강화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감축량 변화량 자체가 크지 않아, 정부 재정 부담과
비교하여서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를 보여준다.
기본 시나리오 분석에서 GDP의 경우 감축수단별 정책목표가 충족되는
경우에는 0.035~0.046%, 총 감축목표가 적용될 때는 0.115~0.123%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이 경제성장과는 상
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추세는 총 감축목표가 강화되는 추가 시
나리오 분석 결과에서 더욱 강하게 드러났다.

신기후체제 대응 수단에 대한 수용성 및
적응능력 분석

1. 신기후체제 대응수단의 수용성 분석

1.1.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수용의향 조사
1.1.1. 조사개요
농가의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수용의향을 파악하기 위해 벼 농가, 시
설재배농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전
문 조사업체(㈜베스트사이트)에 위탁하여 2018년 8월 23일부터 9월 14일
까지 진행되었으며, 해당 조사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 방식을 이
용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은 각 품목별 생산량을 기준으로 품목별로 전국
생산량의 10% 이상을 생산하는 광역시·도를 선정하였고, 면접 농가는 각
시도별 주산지(시/군) 내에서 선정하였다. 또한 표본의 편의(bias)성을 줄이
고 보다 신속하게 결과를 얻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국 현지 통신
원 및 리포터 중 이메일 소지자를 대상으로 2018년 8월 16~20일, 8월
21~30일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예비조사, 본조사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이메일 조사대상 농가는 벼 260명, 시설 62명, 축산(양돈) 26명이었다. 벼
농가의 응답자는 76명으로 29%의 응답률을 보였고, 시설은 6명으로 9.6%
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축산은 4명으로 15.0%의 응답률을 보였다. 시설재
배농가와 축산농가의 이메일 조사 응답률은 매우 저조하여 분석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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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19 따라서 면접조사와 이메일 조사를 합한 전체 응답자 수는 벼 농
가 226호(면접조사 150호, 이메일 조사 76호), 시설재배농가(오이, 토마토,
파프리카, 애호박, 풋고추) 275호(면접 조사), 축산(돼지)농가 150호(면접
조사)이며, 설문조사 내용은 농가의 경영적 특징과 더불어 일반적인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기후변화 대응 기술별 도입현황 및 향후 기술 도입 의
향 등으로 구성되었다<부록 5>.
설문조사 대상 농가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벼 농가의 경
우 60대 이상이 62.4%로 가장 높았지만 시설재배농가, 축산 농가의 경우
50대의 비율(각각 36.7%, 46.0%)과 60대 이상의 비율(각각 46.5%, 35.3%)

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학력은 벼, 시설재배농가, 축산 농가 모두 고
졸 이하의 비율이 순서대로 82.7%, 82.5%, 82.0%로 높게 나타났으나, 각
농가 유형 간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농사경력은 벼 농가에서
30년 이상 비율이 65.9%로 가장 높았으나, 시설재배농가와 축산 농가에서

는 각 항목의 비율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다. 농업소득은 벼 농가의 경
우 3천만 원대의 비중이 30.5%, 4천만 원 이상이 26.1%로 나타난 반면, 시
설재배농가와 축산 농가는 4천만 원 이상이 각각 72.0%, 77.3%로 나타나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농업 교육 참여횟수의 경우 벼 농가에서는 1~2회
미만이 8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시설재배 및 축산 농가에서는 3~4
회가 각각 43.6%, 48.0%로 가장 높았다.

19

시설재배농가, 축산농가 응답률은 매우 낮았는데, 이는 면접조사 용도로 쓰이게
될 설문내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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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조사대상 농가의 사회경제적 특성
벼
항목

성별

연령

분류

학력

농사경력

작년 농업
소득
(연간)

농업교육
참여횟수

비율

사례 수

(%)

비율

사례 수

(%)

(%)

186

82.3

209

76.0

132

88.0

여자

35

15.5

66

24.0

18

12.0

40대 이하

20

8.9

46

16.7

28

18.7

50대

60

26.7

101

36.7

69

46.0

141

62.4

128

46.5

53

35.3

경기

28

12.4

19

6.9

36

24.0

강원

8

3.5

45

16.4

-

-

충북

-

-

18

6.5

-

-

충남

45

19.9

36

13.1

42

28.0

전북

41

18.1

6

2.2

25

16.7

전남

52

22.6

40

14.5

-

-

경북

31

13.7

24

8.7

25

16.7

경남

22

9.7

87

31.6

22

14.7

고졸 이하

187

82.7

227

82.5

123

82.0

대졸이상

39

17.3

48

17.5

27

18.0

20년 미만

35

15.5

82

29.8

43

28.7

20~30년 미만
30년 이상

향후 영농
계획연수

비율

사례 수

축산

남자

60대 이상

지역

시설재배

10년 미만
10~20년 미만

37

16.4

86

31.3

54

36.0

149

65.9

107

38.9

53

35.3

57

25.2

60

21.8

11

7.3

101

44.7

147

53.5

88

58.7

20년 이상

62

27.4

68

24.7

51

34.0

1천만 원대 이하

57

25.2

3

1.1

0

0.0

2천만 원대

40

17.7

23

8.4

4

2.7

3천만 원대

69

30.5

51

18.5

30

20.0

4천만 원 이상
1~2회 미만
3~4회

59

26.1

198

72.0

116

77.3

184

81.4

73

26.5

45

30.0

32

14.2

120

43.6

72

48.0

5회 이상
9
4.0
82
29.8
33
22.0
주: 벼 농가의 경우 성별, 연령, 농사경력 결측치 5명(2.2%), 농업소득, 농업교육 참여횟수 결측치 1명
(0.4%)이 발생함.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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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대상 농가의 정보 활용과 관련된 특성을 분석한 결과, 영농일
지 기록은 시설재배농가가 67.3%로 가장 높았고, 축산 농가가 43.3%로 가
장 낮았다. 과거 영농자료 활용여부는 시설재배농가가 90%가 넘는 비율을
보였고, 벼 농가는 65.9%, 축산 농가는 5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정부 제공자료 활용 역시 시설재배농가가 73.8%로 가장 높았고 축산
농가 54.0%, 벼 농가 52.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보화기구(컴퓨터, 스
마트폰) 사용 여부는 시설재배농가와 축산 농가가 각각 67.6%, 74.7%로
근사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이에 비해 벼 농가는 47.8%에 그쳐 정보
화기구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2>.
<표 6-2> 조사대상 농가의 정보 활용 특성
단위: ％
품목

사례 수

영농일지 기록여부 과거 영농자료 활용여부

정보화기구

정부 제공자료
(기상, 토양) 활용여부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여부

벼

226

46.9

65.9

52.2

47.8

시설

275

67.3

90.9

73.8

67.6

축산
150
43.3
52.0
54.0
74.7
주 1) 수치는 ‘예’라고 응답한 농가의 비율을 의미함.
2) 벼 농가의 경우 과거 영농자료 활용여부, 정부 제공자료(기상, 토양) 활용여부, 정보화기구(컴퓨터, 스
마트폰 사용여부)에서 결측치 1명(0.4%)이 발생함.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

설문조사 대상 농가의 농가부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축산 농가의 경우
농장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기본적인 비용이 높기 때문에 ‘5천만 원 이상'
에 해당하는 농가의 비율이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벼 농가의
경우 ‘1천만 원 미만'의 비율이 26.1%로 가장 높았고, ‘5천만 원 이상'의
비율이 22.1%로 나타나 부채 현황이 양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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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조사대상 농가의 농가부채 현황
단위: ％
품목

사례 수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대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벼

226

26.1

14.6

14.2

13.3

시설

275

10.5

19.6

27.3

축산
150
2.7
7.3
주: 벼 농가에서 결측치 2명(0.9%)이 발생함.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

20.7

4천만 원대 5천만 원 이상
8.9

22.1

16.0

9.8

16.7

15.3

15.3

38.7

조사대상 농가의 기후변화 관련 정보 획득 경로는 벼, 시설재배, 축산농
가 세 유형 모두 ‘TV 교양 프로그램' 비중이 각각 60.6%, 44.4%, 50.0%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벼 농가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강연 참석’이 20.4%
로 높게 나타난 반면, 시설재배농가 및 축산 농가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각각 44.0%, 28.0%의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표 6-4>.
<표 6-4> 조사대상 농가의 기후변화 정보 획득 경로
단위: ％
품목

사례수

TV 교양
프로그램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폰 혹은 컴퓨터와 기후변화 관련 강연
같은 정보화 기기

참석

기타, 무응답

벼

226

60.6

14.2

3.1

20.4

1.7

시설

275

44.4

44.0

25.1

4.4

0.4

27.3

0.0

0.0

축산
150
50.0
28.0
주 1) 기타 응답에는 관련 교육, 농업계 신문이 있음.
2) 벼 농가에서 결측치 1명(0.4%)이 발생함.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

기후변화에 대한 농가의 인지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관련된 내용을 조사
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질문은 ‘기후변화가 귀하의 농업생산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변화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십니
까?', ‘농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기술 적용 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것
을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부문 적응기술 적용 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
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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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세 유형 모두
높은 비율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농가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벼 농가의 경우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35.4%로 나타나 다른 유형
에 비해 긍정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기후변화 지속여부의 경우 시설재
배농가와 축산 농가에서는 기후변화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
율이 90.0%가 넘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벼 농가의 경우
68.6%로 나타나 두 유형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기술 도입을 위
한 시간과 비용 투입의 필요성과 인지 여부의 경우 벼 농가는 ‘안다', ‘보
통', ‘모른다'의 비율이 30%대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설재배농가
의 경우 ‘안다'의 답변비율이 각각 61.1%(감축), 55.3%(적응)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설재배농가가 이미 외부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술을 도
입하여 다른 유형의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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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조사대상 농가의 기후변화 관련 인지 정도
단위: ％
품목
농업생산 영향정도

기후변화 지속여부

사례 수

부정적(모른다)

보통

긍정적(안다)

벼

226

47.8

16.8

35.4

시설

275

84.4

11.3

4.4

축산

150

80.0

17.3

2.7

벼

226

22.6

8.9

68.6

시설

275

0.0

1.8

98.2

축산

150

0.7

4.0

95.3

(감축)
기술도입에 따른
추가노동·비용투입

벼

226

38.1

31.4

30.5

시설

275

12.4

26.5

61.1

축산

150

19.3

39.3

41.3

(적응)
기술도입에 따른
추가노동·비용투입

벼

226

37.6

34.1

27.9

시설

275

8.7

36.0

55.3

축산

150

21.3

46.0

32.7

주: 기후변화 지속여부와 관련하여 부정적에 해당하는 항목은 ‘그렇지 않다’이며, 긍정적에 해당하는 항목은
‘그렇다’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

1.1.2. 벼 농가의 기술수용성
벼 농가를 대상으로는 간단관개(중간물떼기), 무경운/최소경운, 녹비작물
재배, 벼 이앙시기 조절, 신품종 도입기술에 대한 도입현황, 도입 의향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였다.
전체 226개의 조사대상 벼 농가에서 가장 많이 경험했던 기술은 간단관
개(중간물떼기, 85.4%)이며, 그 뒤를 이어 신품종 도입(34.1%), 벼 이앙시
기 조절(17.7%)의 경험이 많았다. 도입 의향과 관련해서는 간단관개(중간
물떼기)가 역시 8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신품종 도입
(74.3%), 벼 이앙시기 조절(48.2%)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표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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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벼 농가의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별 경험 여부 및 도입 의향
단위: 명, %
기술명

경험 여부
예

아니오

도입 의향
잘 모르겠음

예

아니오

간단관개(중간물떼기)

85.4

12.8

1.3

89.8

9.7

무경운/최소경운

12.8

84.1

2.7

25.2

73.9

녹비작물 재배

17.7

79.7

0.4

29.7

68.1

벼 이앙시기 조절

22.6

72.6

2.7

48.2

50.4

신품종 도입
34.1
61.5
3.1
74.3
24.3
주: 간단관개(중간물떼기)의 경험 여부, 도입 의향 결측치 1명(0.4%), 무경운/최소경운의 도입 의향 결측치
2명(0.9%), 녹비작물재배의 경험 여부, 도입 의향 결측치 5명(2.2%), 벼 이앙시기 조절의 경험 여부
결측치 5명(2.2%), 도입(지속)의향 3명(1.3%), 신품종 도입의 경험 여부, 도입 의향 결측치 3명
(1.3%)으로 나타남.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

조사대상 벼 농가의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별 도입 의향 면적은 기술별
로 차이를 보였다. 간단관개(중간물떼기)의 경우 ‘80% 이상(59.9%)’, ‘60%
이상, 80% 미만(18.8%)’ 순으로 높은 비율의 면적에서 많은 도입 의향을
보였다. 그러나 ‘무경운/최소경운’에서는 ‘20% 미만’에서 50.0%를 기록하
여 대조적인 양상이 나타났다. 녹비작물재배의 경우 ‘60 이상, 80% 미만’
이하의 구간에서는 대체적으로 고른 비율을 보였다. 한편, 적응기술에 해
당하는 벼 이앙시기 조절은 ‘80% 이상’과 40% 이상, 60% 미만의 비율이
각각 27.5%, 26.6%로 나타났으며, 신품종 도입은 ‘40% 이상, 60% 미만에
해당하는 구간에서의 비율이 36.1%로 가장 높았다<표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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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벼 농가의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별 도입 의향 면적
단위: 명, %
기술명
간단관개(중간물떼기)

사례 수

20% 미만

20% 이상,

40% 이상,

60% 이상,

40% 미만

60% 미만

80% 미만

80% 이상

202

2.0

9.9

9.4

18.8

59.9

무경운/최소경운

56

50.0

12.5

12.5

8.9

16.1

녹비작물 재배

66

24.2

25.8

27.3

9.1

13.6

벼 이앙시기 조절

109

15.6

13.8

26.6

16.5

27.5

신품종 도입

166

10.2

25.9

36.1

10.8

16.9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

조사대상 벼 농가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기술 도입 의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는 모든 기술에서 생산성 하락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
다. 생산성 하락 다음으로 높게 응답한 이유를 살펴본 결과, 간단관개는 기
술 도입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 무경운/최소경운은 잡초 제거 어려움에 대
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녹비작물재배에서는 경영비 상승에 대한 우려
와 관련된 항목에 응답한 농가의 비율도 비교적 높았다. 벼 이앙시기 조절
의 경우 경영비 상승(50.3%)과 더불어 벼 이앙시기 조절에 대한 번거로움
(48.5%)이 근사한 비율을 보였다. 신품종 도입은 새로운 재배기술에 대한

적응과 관련된 우려가 61.2%로 생산성 하락에 이어 높게 나타났다<표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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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벼 농가의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별 도입 의향이 없는 이유
단위: %
기술명
간단관개
(중간물떼기)

무경운/최소경운

녹비작물 재배

벼 이앙시기 조절

신품종 도입

이유

비율

1.

간단관개(중간물떼기) 효과(예를 들어 생산성 증가 등)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78.3

2.

간단관개(중간물떼기) 방법에 익숙치 않아서

70.0

3.

추가적으로 노동력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46.7

1.

초기 수량이 감소할 것 같아서

66.3

2.

잡초 제거가 어려워서

48.2

3.

무경운/최소경운 재배 방법에 대해 잘 몰라서

39.6

4.

농사가 아니라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37.4

5

시간이 많이 들어서

1.

녹비작물 작황에 따른 쌀 수량 변동성 증가

48.6

2.

경영비가 상승할 것 같아서

42.3

3.

녹비작물 종자 가격변동이 심해서

32.0

4.

녹비작물 재배의 효과를 잘 몰라서

30.3

5.

녹비작물 재배 방법을 잘 몰라서

17.6

6.

녹비작물이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있어서

17.4

0.2

7.

기타

1.

벼 이앙시기를 조절하면 수량이 오히려 감소할 것 같아서

71.9

5.2

2.

경영비가 상승할 것 같아서

50.3

3.

벼 이앙시기 조절이 번거로울 것 같아서

48.5

4.

온난화가 벼 수량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 같아서

21.1

5.

이모작을 하려고

1.8

6.

대체 작물을 심으려고

1.5

1.

신품종 도입으로 수량이 오히려 감소할 것 같아서

67.9

2.

신품종 도입이라는 새로운 재배기술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61.2

3.

경영비가 상승할 것 같아서

24.8

4.

온난화가 벼 수량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 같아서

23.6

5.
기타
3.0
주: 1~3순위 응답 비율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함. 즉, 1순위에 3을, 2순위에 2를, 3순위에 1을 곱한
후 합산함.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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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시설재배농가의 기술수용성
시설재배농가를 대상으로는 지열히트펌프, 다겹보온커튼, 순환식 수막재
배에 대한 도입현황, 도입 의향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였다. 전체 275개
의 조사대상 시설재배농가에서 가장 많이 경험했던 기술은 다겹보온커튼
(49.8%)이며, 그 뒤를 이어 순환식 수막재배(15.3%), 지열히트펌프(14.9%)

로 나타났다. 이는 다겹보온커튼이 다른 기술에 비해 초기 시설 설치비용
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경험 비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입 의향은 그룹 1, 그룹 2, 그룹 3으로 나누어서 현재 수준, 보조금 지
급 비율을 조정했을 경우를 상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지열
히트펌프의 경우 초기 설치비를 300평당 1억 6천만 원 정도로, 그룹 1은
시설 설치 비용의 자부담 비중을 30%(4,800만 원, 정부 보조 70%), 그룹 2
는 20%(3,200만 원, 정부 보조 80%), 그룹 3은 10%(1,600만 원, 정부 보조
90%)로 제시하였다.

다겹보온커튼의 경우 초기 설치비가 300평당 1,100~1,300만 원 정도로
설정, 그룹 1은 자부담 비중을 50%(550~650만 원, 정부 보조 50%), 그룹
2는 40%(440~520만 원, 정부 보조 60%), 그룹 3은 30%(330~390만 원, 정

부 보조 70%)로 제시하였다.
순환식 수막재배의 경우 초기 설치비가 300평당 496만 원 정도로 설정,
그룹 1은 시설 설치 비용의 자부담 비중을 50%(298만 원, 정부 보조
50%), 그룹 2는 40%(198만 원, 정부 보조 60%), 그룹 3은 30%(148만 원,

정부 보조 70%)로 제시하였다.
도입 의향 분석 결과, 세 가지의 기술 모두 자부담 비중이 낮아졌을 때
도입 의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재배의 경우 기술 도입
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부담 비중 감소가 도입 의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각 기술별로 그룹 1과 그룹 3에서 도입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 비율 간 차이는 9.9%, 9.1%, 11.1%로 유사한 비율을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도입 비용이 높은 지열히트펌프, 순환식 수막재배의
도입 의향은 다겹보온커튼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표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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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시설재배농가의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별 경험 여부 및 도입 의향
단위: %
도입 의향

경험 여부

기술명
예

그룹 1

아니오

예

그룹 2

아니오

예

그룹 3

아니오

예

아니오

지열히트펌프

14.9

85.1

13.3

86.7

18.2

81.8

23.2

76.8

다겹보온커튼

49.8

50.2

28.6

71.4

30.2

69.8

37.7

62.3

순환식 수막재배
15.3
84.7
8.2
91.8
13.0
87.0
19.3
80.7
주 1) 지열히트펌프의 그룹 1은 자부담 비중 30%, 그룹 2는 20%, 그룹 3은 10%이며, 각 그룹에 해당하
는 사례 수는 75명, 77명, 82명임.
2) 다겹보온커튼의 그룹 1은 자부담 비중 50%, 그룹 2는 40%, 그룹 3은 30%이며, 각 그룹에 해당하
는 사례 수는 42명, 43명, 53명임.
3) 순환식 수막재배의 그룹 1은 자부담 비중 50%, 그룹 2는 40%, 그룹 3은 30%이며, 각 그룹에 해
당하는 사례 수는 73명, 77명, 83명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

조사대상 시설재배농가의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별 도입 의향 면적과
관련해서는 지열히트펌프와 다겹보온커튼의 경우 ‘80% 이상’의 면적에 도
입이 각각 41.9%, 35.6%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순환식 수
막재배의 경우 ‘40% 이상, 60% 미만’이 37.5%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20% 이상, 40% 미만’ 혹은 ‘40% 이상, 60% 미만’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6-10>.
<표 6-10> 시설재배농가의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별 도입 의향 면적
단위: 명, %
기술명

사례 수

20% 미만

20% 이상,

40% 이상,

60% 이상,

40% 미만

60% 미만

80% 미만

80% 이상

지열히트펌프

43

11.6

다겹보온커튼

45

11.1

28.9

22.2

2.2

35.6

순환식 수막재배

32

9.4

31.3

37.5

6.3

15.6

16.3

16.3

14.0

41.9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

조사대상 시설재배농가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기술 도입 의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는 세 기술 모두 ‘초기 설치비용의 자부담이 커서’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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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지열히트펌프 85.0%, 다겹보온커
튼 89.2%, 순환식 수막재배 80.8%). 지열히트펌프와 다겹보온커튼의 경우
‘재배하는 작목의 수량 감소(각각 34.9%, 44.1%)’, ‘경영비 상승(각각
21.8%, 32.6%)’이 그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순환식 수막재배의 경

우 기술 특성상의 이유(고온성 작물을 재배하고 있어서 46.3%, 지하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31.0%)가 그 다음 순위로 높았다<표 6-11>.
<표 6-11> 시설재배농가의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별 도입 의향이 없는 이유
단위: %
기술명

지열히트펌프

다겹보온커튼

이유

비율

1.

초기 설치비용의 자부담이 커서

85.0

2.

재배하는 작목의 수량이 감소할 것 같아서

34.9

3.

경영비가 상승할 것 같아서

21.8

4.

현재 지열히트펌프 성능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21.3

5.

지열히트펌프를 적용하는 기술 습득이 어려울 것 같아서

16.2

6.

지열히트펌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11.0

1.

초기 설치 비용의 자부담이 커서

89.2

2.

재배하는 작목의 수량이 줄어들 것 같아서

44.1

3.

노동력 등 경영비가 상승할 것 같아서

32.6

4.

현재 다겹보온커튼 성능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15.6

5.

다겹보온커튼을 적용하는 기술 습득이 어려울 것 같아서

12.5

1.

초기 설치비용의 자부담이 커서

80.8

2.

고온성 작물을 재배하고 있어서 순환식 수막재배를 적용하기 어려움

46.3

지하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31.0

무가온 재배를 하기 때문임

23.4

순환식 수막재배 3.
4.

5.
효율이 떨어져서
1.8
주: 1~3순위 응답 비율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함. 즉, 1순위에 3을, 2순위에 2를, 3순위에 1을 곱한 후
합산함.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

1.1.4. 축산 농가의 기술수용성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는 가축분뇨량 및 가축분뇨 처리방법, 퇴·액비 공
동자원화, 바이오에너지 공동자원화에 대한 경험 여부, 참여 의향, 축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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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술 도입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축산 농가의 평균 돼
지 사육두수는 2,002두, 가축분뇨 발생량은 1일 8.5톤이며 전체 분뇨 중 액
비화 비율은 13.3%로 나타났다<표 6-12>.
<표 6-12> 조사대상 축산 농가의 평균 돼지 사육두수, 가축분뇨 및 액비처리량
돼지 사육두수(두)

가축분뇨 발생량(톤/1일)

2,002(349)
주: 돼지 사육두수 항목의 괄호 안 숫자는 모돈 수를 의미함.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

전체분뇨 중 액비화 비율(%)
8.5

13.3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한 퇴·액비 공동자원화 및 바이오에너지 공동자원화
기술의 경협여부, 참여 의향 관련 조사 내용을 보자면, 경험여부의 경우,
전체 150개의 조사대상 축산 농가에서 가장 많이 경험한 기술은 퇴·액비
공동자원화였다. 반면 바이오에너지 공동자원화 시설은 경험이 없다고 답변
한 비율이 97%로 나타나 대부분의 농가가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 의향은 그룹 1, 그룹 2, 그룹 3으로 나누어서 현재 수준, 가축분뇨
처리비용 보조금 지급 비율을 조정했을 경우를 상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이때, 퇴·액비 공동자원화, 바이오에너지 공동자원화 시설 모두 가
축분뇨 처리비가 톤당 약 2만 5,000원 정도로 설정, 그룹 1은 2만 5,000원,
그룹 2는 1만 7,500원(축분처리비용 30% 감소), 그룹 3은 1만 2,500원(축
분처리비용 50% 감소)의 비용을 농가에서 부담하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참여 의향 분석 결과, 두 가지의 기술 모두 자부담 비중이 낮아졌을 때
참여 의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술별로 그룹 1과 그룹 3에서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 비율 간 차이는 6.9%(퇴·액비 공동자원
화), 11.1%(바이오에너지 공동자원화)였다. 바이오에너지 공동자원화의 경
우 경험 비율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축분처리비용 감소 시의 참여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표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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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3> 축산 농가의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별 경험 여부 및 참여 의향
단위: %

예
퇴·액비 공동자원화

참여 의향

경험 여부

기술명

아니오

32.0

그룹 1
모름

66.7

예

1.3

그룹 2

아니오

41.2

58.8

예
46.2

그룹 3

아니오

예

53.8

아니오

48.1

51.9

바이오에너지 공동자원화
2.0
97.3
0.7
24.5
75.5
35.8
64.2
36.4
63.6
주 1) 퇴·액비 공동자원화의 그룹 2는 축분처리비용 30% 감소, 그룹 3는 50%이며, 각 그룹에 해당하는
사례수는 34명, 39명, 27명임.
2) 바이오에너지 공동자원화의 그룹 2는 축분처리비용 30% 감소, 그룹 3은 50%이며, 각 그룹에 해당
하는 사례수는 49명, 53명, 44명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

축산 농가의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별 참여 의향 면적과 관련해서는
퇴·액비 공동자원화는 ‘40% 이상, 60% 미만’이 42.2%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80% 이상’이 22.4%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바이오에너지 공동
자원화는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이 각각 31.9%로
동일한 비율을 보였으며, ‘80% 이상’이 21.3%로 그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표 6-14>.
<표 6-14> 축산 농가의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별 참여 의향 면적
단위: 명, %
기술명

사례 수

20% 미만

20% 이상,

40% 이상,

60% 이상

40% 미만

60% 미만

80%미만

80% 이상

퇴·액비 공동자원화

45

4.4

13.3

42.2

15.6

24.4

바이오에너지 공동자원화

47

2.1

31.9

31.9

12.8

21.3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

조사대상 축산 농가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기술 참여 의향과 관련하
여 두 기술 모두 ‘가축분뇨 처리비용이 커서’의 응답 비율이 매우 높게 나
타났다(퇴·액비 공동자원화 80.0%, 바이오에너지 공동자원화 82.5%). 또
한, 퇴·액비 공동자원화, 바이오에너지 공동자원화 두 기술 모두 퇴·액비 판
매에 대한 우려(각각, 55.2%, 51.5%), 경영비 상승(각각, 35.2%, 23.6%)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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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를 이었다. 그다음 순위는 기술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퇴·액비 공동
자원화는 퇴·액비화 시설 성능에 대한 우려가 18.2%였고, 바이오에너지 공
동자원화는 낮은 전기 판매단가에 대한 응답 비율이 21.9%로 나타났다<표
6-15>.
<표 6-15> 축산 농가의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별 참여 의향이 없는 이유
단위: %
기술명

퇴·액비화 공동자원화

이유

비율

1.

가축분뇨처리비 비용이 커서

80.0

2.

퇴·액비 판매가 어려울 것 같아서

55.2

3.

경영비가 상승할 것 같아서

35.2

4.

현재 퇴·액비화 시설 성능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18.2

5.

퇴·액비화 시설을 적용하는 기술 습득이 어려울 것 같아서

1.8

6.

퇴·액비화 시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1.

가축분뇨처리비용이 커서

82.5

2.

퇴·액비 판매가가 어려울 것 같아서

51.5

3.

경영비가 상승할 것 같아서

23.6

전기 판매단가가 낮아서

21.9

5.

에너지화 시설을 적용하는 기술 습득이 어려울 것 같아서

12.1

6

현재 에너지화 시설 성능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바이오에너지 공동자원화 4.

1.2

4.4

7
에너지화 시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0.3
주: 1~3순위 응답 비율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함. 즉, 1순위에 3을, 2순위에 2를, 3순위에 1을 곱한 후
합산함.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직접 작성.

1.1.5. 요약 및 시사점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농가 모두 유형에 관계없이 기후변화가 농업
생산성에 나쁜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응답하여 기후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기후변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기후
변화 적응 기술 도입 시 드는 추가노동에 대한 인지는 시설재배농가를 제
외하고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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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각 유형별로 다른 양상
을 보였다. 벼 농가의 경우 기술 도입 시의 생산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가
장 큰 요소였으나, 시설재배 및 축산 농가는 초기 설치비에 대한 부담, 가
축분뇨처리비용, 경영비 상승과 같이 비용 측면의 요소에서 높은 응답 비
율을 보였다.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기술 도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도입 방법 및 인식 제고 관련 교육 실시,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이 선
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비용 측면에서 시설재배농가나 축산
농가의 경우 이미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시설 설치로 인해 비교적 많은 부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기술 도입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런가 하면 기후변화 대응 기술 인식 제고와 관련
된 교육은 기후변화 정보 획득 경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던 TV 교양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기술 도입 방법과 같은 보다 전문적인 지
식은 그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농업기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현행 보조금 체계를
개선하여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자세하고 엄밀한 문항의 설
계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수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1.2. 기후변화대응기술 수용의향 요인 분석
1.2.1. 분석모형 및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기초로 농가의 기후변화 대응기술 수용의향 요인을 분
석하기 위해 이분형(binomial) 로짓모형(logit model)을 이용하였다. 이 모
형은 농가가 기후변화 대응기술 수용의향 여부에 1 또는 0의 더미변수
(dummy variable)가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 설정되는 경우에 적용

할 수 있다. 즉, 종속변수는 이분적 선택변수로 기술 수용의향이 있다면 1
의 값을 갖고, 기술 수용의향이 없다면 0의 값을 갖는다. 여기에서 선택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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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choice probability)은 관찰할 수 없는 잠재변수가 어떠한 수준 이상이면
기술을 수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수용의향 분석을 위해 현재 기술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농가들을 대상으
로 기술 수용여부를 질문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우선 축산의 경우는 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가축분뇨 자원화와 에너지화는 개인이 아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기술 수용여부를 개인 농가로부터 도출하
는 데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벼 재배와 시설재배에 적용
되는 대응기술 8가지 가운데 분석 샘플 수를 고려하여 현재 수용 비중이
낮은 무경운 재배, 녹비재배, 이앙시기 조절, 지열히트펌프 도입 등 네 가
지 기술을 분석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설문 응답자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농가들만을 대상으로 수용 의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무경운/최소경운에 있
어서 189농가가 현재 수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가운데 수용의향은 30
명으로 15.9%를 차지하였다. 녹비재배에서는 179농가 가운데 16.8%, 이앙
시기 조절에서는 전체 164농가 가운데 32.9%, 지열히트펌프 도입에서는
전체 232농가 가운데 17.7%를 차지하였다<표 6-16>.
<표 6-16> 기후변화 대응기술 수용의향
구분
벼재배
시설재배

예

아니오

전체

완화

무경운/최소경운

30(15.9)

159(84.1)

189(100.0)

완화

녹비재배

30(16.8)

149((83.2)

179(100.0)

적응

이앙시기조절

54(32.9)

110((67.1)

164(100.0)

완화

지열히트펌프

41(17.7)

191((82.3)

232(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

기후변화 대응기술 수용의향 여부(수용은 1, 미수용은 0)를 종속변수로
두고, 수용의향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설명변수
로는 인적사항 즉, 성별, 나이 향후 영농 계획 년수 등을 포함시켰고, 농가
의 경영적 특징과 관련하여서는 자영농 여부, 영농일지 작성 여부, 영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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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이용 여부, 기상/토양자료 이용 여부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기후변화
인식 관련하여서는 기후변화 인지 정도, 기후변화에 대해 느끼는 정도, 기
후변화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의 지속가능성 등을 설명변수
로 포함시켰다. 설명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6-19>에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서 특기할 부분은 지열히트펌프 도입 시 시설 설치를 위한 자부담
금액(investcost) 변수이다. 이 시설 설치비는 현재의 자부담 비용보다 더
낮은 가격을 가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자부담 비용 변화에 따른 농가의 수용
의향을 알아보고자 설정하였다. 즉 설문 대상자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첫 번째 그룹에게는 현재의 자부담 비중 30%와 자부담 금액 4,800만 원을
제시한 후 수용의향을 질문하였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자부담 비중을 10%
낮추어 제시한 후 수용의향을 질문하였으며, 세 번째 그룹에게는 20% 낮
추어 제시한 후 수용의향을 질문하였다<표 6-17>.
<표 6-17> 농가에게 제시한 자부담 비중 및 금액
설문 대상 그룹

제시된 자부담 비중

제시된 자부담 금액

I

30%

4,800만 원

II

20%

3,200만 원

III

10%

1,600만 원

자료: 저자 작성.

설문 대상 그룹별 지열히트펌프 수용의향은 <표 6-18>과 같다. I그룹은
전체 대상자 94명 가운데 수용하고 있는 농가가 19농가, 수용의향이 있는
농가가 10농가로 나타났다. 또한, II그룹은 89명 가운데 수용하고 있는 농
가가 12농가, 수용의향이 있는 농가가 14농가로 나타났으며, III그룹은 수용
하고 있는 농가가 10농가, 수용의향이 있는 농가가 19농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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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8> 설문 대상 그룹별 지열히트펌프 수용의향
설문 대상 그룹

전체 대상자 수

수용의향

수용함

예

아니오

I

94

19

10

65

II

89

12

14

63

III

92

10

19

63

전체

275

41

43

19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

<표 6-19> 설명변수의 기술

인적사항

구분
age
agriplan
agricarrer
college
inc
train

농가의
경영적 특징

agritype
profarmer
info
useintool
consult
debts
proemplo
prononfarm
investcost
ccrecog
ccimpact

기후변화 인식
ccoutlook
techrecog
자료: 저자 작성.

•
•
•
•
•
•
•
•
•
•
•
•
•
•
•
•
•
•
•

항목
나이: 응답자의 나이(세)
응답자의 향후 영농 계획연수(년)
응답자의 농사 경력(년)
학력: 대졸 이상(=1), 기타(=0)
소득: 5백만 원 미만(=1), 5백~1천만 원 미만(=2), 1천만 원대(=3), 2천만 원대(=4),
3천만 원대(=5), 4천만 원 이상(=6)
농업 관련 교육 횟수: 1~2회 미만(=1), 3~4회(=2), 5~6회(=3), 7~8회(=4), 9~10회
이상(=5)
자영농 여부: 자영농(=1), 기타(=0)
전업농 여부: 전업농(=1), 비전업농(=0)
영농자료 이용(=1), 기상/토양자료 이용(=1), 기타(=0)
정보화기구 사용(=1), 정보화기구 미사용(=0)
컨설팅 받은 경험 유(=1), 컨설팅 받은 경험 무(=0)
농가부채: 1천만 원 미만(=1), 1천만 원대(=2), 2천만 원대(=3), 3천만 원대(=4), 4천
만 원대(=5), 5천만 원 이상(=6)
고용노동 비중: 20% 미만(=1), 20%~40% 미만(=2), 40%~60% 미만(=3),
60%~80% 미만(=4), 80% 이상(=5)
농외소득 비중: 20% 미만(=1), 20%~40% 미만(=2), 40%~60% 미만(=3),
60%~80% 미만(=4), 80% 이상(=5)
시설 설치를 위해 농가에게 제시된 자부담 금액
기후변화 인지 정도: 전혀 모른다(=1), 모른다(=2), 보통이다(=3), 알고 있다(=4),
잘 알고 있다(=5)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인 영향(=1), 다소 긍정적인 영향(=2), 보
통이다(=3), 다소 부정적인 영향(=4), 부정적인 영향(=5)
기후변화의 지속가능성: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
다(=4), 매우 그렇다(=5)
대응기술 이해 정도: 전혀 모른다(=1), 모른다(=2), 보통이다(=3), 알고 있다(=4),
잘 알고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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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분석결과
<표 6-20>은 분석에 이용된 설명변수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무경운, 녹비재배, 이앙시기 조절 등 쌀 재배농가가 지열을 도입한 시설재
배농가보다 평균 연령이 약간 높게 나타났고, 농사경력도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지열히트펌프 수용 의향을 묻는 질문과 함께 제시된 자부담 금액
평균은 3,159만 원, 표준편차는 1,314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6-20> 설명변수의 기초통계량
구분
age
agriplan
agricarrer
college
inc
train
agritype
profarmer
info
useintool
consult
debts
proemplo
prononfarm
ccrecog
ccimpact
techrecog
ccoutlook
investcost

무경운
평균
63.3
12.5
33.5
0.2
4.4
1.8
0.5
0.9
0.7
0.5
0.4
3.3
2.1
1.4
4.0
3.9
2.9
4.2

녹비재배
S.D.
9.6
6.8
13.9
0.4
1.5
1.0
0.5
0.3
0.4
0.5
0.5
1.9
1.2
1.0
0.6
1.0
1.0
0.6

평균
63.0
12.7
33.4
0.2
4.3
1.7
0.5
0.9
0.7
0.5
0.4
3.2
1.9
1.4
4.0
3.9
2.9
4.2

이앙시기조절

S.D.
10.0
6.9
13.4
0.4
1.5
0.9
0.5
0.3
0.5
0.5
0.5
1.9
1.2
0.9
0.7
1.0
1.0
0.6

평균
62.9
12.7
33.8
0.1
4.4
1.6
0.6
0.9
0.7
0.4
0.4
3.2
2.0
1.3
4.0
3.9
2.8
4.2

지열 도입

S.D.
9.8
6.9
13.9
0.3
1.4
0.8
0.5
0.3
0.5
0.5
0.5
1.9
1.3
0.9
0.6
0.9
0.9
0.6

평균

S.D.

59.2
12.6
25.5
0.2
5.6
2.1
0.7
1.0
0.9
0.7
0.7
3.2
2.3
1.3
4.1
4.0
3.5
4.3
3158.6

8.0
6.7
10.4
0.4
0.7
0.9
0.5
0.2
0.3
0.5
0.5
1.5
1.0
0.9
0.5
0.8
0.8
0.5
1314.2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

<표 6-21>은 벼 재배농가의 기후변화 대응기술 수용의향 요인 추정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무경운/최소경운 도입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
한 결과를 보면, 대응기술 이해 정도(techrecog)가 1% 수준에서, 농외소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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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prononfarm), 기후변화 인지도(ccrecog),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ccimpact)
이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기술 이해 정도는 양의 부호를 나타냈는데 이는 기후변화 대응기술
을 적용할 때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무경운/
최소경운을 선택할 의향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무경운/최소경운이
관행농업에 비해 노력비, 에너지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
이 선택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농외소득비중도 양의 부호를 나타냈는데
이는 소득가운데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농가일수록 상대적으
로 소득이 안정적이어서 무경운/최소경운이라는 새로운 재배기술 선택에
따른 소득 감소 위험을 감수할 능력이 있는 것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농외소득이 높은 농가들은 상대적으로 농업 이외의 일을 해야 하므로 노동
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경운/최소경운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도 양의 부호를 나타냈는데 이는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할수록 무경운/최소경운을 선
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경
운/최소경운이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농업으로 인
식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후변화 인지도는 음의 부호를 나타
내어 기대되는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녹비재배기술 도입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영농계획연수(agriplan) 설명변수만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계획연수는 양의 부호를 나타냈는데 이는 향후 영농 계획연
수가 적을수록 녹비재배 기술을 도입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앙기술 도입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농사
경력(agricarrer), 소득이 5백~1천만 원 미만(inc2), 소득이 4천만 원 이상
(inc6), 기후변화 인지도(ccrecog)가 1% 수준에서, 소득이 2천만 원대(inc4),

소득이 3천만 원대(inc5), 농외소득비중(prononfarm)이 5%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농사경력은 음의 부호를 나타냈는데 이
는 농사경력이 길수록 현재의 이앙시기 기술을 고수하는 데 반해 농사경력
이 짧을수록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술인 이앙시기 조절에 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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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은 양의 부호를 나타냈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손해)을 감수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용력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외소득비중도 양의 부호를 나타냈는데
이는 소득 가운데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농가 소득 구조가
안정적이어서 수용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기후변화 인지도
는 음의 부호를 나타내어 기대되는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지열히트펌프 도입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컨설팅 받은 경험(consult)이 1% 수준에서, 전업농(profarmer), 자부담금액
(investcost)이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컨

설팅 받은 경험은 양의 부호를 나타냈는데 이는 농업 운영과 관련된 컨설
팅 혹은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시설재배농가일수록 에너지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지열히트펌프에 대한 수용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업농은 음의 부호를 나타냈는데 이는 전업농일수록 관행농업에 익숙하
여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력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부담 금액은
음의 부호를 나타냈는데 이는 지열히트펌프를 설치할 때 농가 부담금액이
높을수록 수용력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용의향 확률에 대한 한계효과를 추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
들을 보면 무경운/최소경운의 경우 기후변화 인지도(-0.119), 대응기술 이
해정도(0.083), 농외소득비중(0.072),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0.061) 등의
순서로 크게 나타났다. 또 녹비재배는 영농계획연수가 -0.014로 나타났으
며, 이앙시기 조절은 소득이 5백~1천만 원 미만(0.475), 소득이 4천만 원
이상(0.443), 소득이 3천만 원대(0.251), 기후변화 인지도(-0.193), 소득이 2
천만 원대(0.191), 농업 관련 교육 횟수(0.101), 농사경력(-0.011) 등의 순서
로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지열히트펌프는 전업농(-0.253), 컨설팅 받은 경
험(0.236), 자부담금액(-0.0001) 등의 순서로 크게 나타났다<표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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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1> 기후변화 대응기술 수용의향 요인분석 결과
구분
age
agriplan
agricarrer

무경운/최소경운

녹비재배

이앙시기 조절

지열 히트펌프

-0.034

-0.063

0.082

0.017

0.068

-0.131**

-0.068

0.038

-0.042

-0.043

-0.078***

0.030

college

0.014

-0.312

0.603

-0.101

inc1

0.000

inc2

-1.937

-1.042

5.133***

0.000

inc3

-3.890

0.450

1.971

0.000

inc4

-0.670

0.306

3.185**

1.163

inc5

-1.211

0.076

3.682**

-0.386

inc6

0.000

0.977

4.941***

0.000

train

0.604

-0.156

0.716

0.166

agritype

1.325

-0.267

-0.475

-0.272

profarmer

1.090

0.046

-0.162

-2.220**

1.193

-0.321

1.105

-0.127

-0.570

0.830

0.212

-0.843

info
useintool
consult

0.089

0.786

-0.467

2.077***

debts

-0.031

0.006

-0.126

-0.103

proemplo

-0.166

-0.087

0.175

-0.324

prononfarm

0.841**

0.089

0.832**

-0.253

-1.394**

-0.753

-1.370***

0.947

ccimpact

0.715**

0.305

0.423

-0.101

techrecog

0.978***

0.200

-0.049

0.144

ccoutlook

-0.709

0.053

-0.147

ccrecog

investcost
_cons
Number Wald
chi2(p-v)
Pseudo R2

-0.210
-0.0004**

-0.366

5.665

-4.435

-3.678

167
61.33(0.000)
0.392

168
31.55(0.085)
0.208

157
62.59(0.000)
0.308

231
30.96(0.049)
0.220

주: **, ***는 각각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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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2> 기후변화 대응기술 수용의향 확률에 대한 한계효과
구분

무경운/최소경운

age
agriplan
agricarrer

녹비재배

이앙시기 조절

지열히트펌프

-0.003

-0.007

0.012

0.002

0.006

-0.014**

-0.010

0.004

-0.004

-0.004

-0.011***

0.003

college

0.001

-0.032

0.085

-0.011

inc1

0.000

-

-

-

inc2

-

-0.069

0.475***

inc3

-

0.046

0.084

-

0.000

inc4

-

0.030

0.191***

-

inc5

-

0.007

0.251***

-

inc6

-

-

0.114

0.443***

train

0.051

-0.016

0.101**

agritype

0.113

-0.028

-0.067

-0.031

profarmer

0.093

0.005

-0.023

-0.253**

0.101

-0.033

0.156

-0.014

-0.048

0.086

0.030

-0.096

info
useintool
consult

0.019

0.008

0.081

-0.066

0.236***

debts

-0.003

0.001

-0.018

-0.012

proemplo

-0.014

-0.009

0.025

-0.037

prononfarm

0.072***

0.009

0.117**

-0.029

ccrecog

-0.119**

-0.078

-0.193***

0.108

ccimpact

0.061**

0.032

0.060

-0.011

techrecog

0.083***

0.021

-0.007

0.016

ccoutlook

-0.060

0.005

-0.021

investcost
주: **, ***는 각각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0.024
-0.0001**

추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자부담금액에 따른 지열히트펌프 수용률을 시
뮬레이션 한 결과는 <표 6-23>과 같다. 제시된 자부담 금액이 1,600만 원
일 경우 수용률은 25.4%인데 반해 4,800만 원일 경우 수용률은 9.2%로 낮
아졌다. 이는 향후 지열히트펌프 보급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부담금
액을 낮추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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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3> 자부담 금액에 따른 수용률 추정결과
단위: 만 원/10a, %
제시된 자부담금액

1,600

2,400

3,200

4,000

4,800

수용률

25.4

21.3

17.3

13.2

9.2

자료: 저자 작성.

1.2.3. 시사점
지금까지 무경운/최소경운, 이앙시기 조절, 지열히트펌프 도입등 기후변
화 대응기술에 대한 농가 수용의향 요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위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경영비 절감, 초기투자비 감소, 소득 안
정화 등이 농가들의 기후변화 대응기술 수용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 컨설팅이 중요한 요소로 분석되었고,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도 수용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적응기술뿐만 아니라 감축기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결과이다. 한편 품목류별로, 기술별로 기후변화 대응기술 수용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다르다는 점 또한 확인하였다. 이는 품
목류별, 기술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대응기술에 대한 농가 수용의향 요인을 분석하고, 지열히트펌
프 기술을 대상으로 대응기술 수용률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기초로 다음
과 같이 수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소득이 높을수록 이앙시기 조절 기술을 더 많이 선택하며, 소득 가
운데 농외소득비중이 클수록 무경운/최소경운 기술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높고 안정적일수록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손해)을 감수할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술 수용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 제고 혹은 소득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농업 운영과 관련된 컨설팅 혹은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시설재
배농가일수록 지열히트펌프에 대한 수용력이 높았다. 시설재배는 높은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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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설치비를 필요로 하며, 연료비, 노력비 등 경영비도 매우 높다. 따라서
농가의 재정 및 경영 상태에 대한 컨설팅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비 절감 대응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적용할 때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
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비용이 절감되는 무경운/최소경운을 많이 선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기술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농업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술 수용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농사경력이 길수록 현재의 이앙시기 기술을 고수하는 데
반해 농사경력이 짧을수록 이앙시기 조절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
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업농일수록 관행농업에 익숙하기 때
문에 지열히트펌프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잘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전업농이면서 농사경력이 많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지열히트펌프의 초기설치비 가운데 농가 부담액이 적을수록(정부
지원금이 많을수록) 농가가 그 기술을 더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열, 가축분뇨 자원화 및 에너지화 시설과 같이 초기 설치비가 높은 기술
의 수용력 제고를 위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부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참여
식품기업 실태 조사

2.1. 설문개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는 식품기
업을 대상으로 실태 파악을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2017년 기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업체 수는

146 신기후체제 대응 수단에 대한 수용성 및 적응능력 분석
22개,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업체 수는 25개이다. 이들 업체를 대상으

로 이메일 조사를 통해 2018년 9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설문을 실시하
였다. 응답한 업체 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경우 13개로 응답
률59.0%를 나타냈고, 배출권거래제는 9개로 응답률 36.0%를 나타냈다. 설
문조사 내용은 지원수준의 적절성, 제도 참여 시의 애로사항, 만족도, 개선
사항과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부록 6>.
응답자의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
여하는 업체의 평균 직원 수는 759명으로 나타났으며, 업종은 음식료품제
조업, 식품가공, 주정제조업, 곡물제분 등이었다. 소재지는 서울·경기·인천
권이 7개, 충북 2개, 전북 1개, 경북 1개, 경남 2개이다. 배출권거래제에 참
여하는 업체의 평균 직원 수는 1,666명이며, 업종은 음식료품 제조업, 알콜
음료 제조업, 기타식품제조업 등이 포함되었다. 소재지는 서울·경기·인천
권이 6개, 충북 2개, 전북 1개이다.

2.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식품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기술도입비의
50%, 업체당 최대 1.5억 원) 수준에 대한 설문결과는 ‘적당하다’와 ‘부족하

다’에 대한 응답비율이 46.2%로 동일한 수치를 보였다<표 6-24>.
<표 6-24>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식품기업의 지원금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7.7

적당하다
46.2

많다
46.2

매우 많다
0.0

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식품기업의 애로사항과 관련해서는
‘어떤 수단을 이용하여 감축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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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 비율을 보였다. ‘감축사업 추진 및 인증을 위한 자
료 준비가 어려움’이 38.5%로 그 뒤를 이었다<표 6-25>.
<표 6-25>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식품기업의 애로사항
단위: %
사유

비율

어떤 수단을 이용하여 감축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 어려움

46.2

감축사업 추진 및 인증을 위한 자료 준비가 어려움

38.5

행정절차에 긴 시간이 소요됨

7.7

목표관리제 관련 정보의 취득 절차가 어려움

0.0

기타 (고가설비 투자(EnMS 등)시 자사 투자비용증가에 따른 애로발생)

7.7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식품기업의 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
를 조사한 결과, ‘만족’과 관련된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이 61.5%로 나타
나 대체적으로 제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표 6-26>.
<표 6-26>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식품기업의 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매우 불만족

불만족
0

보통
15.4

만족
23.1

매우 만족
53.9

7.7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이후 기업의 생산비용(운영비), 제품
생산량 변화를 조사한 결과, 생산비용(운영비)은 ‘보통’이 76.9%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감소했다(15.4%)’, ‘많이 감소했다(7.7%)’ 순
으로 나타나 제도 참여가 기업의 생산비 감소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제품 생산량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보통(76.9%)’, ‘증가(23.1%)’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단위 에너지당 제품 생산량은 ‘보통(38.5%)’,
‘감소(30.8%)’, ‘증가(23.1%)’, ‘많이 증가(7.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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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참여가 제품 생산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단위 에
너지당 제품 생산량은 감소, 보통, 증가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이 비슷하여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27>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식품기업의 생산비, 생산량 변화
단위: %
항목

많이 감소

생산비용(운영비)

7.7

제품 생산량

0.0

단위 에너지당 제품 생산량

0.0

감소

보통
15.4

증가

많이 증가

76.9

0.0

0.0

0.0

76.9

23.1

0.0

30.8

38.5

23.1

7.7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고 있는 식품기업이 향후 추가적
으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설비)으로는 ‘폐열회수설
비’와 ‘고효율 인증기자재 설치’가 1순위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인버
터 설치’, ‘고효율 조명설치’, ‘최적운전 자동제어 시스템 설치’, ‘연료전환
설비’로 나타났다<표 6-28>.
<표 6-28>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식품기업의 추가 도입 고려 수단
감축수단(설비)

응답수

① 폐열회수설비

9

② 고효율 인증기자재 설치

9

③ 인버터 설치

4

④ 고효율 조명 설치

4

⑤ 최적운전 자동제어 시스템 설치

4

⑥ 연료전환 설비

4

⑦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설치

3

⑧ 바이오매스활용설비 설치

2

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3가지 수단을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중복응답을 허용하였음.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부 지원사업 예산 확대 지원’이 46.2%의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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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다음으로는 ‘온실가스와 에너지 이중 규제 개선’이 23.1%, ‘목표관리
제 제도 간소화’가 15.4%로 나타나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에 대한 요구도 시급한 당면과제임을 알 수 있다<표 6-29>.
<표 6-29>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
단위: %
항목

비율

정부 지원사업 예산 확대 지원

46.2

온실가스와 에너지 이중 규제 개선
(배출권거래제와 같이 온실가스 단일 규제 필요)

23.1

목표관리제 제도 간소화

15.4

기타

15.4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

2.3. 배출권거래제 참여 식품기업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기술도입비의 50%, 업체
당 최대 3억원)수준에 대한 설문결과는 ‘적당하다’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족하다’에 대한 응답비율이 33.3%로 그 뒤를 이어 지원금에
대해 어느정도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30>.
<표 6-30> 배출권거래제 참여 식품기업의 지원금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0.0

적당하다
33.3

많다
66.7

매우 많다
0.0

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

배출권거래제 참여 식품기업의 애로사항과 관련해서는 ‘사업 등록 및 감
축량 인증을 위한 자료 준비가 어려움’이 50.0%로 절반에 해당하는 응답
비율을 보였다. 그 뒤를 이어 ‘배출권거래제 관련 정보의 취득 절차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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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감축사업 인증을 위한 비용 발생에 대한 부담’이 각각 20.0%로 나타
나 참여 기업들이 감축사업 인증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표 6-31>.
<표 6-31> 배출권거래제 참여 식품기업의 애로사항
단위: %
사유

비율

사업 등록 및 감축량 인증을 위한 자료 준비가 어려움

50.0

행정절차에 긴 시간이 소요됨

10.0

배출권거래제 관련 정보의 취득 절차가 어려움

20.0

감축사업 인증을 위한 비용 발생에 대한 부담

20.0

기타
주: 한 기업에서 중복응답한 항목이 있음.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

0.0

배출권거래제 참여 식품기업의 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 33.0%, ‘불만족’이 33.3%, ‘매우 불만족’이 22.2%로 불만족과 관

련된 항목의 답변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
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대조적인 결과가 나타났다<표 6-32>.
<표 6-32> 배출권거래제 참여 식품기업의 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매우 불만족

불만족
22.2

보통
33.3

만족
33.3

매우 만족
11.1

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

배출권거래제 참여 이후 기업의 생산비용(운영비), 제품 생산량 변화를
조사한 결과 생산비용(운영비)은 ‘보통’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증가(22.2%)’, ‘많이 증가(11.0%)’ 순으로 나타나 제도 참여가
기업의 생산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출권거
래제 참여 식품기업의 응답결과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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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응답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품 생산량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보통(66.7%)’, ‘많이 증가(33.3%)’ 순
으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단위 에너지당 제품 생산량은 ‘보통
(56.6%)’, ‘증가(33.3%)’, ‘많이 증가(11.1%)’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제도 참여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마찬가지로 제품 생산
량에는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에너지당 제품
생산량은 감소, 보통, 증가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이 비슷했던 온실가스/에
너지 목표관리제와 비교했을 때, 증가와 관련된 항목에서 높은 응답비율이
나타나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33> 배출권거래제 참여 식품기업의 생산비, 생산량 변화
단위: %
항목

많이 감소

감소

보통

증가

많이 증가

생산비용(운영비)

0

0

66.7

22.2

11.1

제품 생산량

0

0

66.7

0.0

33.3

단위 에너지당 제품 생산량

0

0

56.6

33.3

11.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직접 작성.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식품기업이 선호하는 외부사업 형태와 관련된
항목에서는 ‘일부투자사업’과 ‘정부 지원이나 ESCO(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20)자금 활용 사업’이 각각 37.5%로 가장 높은 비율
을 보였다. 그다음으로는 ‘단순구매사업(현물거래 또는 공급처 확보 차원)’
이 25.0%로 나타났다<표 6-34>.

20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금 지원은 기술과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에너
지 사용자를 대신하여 에너지사용시설을 교체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
약 효과를 보증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금 융자지원을 하는 것이며, 자금 지원
범위는 해당 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 감
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사운전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한국에너지공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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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4> 배출권거래제 참여 식품기업이 선호하는 외부사업 형태
단위: %
항목

비율
25.0

단순구매사업(현물거래 또는 공급처 확보 차원)
선물거래사업(리스크 헷지 차원)

0.0

일부투자사업

37.5

전액투자사업

0.0

정부 지원이나 ESCO자금 활용 사업
주: 한 기업에서 관련문항에 대해 응답하지 않음.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직접 작성.

37.5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는 식품기업이 향후 추가적으로 도입을 고
려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설비)으로는 ‘고효율 인증 기자재 설치’가
1순위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폐열회수설비’, ‘인버터 설치’, ‘최적운전

자동제어 시스템 설치’ 순으로 나타났다<표 6-35>.
<표 6-35> 배출권거래제 참여 식품기업의 추가 도입 고려 수단
감축수단(설비)
① 고효율 인증기자재 설치
② 폐열회수설비
③ 인버터 설치
④ 최적운전 자동제어 시스템설치
⑤ 인버터 제어형압축기 설치
⑥ 바이오매스활용설비 설치
⑦ 고효율조명설치
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3가지 수단을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중복응답을 허용하였음.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

응답수
7
6
5
4
2
2
1

배출권거래제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배출권거래제
제도 간소화’가 88.9%의 압도적인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그다음으로는
‘정부 지원사업 예산 확대 지원’이 11.1%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비교해봤을 때, 배출권거래제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
결해야 할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제도 그 자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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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6> 배출권거래제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
단위: %
항목

비율

정부 지원사업 예산 확대 지원

11.1

배출권거래제 제도 간소화

88.9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도입

0.0

기타

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

2.4. 요약 및 시사점
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배출
권거래제 모두 현재의 지원금 수준이 적당하다고 답변하였으나, 부족하다
는 응답 또한 적지 않았다. 제도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온실가스/에너지 목
표관리제 참여 식품기업은 대체적으로 제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난 반면, 배출권거래제 참여 식품기업은 불만족과 관련된 항목의 응답 비
율이 높게 나타나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생산비(운영비), 생산량 변화와 관련된 항목에서는 두 제도 모두 ‘보통’
에 해당하는 항목의 응답률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제도 참여로 인
해 생산량이 대체적으로 증가한다는 답변이 그 뒤를 이어 비교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에너지당 제품 생산량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식품기업의 경우, 감소, 보통, 증가의 비율이 비슷
하게 나타났고, 배출권 거래제는 보통과 증가의 비율이 각각 절반을 차지
하였다. 또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식품기업은 생산비 감소
항목에 답변한 비율이 높았으나,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생산비 증가에 답변
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온
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경우 참여 시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지 않
고, 벌금 부과와 관련된 부분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인증을 위한 검증비가 소요되어 사업비가 늘어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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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유상할당21의 일부를 필요에 따라 구매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비
용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향후 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어떠한 이유로 생산비가
증가하는 지에 대한 원인 파악 및 개선 사항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참여 식품기업에서 추가적으
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수단은 폐열회수설비, 고효율 인증기자재, 인버
터 설치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에서는 고효
율 조명 설치, 최적운전 자동제어 시스템 설치, 연료전환 설비가 그 뒤를
이었으며,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최적운전 자동제어 시스템 설치, 인버터 제
어형 압축기 설치, 바이오매스활용설비 설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
서 두 제도 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추가 도입 고려 수단을 우선적
으로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상이하게 나타난 추가 도입 고려 수단에 대한
각 제도별 맞춤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참여 식품기업 모두 인
증을 위한 자료 준비를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여 인증절차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기업의 부담 경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개선
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서는 추가적인 금전
적 지원을, 배출권거래제에서는 관련 제도의 간소화를 꼽아 제도별로 각각
다른 개선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2017년 기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업체 수는 각각 22개, 25개로 많지 않았으며, 그중에서도 실제로 응답한
업체 수는 각각 13개, 9개이다. 따라서 위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다고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의 대략적인

21

할당된 배출권을 정부가 정한 일정한 경매방식을 통해 일부 또는 전부를 판매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해당 업체의 배출권 구입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오염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양만큼의 배
출권을 구입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매 수입은 대부분 배출권거래제 대상 산업에 재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
계의 실제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환경부 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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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제도 참여의 애로사항 등을 통해 제도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3. 농업인 적응능력 분석

3.1. 적응능력의 정의 및 연구 동향
적응능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경영학에서의
적응능력(Adaptive capacity)은 조직 경영에서 의도치 않은 혹은 예상치 못
한 위험을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의미
한다(Newey and Zara 2009). 또한 적응능력은 취약성(vulnerability) 연구와
회복탄력성(resilience) 연구에 적용되어, 변화에서의 적응 혹은 지속가능
성 확보에 필요한 사회적 요소들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IPCC(2014)는 IPCC(2001, 2007)와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2005)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적응능력을 “체계(system), 기관(institution),

인간(human), 그리고 다른 생명체들(other organisms)이 잠재적인 피해에
적응하고, 기후변화에 의해 생기는 기회 혹은 긍정적인 요소들을 활용하
며, 기후변화에 따른 결과에 반응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적응능력의 개념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취
약성 관련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된 이후이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물리적으로 노출된 정도(exposure)와 기후변화에 의
해 영향을 받는 체계가 기후변화로 인해 변화하는 양상(sensitivity), 그리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체계의 능력을 말하는 적응능력으로 구성된다
(McCathy et al. 2001). 이는 특정 체계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기후

변화 노출(exposure)이라는 자연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
는 자연 혹은 인간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현재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적응을 위해 적응능력 분석틀(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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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한 체계의 적응능력과 적응능력 향상의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Smit and Pilifosova
(2001)는 적응능력을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의 잠재력(potential), 수용력(capacity),

혹은 능력(ability)으로 정의하고, 이를 결정짓는 요소들로 경제적 자원(Economic
resource), 기술(Technology), 정보와 숙련도(Information and skills), 사회기

반시설(Infrastructure), 제도 및 정책(Institutions), 평등도(Equity)를 제시하
였다.
Smit and Pilifosova(2001) 이후 많은 연구들은 연구대상과 목적에 맞는 적

응능력 분석을 위한 분석틀과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적응능력 계측에 자주 이용되는 지속가능한 생계 틀(Sustainable livelihood
framework)은 Ellis(2000)가 제시한 농촌 생계 틀(Rural livelihood framework)

을 바탕으로 하며, 생계(livelihood)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자원의 분포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대상 혹은 지역의 적응능력을 측정하였다(Nelson et al.
2007; Eakin and Bojorquez-Tapia 2008; Nelson et al. 2010; Defiesta and
Rapera 2014; Williges et al. 2017).
Jones et al.(2010)이 제안한 지역 적응능력 틀(Local Adaptive Capacity
framework)은 지역단위 적응능력과 취약성 관련 연구에 활용되었다(Hogarth
and Wokcik 2016). 또한, Abdul-Razak and Kruse(2017)는 소농의 적응능

력을 평가하기 위해 소규모 자작농의 적응능력 틀(Smallholder farmers’
adaptive capacity framework)을 구축하고 사하라 이남 지역의 농가들의 기

후변화 적응능력을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적응능력 관련 연구들의 공통적인 결론과 연구추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적응능력은 맥락 특이적(context-specific)이라는 점이다
(Adger and Vincent 2005; Adger et al. 2007; Engle 2011). 즉, 공간 및 시

간의 범위에 따라 적응능력이 상이할 수 있다. 이는 Smit and Pilifosova
(2001) 이후에 다양한 분석 툴과 지표들이 제시된 이유 중에 하나이다.

둘째로는 적응능력은 동태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이다(Adger et al. 2007;
Engle 2011). 이는 적응능력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학적인 요인들의 변동성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중장기적인 적응능력 평가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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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는 적응능력은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적응능력(generic
adaptive capacity)과 특정 기상현상에 대한 적응능력(impact-specific adaptive
capacity), 그리고 산업부문에 특화된 적응능력(sector-specific capacity)으로 구

분되며, 해당 분석 툴과 지표 역시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Adger et al.
2007; Abdul-Razak and Kruse 2017). 마지막으로 최근 연구에서는 적응능

력의 결정요인 중 사회경제적인 요인, 특히, 거버넌스 등과 같은 사회구조
적 요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Adger et al. 2007; Gupta et al. 2010;
Engle 2011).

3.2. 지표의 선정과 분석틀
우리나라 농업의 시군별 그리고 품목별 기후변화 적응능력의 특징을 분
석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22 우선, 본 연구에서는 최근 농업부문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SLF(Sustainable Livelihood Framework)를 이용하였
다. SLF는 농가들의 생계(livelihood)는 서로 대체가능한 다섯 가지 유형의
자본(capital 혹은 capacity)의 영향을 받으며, 농가의 적응능력은 이러한 다
섯 가지 유형의 자본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균형 있게 이루어졌을
때에 증가한다고 가정한다<표 6-37 참조>.

22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의 적응능력을 측정(measuring)하는 것이 아니라
특징을 분석(characterizing)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Engle 2011). 적응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체계의 적응능력을 직접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최근 일어난 자연재해 등의 사건을 분석하여 적응 능력의 결정요소와 현재의
상태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특징을 분석한다는 것은 적응능력을 향
상시켜 줄 것이라 생각되는 요소 혹은 연구된 지표나 체계의 특징 등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158 신기후체제 대응 수단에 대한 수용성 및 적응능력 분석
<표 6-37> Sustainable livelihood framework
자본(Capital)
인적(Human)
사회적(Social)
자연적(Natural)
물리적(Physical)
금융(Financial)

설명
인적자본은 농가의 농가 운영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농가의 기술수준, 교육수준, 건강 등과 같이
농가의 노동생산성과 농가를 경영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포함함.
사회적 자본은 농가들 간의 정보 유통과 유대관계뿐만 아니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거버넌스 관련 지표,
예를 들어 농업 관련 정부 정책 등을 포함함.
토질, 기상조건 등과 같이 농업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의미함.
물리적 자산은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농가의 자산을 의미하며, 관개 방법, 토지 및 건물, 기계뿐만 아니
라 지역의 생산 관련 사회간접자본 또한 포함됨.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금융자산을 의미하며, 농가의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함.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는 Sustainable livelihood framework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자
본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을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연구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부록 7>. 또한, 적응능력의 맥락특이성을 고려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농업환경과 품목별 특성에 맞는 관련
지표들을 선정하였다(Brooks et al. 2005; Abdul-Razak and Kruse 2017).23

3.2.1. 인적자본(human capital)
인적자본은 농가의 교육 및 기술 수준 등을 나타내는 지적자산(stock of
knowledge)과 농가 경영주와 농가 구성원의 건강(health)으로 구성된다
(Nelson et al. 2007). 인적자본은 농가의 소득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라는 외

부 환경 변화에서의 적응능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구체적으
로 지적자산이 풍부한 농가는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
한 기술을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농가 구성원이 건강할 경우, 농업
생산 혹은 생계유지에 투입되는 노동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기후변화에 따른 외부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23

전문가는 농진청과 농식품부, 그리고 학계에서 기후변화 관련 연구를 진행 중
인 외부 전문가 9명과 함께 기후변화 관현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내부 전
문가 3명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가들이 응답한 각 지표의 중요도 평균이 5점 척
도 기준 3점보다 클 경우에만 적응능력 분석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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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ltz(1961)는 인적자본을 증가시키는 투자(human investment)를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이는 이후 적응 능력 지표 선정의 기준
으로 많이 이용되었다.24 우선 Shultz(1961)는 교육과 기술수준에 관한 투
자로서 정규교육뿐만 아니라 공적 부문에서의 교육 서비스와 기업 차원에
서의 교육 프로그램 등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농업인들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농업 관련 학위 취득여부 등에 대한 공인통계 자료
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는 농가의 영농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농가 경영주의 교육수준, 농가의 영농경력, 농가 운영 시
ICT 활용 여부, 재배작물의 다양성)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농업인의 건강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농업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농업인이 시장여건이나 재배환경 변화에 있어서 적응 정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Nelson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농가의 노동
투입시간과 농가 경영주의 나이를 농업인의 건강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이용하였다.
그런가 하면 비농업부문으로 이직할 수 있는 능력 혹은 기회를 많이 가
진 구성원을 가진 농가는 비농업부문에 취업을 통해 농업 관련 소득 감소
에 보다 손쉽게 대응할 수 있으며, 이는 농가의 농업활동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O’Brien et al. 2004; Swanson et al 2007). 하지만 비농업부문
취업 가능성을 나타내는 농업생산에 투입된 농가당 비농업 취업자 수, 비
농업부문 노동 투입시간 대비 농업부문 노동 투입시간은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농가의 적응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24

Shultz(1961)는 인적 투자를 건강 관련 시설 및 서비스(health facilities and services), 기업 주도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on the job training, including old-style
appernticeships organized by firms), 정규교육(formally organized education at
the elementary, secondary, and higher levels), 기업주도가 아닌 교육 프로그램
(study program for adults that are not organized firms), 구직 여건 변경의 적응
을 위한 이주(migration of individuals and families to adjust to changing job opportunities)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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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사회적 자본은 한 사회에 속한 관계(network)들의 특징을 나타내며, 개
인 간의 신뢰, 사회의 포용성,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 등을 포함한다
(Nelson et al. 2007).25 적응 능력의 관점에서의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그

의 사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한 소득 감소 등에 대응
할 수 있는 기회 혹은 정도를 의미한다(Swanson et al. 2007). 본 연구에서
는 농가의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대표하는 지표로 농가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농업인들의 생산자 단체 혹은 기타 농업관련 단체 가
입여부와 농업인 간의 네트워크를 약화시킬 수 있는 농가 간의 소득 불균
등도를 이용하였다.26

25

26

Nelson et al.(2007)은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을 개인적 네트워크
(bonding), 사회적 네트워크 간의 연결(bridging),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간의
직접적인 자원 이동(linking)으로 구분하고 개인 간의 신뢰,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등을 관련 지표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Nelson et
al.(2007)이 제시한 지표들을 지역별·품목별로 계측하기 위한 통계자료를 확보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지표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을 계측하고자 한다.
농가 간 소득불균등도를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주는 지표로 선정한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우선, Smit et al.(2001)은 불균등도가 적응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단, SLF와 Smit and Pilifosova(2001)의 차이점은 우선
Smit and Pilifosova(2001)의 경우 불균등도를 사회적 자본과 같은 하나의 적응
능력 결정요소로 간주한 반면, SLF는 불균등도를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지
표로 사용하였다. 둘째, 불균등도와 사회적 자본은 서로 강하게 연관되어 있으
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기존 연구의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월드뱅
크(World bank)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통해 비곤 혹은 불균등도를 줄이고자
하였으며(Robinson and Siles 2002), 개발경제학 분야에서는 사회적 관계는 직
업과 관련된 정보, 소규모 신용 대출, 공중 보건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분
석하였다(Munshi 2003; Bandiera et al. 2009; Banerjee et al. 2013; Kremer and
Miguel 2007). 이와는 반대로 Dugarova(2015)에서는 불균등도가 사회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Pretty(2003)은 지역의 자
원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 자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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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농가와 정부 간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을
계측하였다. 정부 부문이 사회적 자본과 적응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연구에서 분석되었다(Smit and Pilifosova 2001; Swanson et al. 2007; AbdulRazak and Kruse 2017).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Smit and Pilifosova(2001)

는 정부를 “외부여건 변화를 사회에 환기시키고 그에 대한 정보와 적응 필
요성을 전달하여 외부여건 변화에 대한 적응이 가능하게 하는 도구”라고
정의하고, 정부부문과 적응능력에 관한 기존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Swanson et al.(2007)은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부 부

문과 네트워크를 연결시켜 분석하였다. Gupta et al.(2010)은 정부가 사회
의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며, 이러한 적응 능력 향
상에 필요한 정부 조직의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농
업 부문에서 정부와 개인 간의 네트워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직불금과 R&D뿐만 아니라 투입재, 재해보험, 연금, 그리고
농산물 시장까지 정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본 연
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전문가 설문을 바탕으로 재정 자립도와 농업관련 예
산 비중, 농가소득 중 공적보조 비중, 지역별 산지유통센터 수를 정부관련
지표로 선정하였다.27

3.2.3. 자연적 자본(natural capital)
자연적 자본은 농업인의 생계나 농업생산에 영향을 주는 농경지 주변 생
태계 서비스나 농업자원의 양을 의미한다. 자연적 자본이 풍부한 곳에 위
치한 농가는 기상재해 등으로 인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Williges et al.
2017). 기후변화 적응 능력에 관한 문헌에서는 자연적 자본의 가장 중요한

27

로 불균등도를 언급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문헌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적으
로 연결하는 로컬푸드 관련 지표, 농업관련 공무원 비중, 농업기술센터와의 접
근성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전문가 설문에서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나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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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 농지의 생산성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영농행위 그리고 생태계 보전
행위를 제시하였다(Nelson et al. 2007; Williges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농지의 생산성과 이에 영향을 주는 농업 여건을 자연적
자본을 나타내는 변수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품목별 단수, 수리답 비
중, 수리안전답 비중, 밭관개면적 비중, 그리고 논·밭·과수 재배적지 비중
을 이용하였다. 논·밭·과수 재배적지는 각 품목별·지역별로 전체 재배면적
중 적성등급 3등급 이상인 면적 비중으로 계측하였다. 하지만 농지의 생산
성 유지와 생태계 보전 행위에 대한 지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고려하지
못했다.

3.2.4. 물리적 자본(physical capital)
물리적 자본은 일반적으로 생산에 투입되는 자산을 의미한다. 하지만 물
리적 자본은 농가의 자산 중 손에 잡히는(tangible) 자산만을 일컫는다는
점에서 농가의 인적자본 혹은 금융적 자본과 구별된다(Kataria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농가의 농지 크기, 시설농업 비중 및 시설 종류, 농

가의 자산 크기를 농가 수준의 물리적 자본을 대표하는 지표로 선정하였다.
물리적 자본은 또한 인위적으로 건설된 농업부문 사회간접자본을 포함
한다(Nelson et al. 2007). 예를 들어, Smit and Pilifosova(2001)와 Swanson
et al.(2007)은 자연적 혹은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사회간접자본을 적

응 능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이용하였다. 또한 Nelson et al.(2007)은 서비
스와 재화를 제공하는 중심지로부터의 거리(Remoteness), 자산에 대한 지
역단위 투자, 지역의 주거 밀집도 등을 지역단위 물리적 자본 관련 지표로
이용하였다. 하지만 Nelson et al.(2007), Smit and Pilifosova(2001), 그리고
Swanson et al.(2007)에서 제시한 지표들(예를 들어, 관개면적, 시장과의 거

리 등)은 앞서 언급한 자연적 자본 그리고 사회적 자본과 상당 부분 겹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산에 대한 지역단위 투자와 지역
의 주거 밀집도는 자료의 한계상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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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금융 자본(financial capital)
금융 자본은 적응능력 분석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적응능력 결정
요인이다. 금융 자본은 가구들이 가지고 있는 저축, 신용,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원을 뜻한다. 따라서 금융 자본이 많은 농업인은 외부환경에 대응하
기 위해 저축이나 신용을 생계를 위한 소비나 앞서 언급한 자본들로 보다
쉽게 변환시킬 수 있다(Nelson et al. 2007). 예를 들어, Smit and Pilifosova
(2001)는 문헌에서 연구한 홍콩과 가이아나 해변 지역의 예를 바탕으로 높

은 소득과 발달된 금융 시스템이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Hogarth and Wójcik(2016)은 자메이카 화이트하우스(Whitehouse)
지역의 금융자원 부족은 지역의 적응 능력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
역 정부의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농업부문에서는
물리적 자본과 같이 금융 자본도 농가 수준의 금융자본과 정부 보조, 지역
혹은 품목 단위 금융 자본이 있을 수 있다(Hogarth and Wójcik 2016;
Williges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농가 수준의 금융 자본을 나타내는 지

표로 농가처분가능소득, 부채 비율, 농외소득 비중을 이용하였으며, 지역
혹은 품목 단위의 금융 자본은 지역별·품목별 재해보험 가입 비중을 이용
하였다.

3.3. 분석방법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 자본은 자연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지표를 포
함하고 있다. 따라서 성격이 다른 각각의 지표들을 바탕으로 적응능력을
계측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지표들을 정규화(normalization)시키고 정
규화된 지표들을 하나의 지수로 통합(aggregation)해야 한다.
지표들을 정규화시키고 이들을 통합시키는 방법은 구축된 지수의 크기
와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친다(Pollesch and Dale 2015, 2016). 지금까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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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성 지수 혹은 적응능력 지수의 구축에 이용된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
분된다. 우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지수 구축에 필요한 지표들
이 각각 같은 가중치를 가지는 것(equal weighting)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Swanson et al. 2007; Gupta et al. 2010; Willges et al. 2017).

동일한 가중치를 바탕으로 지수를 구축하는 방법은 우선 지수 계측이 쉬
우며, 전문가들의 판단이나 통계적 모형 없이 지수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하지만 지수 구축에 필요한 모든 지표들이 같은 가중치를 가진
다는 가정은 것은 각각의 지표들이 서로 완벽한 대체제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Hinkel 2011). 따라서 하나의 지수를 구축하는 데에 성격이 다른
지표들(예를 들어 농가자산의 크기와 농업용수에 대한 접근성)을 사용할
경우에 각 지표들이 같은 가중치를 가진다는 가정은 부적절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와 같이 전문가들의 의견(expert judgment)을 가중

치로 이용하는 방법이다(Eakin and Bojorquez-Tapia 2008; Defiesta and
Rapera 2014; Abdul-Razak and Kruse 2017). 하지만 품목별 혹은 지역별

로 가중치가 다르다고 가정한다면, 지수 구축에 필요한 전문가 수는 품목
과 대상 지역의 수에 따라 현저히 증가하며(Willges et al. 2017), 전문가들
의 구성과 시기에 따라 지수의 값이 달라질 수 있다(Hinkel 2011).
마지막 방법은 주성분 분석과 같은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가중치를 설정
하는 방법이다(Nelson et al. 2010).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접근법은 전문가
의견을 이용하는 방법과는 달리 추가적인 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일
관된 기준으로 지수를 계측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통계적 접근법으로
구축된 지표들의 가중치는 실제 지표들이 지수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Zhou
et al.(2017)이 제안한 비모수프론티어 접근법(nonparametric frontier approach)

을 바탕으로 지표들을 정규화하고 통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Zhou et
al.(2017)은 다양한 환경 및 오염지표들을 바탕으로 한 환경지수를 구축하

기 위해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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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Zhou et al.(2017)은 아래와 같은 범위를 조정한 DEA(Rrange
Adjusted DEA: RA DEA)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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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은 각각 k번째 개체(entity)의 투입
요소와 산출요소를 뜻한다. 하지만 기존의 생산성 분석과는 달리 지수를 만
드는 과정에서는 투입요소와 산출요소 간의 생산관계(productive relationship)
가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 즉, 산출요소는 많을수록 좋은 것, 투입요소는
적을수록 좋은 것으로 구분한다.   는 가중치,   는 투입여유변수(slack
variable),   는 산출여유변수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max  

    min         이며 투입요소  의 범위를 나타내며,  

max         min          는 산출요소  의 범위를 나타낸다.

식 (1)을 통해 최적 해를 산출하면, q번째 개체의 적응능력 관련 지수는
아래와 같이 계측된다.






식 (2)           

 







 





 












여기서  
 (   )는 최적투입(산출)여유변수를 뜻한다. 식 (2)를 통해 구

축된 적응능력 지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2) 지수가 1인 개체는 적응능력이 가장 좋은 개체를 뜻하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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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를 통해 구축된 적응능력 지수는 단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unit invariant),
(4) 지표들 값에 일정한 상수를 더하거나 빼도 지수의 값에는 영향을 미치

지 못하며(translation invariant), (5) 산출요소(투입요소)가 증가(감소)할수록
지수가 증가하는 강단조성(strong monotonic)을 가진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성질은 구축된 적응능력 지수는 선형 연산에도 지수 크기의 순서(ordinally
meaningful)와 개체들 간의 상대적인 차이(cardinally meaningful)를 보전함

을 의미한다.
식 (2)를 통해 구축된 지표는 가장 이상적인 적응능력을 나타내는 적응능
력 포락선(frontier)과 각 개체와의 거리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만약 투입·
산출 모든 부분에서 우월한 개체(super entity)가 있을 경우, 식 (1)의 목적
함수는 UN에서 사용하는 Human development Index와 일치한다<식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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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양한 방면의 지표들을 고려한 상황에서 이렇듯 우월한 개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인위적으로 설정한 우월한 개체를 가정
하고 식 (3)과 같이 적응능력을 계측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적응능력에 영
향을 주는 지표들이 서로 완벽하게 대체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이
러한 가정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각 개체
의 적응능력을 왜곡시킬 수 있다. 식 (1)에서는 자원 간의 대체를 가정하기
보다는 각 지표들에 대응되는 여유변수 간의 대체를 가정한다. 하지만 이
는 한 개체가 적응능력 포락선(frontier)에 도달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음
을 의미할 뿐, 지표 간의 대체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식 (1)의 접근법은 우월한 개체를 가정하는 방법보다 보다 다양
한 영역의 지표를 결합하는 데에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8

단, 2011년 개정된 Human Sustainable Development Index는 정규화된 지표들의
통합에 산술평균 대신 기하평균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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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Sustainable livelihood framework에 따라 먼저 24개 지표들
을 다섯 개의 자본으로 통합한 다음, 통합된 다섯 개의 자본 지수들을 바
탕으로 적응능력 지수를 계측하였다.

3.4. 분석자료
적응능력 계측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용한 농업관련 공인통계를
이용하였다<표 6-38>. 자료 구축 시점은 2015년이며, 이는 자료 구축 시점
의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공인통계는
농림어업총조사, 농가경제조사, 농업경영체 DB, 농업생산기반통계연보,
2014년 밭용수 행정조사, 시군별 기본통계 및 농업관련 통계를 이용하였

다. 또한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제공하는 논 재배적지, 밭 재배적지, 과수 재
배적지 공간자료를 지번(PNU) 코드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DB와 결합하
여 사용하였다.
하지만 농가경제조사의 경우, 농가의 위치자료를 시도 수준까지만 제공
하며, 관측치 또한 시군별로 나누기에 충분치 않다. 또한 시군별 통계연보
에 있는 생산량과 경지면적 자료의 경우 다수의 시군에서 오류가 발견되었
다. 이에 따라 두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변수의 경우 시군이 아닌 시도 단
위로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내용

농가의 교육수준

관련 지표

자료 출처

평균

최소값

최대값

농가경영주의 최종학력(2: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3.060
2.417
4.365
농림어업총조사 농가조사a)
5: 전문대, 6: 4년제 대학)
a)
32.45
16.59
40.19
농가의 영농경력
농가경영주의 영농경력(년)
농림어업총조사 농가조사
834.3
666.4
1080.9
인적자본
농가노동투입시간
농업생산에 투입된 농가의 총 노동시간
농가경제조사b)
65.01
60.58
68.69
경영주의 나이
경영주의 나이
농림어업총조사 농가조사a)
20.19
7.63
74.15
농가 운영을 위한 ICT 활용1)
ICT 활용 농가 비중(%)
농림어업총조사 농가조사a)
3.75
1.91
7.26
재배 작물의 다양성
생산하고 있는 작물의 종류
농업경영체 DBc)
123.5
0.00
457.0
생산자 단체 가입여부
지역별 품목별 작목반 단체 개수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a)
50.16
0.00
380.00
기타 농업관련 단체 가입여부
지역별 기타 농업관련 단체 개수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a)
0.43
0.39
0.46
소득 불균형 정도
농가 간 소득 지니계수2)
농가경제조사b)
사회적
24.06
7.40
61.90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통계청 재정자립도g)
자본
7.17
6.10
8.00
공적보조 비중
농가소득 중 공적보조 크기(백 만원)
농가경제조사b)
2.25
0.00
33.00
산지 유통시설과의 접근성
지역별 산지유통센터 수(품목 개수)
농업총조사 지역조사a)
543.4
47.5
2566.2
농업관련 예산 비중
단위 면적당 농업관련 예산(원)
통계청 시군별 예산자료g)
78.09(54.95)3)
0.00(0.00)
100.00(99.00)
논 관개농업 비중(%), 수리안전답 비중(%)
농업생산기반통계연보d)
농업용수에 대한 접근성
14.17
0.00
87.20
밭 관개농업 비중(%)
밭용수 행정조사4) e)
자연적
497.1
396.8
575.2
생산성
평균 단수(kg/10a)5)
통계청g)
자본
농진청 토양 특성 자료e),
6)
0.42
0.00
0.96
토양적합도
논재배적지/밭재배적지/과수재배적지 비중(%)
농업경영체DBc)
b)
476.42
277.72
856.56
농가의 자산 크기
농가자산의 현재가치(연말기준, 백만 원)
농가경제조사
1.17
0.37
2.79
물리적
경지 면적
자가 혹은 임대 평균 농지의 크기
농림어업총조사 농가조사a)
4.43
0.00
33.91
시설 농업 비중
시설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농업경영체 DBc)
자본
25.51
0.00
44.44
축사 시설
무창축사 비중(%)
농림어업총조사 농가조사a)
6.26
3.83
12.54
금융 접근성
부채비율(total debt to total asset, %)
농가경제조사b)
6.03
0.00
31.90
농업보험 가입여부
농업보험가입 면적 비중(%)
농식품부 내부자료f)
금융 자본
15.4
10.8
24.4
소득원의 다양화
농외소득 크기(백만 원)
농가경제조사b)
31.63
28.00
34.54
농가소득 수준
농가처분가능소득 크기(백만 원)
농가경제조사b)
주 1) 스마트폰, 컴퓨터, 기타 정보화기기를 포함함. 2) 음의 소득을 정규화시키기 위해 Raffinetti et al.(2015)의 방법론을 적용함. 3) 괄호 안은 수리안전답 비중을 뜻함. 4)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2014년 밭용수 행정 조사를 이용함. 5) 공간의 제약 상 쌀 단수만 제시함. 6) 적성등급 3등급 이상을 의미함.
자료: a) 통계청(2015). b) 통계청(2015). c) 농림축산식품부(2015). d) 농림축산식품부(2016). e) 흙토람 f)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2015). g) 국가통계포털

결정요소

<표 6-38> 분석에 사용된 지표의 자료 출처 및 시군별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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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분석결과
<그림 6-1>은 시군별 적응능력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29 우선 눈에 띄는

점은 농업생산 비중이 큰 전남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능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남에 속한 시군의 평균 적응능력
지수는 0.57으로 전국 평균인 0.7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남군
(0.79)과 고흥군(0.73)을 제외한 모든 시군의 적응능력 지수가 전국 평균보

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경기도, 경상도 지역에 속한 대부분
시군들의 적응능력 지수는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1> 지역별 기후변화 대응 적응능력 지수

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29

본 연구에서는 농업생산비중이 적은 제주도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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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9> 다섯 가지 자본들의 시도별 평균과 적응능력 지수(전체 농가)
시도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자연적 자본

물리적 자본

금융적 자본

적응능력 지수

강원

0.871

0.840

0.964

0.718

0.796

0.707

경기

0.933

0.778

0.900

0.875

0.935

0.774

경남

0.914

0.935

0.972

0.787

0.616

0.760

경북

0.974

0.863

0.985

0.733

0.687

0.792

전남

0.887

0.791

0.963

0.744

0.381

0.566

전북

0.771

0.775

0.980

0.793

0.625

0.592

충남

0.843

0.945

0.967

0.788

0.450

0.666

충북

0.820

0.731

0.997

0.700

0.963

0.729

평균

0.891

0.831

0.959

0.777

0.688

0.706

자료: 저자 작성.

이러한 지역 간 적응능력의 차이는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 자본의 비대
칭적 분포에 의한 것이다<표 6-39>. 우선 경기도와 경북 지역의 인적자본
지수는 다른 지역의 인적자본 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농민들이 농가경영에 ICT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고(경기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농업인들의 평균 연령은 낮지만, 학력 수준은 오히려 다
른 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의 인적자본 지
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두 지역의 농가경
영주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농업생산에 투입한 총 노동시간과 농
가경영을 위한 ICT 이용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경남과 충남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두 지역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모두 0.90를 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전국 평균인 0.83보다 높은 수치이다. 물리적 자본은 경기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 지역의 시설 작물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큰 것이 반영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자연적 자
본의 지역별 편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경기도 지역의 자연적
자본 지수는 0.90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계측되었
다. 하지만 경기도 지역은 자연적 자본이 부족한 대신 물리적 자본(0.88)이
풍부하여 전반적인 적응능력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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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적 자본 지수의 지역적 편차는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자본의 지역별
편차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과 전남의 금융적 자본 지수
는 0.45이거나 그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평균인 0.69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금융적 자본의 지역별 편차는 농가소득의 차
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의 농가처분
가능소득과 연말 기준 자산 크기, 그리고 농외소득 크기는 경기나 제주도
그리고 경상도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0> 여유변수들의 시도별 평균(전체 농가)
시도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자연적 자본

물리적 자본

금융적 자본

강원

0.081

0.135

0.000

0.264

0.154

경기

0.048

0.195

0.031

0.116

0.026

경남

0.037

0.062

0.000

0.202

0.320

경북

0.000

0.080

0.000

0.253

0.187

전남

0.075

0.191

0.002

0.256

0.560

전북

0.152

0.207

0.000

0.194

0.337

충남

0.112

0.049

0.001

0.207

0.469

충북

0.064

0.209

0.000

0.244

0.004

자료: 저자 작성.

적응능력 포락선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식 (1)의 여유변수를 분석한 결과
는 <표 6-40>과 같다. 특히, 경기와 충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금융적
자본의 여유변수가 다른 자본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적 자
본 지수의 지역별 차이가 적응능력 지수 시군별 분포에 큰 영향을 미쳤음
을 의미하며, 해당 지역의 적응능력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적 자본을 보완
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뜻한다. 또한 경기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물리적 자
본 관련 여유변수가 크게 계측되었다. 물리적 자본은 농업인들의 농지를
포함한 생산시설 등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재 혹은 자산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농가수준
의 생산시설 개선을 통한 물리적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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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쌀 농가의 시군별 기후변화 대응 적응능력 지수

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6-2>는 쌀 농가들의 시군별 기후변화 대응 적응능력 지수 분포를

나타낸다.30 흥미로운 점은 내륙 산간 지역뿐만 아니라 곡창지대라 할 수
있는 호남 평야 지역의 적응능력 지수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계측되

30

본 연구에서는 농림어업총조사의 농가 경영형태를 바탕으로 품목별 농가를 구
분하였다. 또한 쌀 생산이 미미한 제주도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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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구체적으로 적응능력 지수가 가장 낮은 시군은 충북의 증평군(0.33)
이며, 충북의 제천시(0.37), 괴산군(0.38) 그리고 영동군(0.38)이 그 뒤를 따
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수시(0.51)와 무안군(0.51), 광양군(0.52), 곡
성군(0.52) 등 전남 대부분 시군의 적응능력 지수는 전체 평균인 0.68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1> 다섯 가지 자본들의 시도별 평균과 적응능력 지수(쌀 농가)
시도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자연적 자본

물리적 자본

금융적 자본

적응능력 지수

강원

0.946

0.750

0.705

0.620

0.848

0.658

경기

0.945

0.836

0.636

0.866

0.971

0.817

경남

0.974

0.927

0.767

0.629

0.932

0.838

경북

0.781

0.933

0.775

0.616

0.338

0.512

전남

0.848

0.889

0.704

0.684

0.399

0.549

전북

0.868

0.816

0.844

0.736

0.851

0.723

충남

0.790

0.885

0.813

0.808

0.513

0.637

충북

0.663

0.737

0.795

0.616

0.472

0.372

평균

0.865

0.855

0.741

0.707

0.676

0.655

자료: 저자 작성.

적응능력 지수가 가장 낮게 계측된 충북지역의 경우, 자연적 자본을 제
외한 모든 자본 지수들의 수치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41>. 또한 충북지역과 더불어 전남 그리고 경북지역의 금융적 자본 지수

는 0.5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지역 쌀 농가의 농가가처분
소득과 농외소득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특히 쌀 농가의 적응
능력 지수의 시군별 분포는 금융적 자본 지수 분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
났다.31 이는 높은 기계화율과 기반 정비 등으로 인해 쌀 생산과 연관된
시군별 자연적·물리적 자원의 격차가 줄어든 것을 반영하는 결과라 해석할

31

금융적 자본을 구성하는 부채 비율, 농외소득비중, 그리고 농가처분가능소득은
시도단위 변수이다. 이에 따라 금융지수의 지역별 차이는 시군보다는 시도별
차이에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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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쌀 농가의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적응능력이 부족한 지역
의 금융적 자본 지수의 증가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표 6-42>는 쌀 농가들의 여유변수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우선 경

북, 전남, 충남, 충북 지역의 쌀 농가의 금융적 자본 여유변수의 값은 강원,
경기, 경남, 전북지역 쌀 농가의 금융적 자본의 여유변수보다 훨씬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여유변수의 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북 지역의 쌀 농가들의 총 투입
노동시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으며, 충북지역 시군들의 단위 면적당 농
업관리 예산과 쌀 농가들에 대한 공적 부조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경기와 전북, 그리고 충남의 물리적 자본 여유변수
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게 계측되었다. 이는 경기, 전북 그리고 충남 지역
들의 연말 농가자산 혹은 경지면적이 다른 지역보다 크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이다.
<표 6-42> 여유변수들의 시도별 평균(쌀 농가)
시도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자연적 자본

물리적 자본

금융적 자본

강원

0.002

0.168

0.248

0.321

0.119

경기

0.002

0.107

0.257

0.096

0.005

경남

0.000

0.014

0.123

0.268

0.037

경북

0.092

0.067

0.221

0.384

0.631

전남

0.042

0.101

0.271

0.308

0.571

전북

0.015

0.154

0.138

0.250

0.111

충남

0.108

0.101

0.179

0.178

0.425

충북

0.210

0.263

0.205

0.384

0.496

자료: 저자 작성.

<그림 6-3>은 채소 농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적응능력 지수의 시군별 분

포를 나타낸다. 수도권에 속해 있는 시군들과 제주도 그리고 강원도에 위
치한 시군들의 적응능력 지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기와 제주 지역의 적응능력 지수가 다른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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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응 능력 상위 10개 시군 중 6 곳이 제주
와 경기지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전남지역의 남해안과
서해안 지역에 위치한 시군들의 적응능력 지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계측되었다. 전남 목포의 적응능력 지수는 전국 시군 중 가장 낮은
0.22이며, 하위 10개 시군 중 7개가 전남에 위치한 시군으로 나타났다. 이

들 전남 지역 시군의 평균 적응능력은 0.41 미만으로 전체 시군의 평균 적
응능력 지수 값인 0.57의 3분의 2 수준이다.
<그림 6-3> 채소 농가의 시군별 기후변화 대응 적응능력 지수

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176 신기후체제 대응 수단에 대한 수용성 및 적응능력 분석

채소농가의 경우, 앞선 쌀 농가의 경우와는 달리 금융적 자본 지수의 평
균이 다른 자본 지수의 평균보다 높고, 자연적 자본 지수는 상대적으로 낮
은 것으로 계측되었다<표 6-43>. 채소 농가의 자연적 자본 지수가 상대적
으로 낮은 이유는 관개율과 재배적지율이 낮기 때문이다. 채소농가의 낮은
자연적 자본 지수는 재배환경보다는 시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채소 농
가의 입지 선택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지역의 밭관개
비중은 전체 재배면적의 6%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배적지에
서 벗어난 필지 또한 5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기 지역의
채소농가의 자산 크기는 다른 지역의 1.5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농업 비중이 높은 경기도 도시 근교 농업의 특징을 반영된 결과라 생
각된다. 또한 높은 금융적 자본 지수는 수도권 근교 시군들의 높은 농외소
득(경기지역), 시설채소 생산으로 인한 높은 농업가처분소득(경남지역) 그
리고 비교적 낮은 부채 비율과 높은 보험 대상 면적(충북지역)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표 6-43> 다섯 가지 자본들의 시도별 평균과 적응능력 지수(채소 농가)
시도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자연적 자본

물리적 자본

금융적 자본

적응능력 지수

강원

0.848

0.899

0.476

0.752

0.734

0.551

경기

0.872

0.939

0.563

0.794

0.998

0.730

경남

0.929

0.781

0.628

0.679

0.964

0.645

경북

0.934

0.774

0.560

0.673

0.764

0.562

전남

0.856

0.694

0.759

0.621

0.485

0.406

전북

0.745

0.789

0.564

0.559

0.950

0.465

충남

0.849

0.879

0.560

0.663

0.684

0.523

충북

0.766

0.727

0.460

0.677

0.988

0.474

제주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0.863

0.821

0.582

0.691

0.818

0.566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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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4> 여유변수들의 시도별 평균(채소 농가)
시도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자연적 자본

물리적 자본

금융적 자본

강원

0.152

0.101

0.373

0.248

0.266

경기

0.125

0.059

0.291

0.204

0.002

경남

0.071

0.219

0.221

0.321

0.036

경북

0.066

0.213

0.296

0.310

0.225

전남

0.129

0.289

0.121

0.360

0.511

전북

0.255

0.211

0.285

0.441

0.050

충남

0.143

0.121

0.299

0.337

0.296

충북

0.234

0.273

0.389

0.323

0.012

제주

0.000

0.000

0.000

0.000

0.000

자료: 저자 작성.

적응능력 지수가 낮은 시군들의 적응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
으로 물리적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채소농가
들의 여유변수들을 분석한 결과, 강원, 경기, 제주를 제외한 시도의 물리적
자본 여유변수들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계측되었다<표 6-44>. 이는 자
산규모 및 시설화(경기)와 규모화(제주) 측면에서 다른 지역의 생산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물리적 자원 관련 여유변수가
가장 크게 나타난 전남과 전북 지역의 경우, 농가의 연말 자산 가치가 9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지 규모 역시 평균 0.88ha, 1.02ha
로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과 충남지역은 물리적 자본과 더불어 금융적 자본의 확충 역시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쌀 농가와 같이 농가들의 낮은
농가처분가능소득과 농외소득과 연관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전남은 사회
적 자본의 확충 역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사회적 자본 지수와
연관된 여유변수는 0.29로 9개 시도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
지역 채소농가들의 상대적으로 큰 소득불균등도와 적은 채소 관련 생산자
단체 수 그리고 전남지역 시군들의 낮은 재정 자립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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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과수 농가의 시군별 기후변화 대응 적응능력 지수

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6-4>는 과수 농가들의 적응능력 지수의 시군별 분포를 나타낸다.

앞선 두 농가의 분석 방법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지역의 과수 농
가들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농가경제조사에 포함된 강원도지역 과
수농가의 관측치가 강원도 전체의 과수 농가의 경제적 상황을 대표하기에
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과수농가들의 적응능력 지수는 앞선 전체 농가, 쌀 농가 그리
고 채소농가보다 낮은 0.46으로 나타났다<표 6-45>. 이는 과수농가들이 작
목별 적응능력 포락선에서 다른 작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음
을 의미하며, 과수농가들의 적응능력 개선이 더욱 필요함을 나타낸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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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적응능력 포락선에 위치한 제주도와 비교할 경우, 다른 지역의
적응능력 지수는 모두 0.60 미만이며 경기, 특히 전남지역의 적응능력 지
수는 0.44보다 작은 것으로 계측되었다.
자본 중에서는 물리적 자본과 자연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낮게 계측되었
다. 구체적으로 경남과 경기 그리고 제주도 지역을 제외한 시도의 물리적
자본 지수의 값이 0.55 미만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 지역의 평균 물리적
자본 지수는 농가의 낮은 자산 규모로 인해 8개 시도 중 가장 낮은 0.35로
계측되었다. 또한 자연적 자본은 제주도를 제외한 7개 시도 모두 0.60보다
낮게 계측되었다.
경기 지역 과수농가들은 앞선 채소농가와 쌀 농가와는 달리 금융적 자본
지수가 다른 시도들에 비해 낮게 계측되었다. 이는 경기지역 과수농가들이
앞선 유형의 농가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낮은 농외소득과 상대적으로 높
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 6-45> 다섯 가지 자본들의 시도별 평균과 적응능력 지수(과수 농가)
시도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자연적 자본

물리적 자본

금융적 자본

적응능력지수

경기

0.958

0.784

0.479

0.723

0.532

0.435

경남

0.794

0.798

0.466

0.946

0.896

0.559

경북

0.894

0.775

0.566

0.444

0.830

0.467

전남

0.754

0.919

0.526

0.355

0.797

0.436

전북

0.780

0.738

0.453

0.424

0.717

0.302

충남

0.876

0.894

0.505

0.540

0.832

0.539

충북

0.868

0.750

0.444

0.468

0.915

0.442

제주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0.859

0.811

0.501

0.579

0.760

0.460

자료: 저자 작성.

여유변수 분석 결과 과수농가의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서
로 다른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46>. 우선 경남과 제주 그리
고 경기 이외 지역의 경우, 물리적 자본 여유변수의 값이 다른 자본들의
여유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지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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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물리적 자본의 여유변수는 가장 큰 0.645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지역
의 기후변화 대응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적 자본 확충을 목
표로 하는 정책이 효율적임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경기지역의 경우, 금융적 자본의 여유변수는 0.468로 8개 시
도 중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기지역은 과수 농
가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과수농가의 부채 비율 혹은 소득 여
건을 개선시키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
주 지역을 제외한 7개 시도 자연적 자본 여유변수의 값이 매우 크게 계측
되어, 과수농가의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자연적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6> 여유변수들의 시도별 평균(과수 농가)
시도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인적자본
0.042
0.206
0.106
0.246
0.220
0.124
0.132
0.000

사회적 자본
0.216
0.202
0.225
0.081
0.262
0.106
0.250
0.000

자연적 자본
0.521
0.534
0.434
0.474
0.547
0.495
0.556
0.000

물리적 자본
0.277
0.054
0.556
0.645
0.576
0.460
0.532
0.000

금융적 자본
0.468
0.104
0.170
0.203
0.283
0.168
0.085
0.000

자료: 저자 작성.

식량작물 농가의 시군별 적응능력 분포는 <그림 6-5>와 같다. 식량작물
농가 역시 5개 시도(충남, 충북, 제주, 강원, 전북)를 제외한 다른 시도의
경우 농가경제조사의 관측치가 충분치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결
과, 전북지역 시군들의 적응능력 지수는 0.4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충북(0.42)과 충남(0.45)이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 적응능력 지수 기준 하위 10개 시군 중 5개가 전북지역에 속해 있으
며, 적응능력 지수의 크기 역시 0.36 미만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 무주군
의 적응능력 지수는 0.26으로 분석에 포함된 전체 시군 중 가장 낮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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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식량작물 농가의 시군별 기후변화 대응 적응능력 지수

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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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7> 다섯 가지 자본들의 시도별 평균과 적응능력 지수(식량작물 농가)
시도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자연적 자본

물리적 자본

금융적 자본

적응능력지수

강원

0.822

0.889

0.754

0.401

0.957

0.553

전북

0.856

0.763

0.783

0.499

0.704

0.411

충남

0.875

0.892

0.710

0.602

0.606

0.447

충북

0.769

0.730

0.669

0.506

0.926

0.416

제주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0.837

0.832

0.738

0.505

0.803

0.474

자료: 저자 작성.

식량 작물 농가들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연적 자본과 물
리적 자본의 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6-48>. 구체
적으로 제주를 제외한 네 지역의 자연적 자본과 물리적 자본 여유변수는
다른 세 가지 자본의 여유변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적 자본과 물
리적 자본은 생산 여건과 생산에 투입되는 자산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이 두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밭기반정비사업 등을
통한 식량작물의 재배여건 개선과 기계화를 통한 농가의 생산시설 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6-48> 여유변수들의 시도별 평균(식량작물 농가)
시도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자연적 자본

물리적 자본

금융적 자본

강원

0.178

0.111

0.246

0.599

0.043

전북

0.144

0.237

0.217

0.501

0.296

충남

0.125

0.108

0.290

0.398

0.394

충북

0.231

0.270

0.331

0.494

0.074

제주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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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용한 통계청의 농가수준 자료와 행정자료, 농진청
재배적지 자료, 그리고 농림부의 농가경영체 DB 등의 자료를 결합하여 지
역별·품목별 기후변화 대응 적응능력을 평가하였다.
우선, 품목별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쌀의 경우, 재배여건이
불리한 내륙 산간 지역뿐만 아니라 곡창지대라 할 수 있는 호남 평야 지역
의 적응능력 지수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계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북·전남·충남 지역에 위치한 쌀 농가의 금융적 자본이 나머지 지역에 위
치한 쌀 농가의 금융적 자본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
쌀 농가의 기후변화 대응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지
역 쌀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금융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통한 금
융적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충북의 경우,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북 지역의 쌀 농가들의 총 투입노
동시간과 지자체의 부족한 단위 면적당 농업관리 예산과 쌀 농가들에 대한
낮은 공적 부조32가 반영된 결과이다.
경기와 제주 지역을 제외한 채소농가들의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물
리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전남과 전
북의 경우, 농가의 연말자산 가치가 9개 시도 중 가장 낮으며, 경지면적 역
시 다른 시도들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남지역은 물리적 자
본뿐만 아니라 금융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역시 다른 시도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지역 채소농가들의 소득 불안정성과 소득 불균
등도, 그리고 부족한 생산자 단체 등이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남지
역의 적응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주도를 제외한 과수농가의 적응능력 지수는 다른 작물에 비해 상대적

32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최저 한도의 생활수준을 보
장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정적 보호 또는 원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네이버 검색, www.naver.com: 2018.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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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수농가의 경우, 비록 상대적이긴 하나
작목별 적응능력 포락선에 보다 멀리 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과수
농가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서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경남과 제주 그리고 경기를 제외한 시도의
경우, 물리적 자본 확충과 연관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농외소득과 상대적으로 높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가진
경기지역 과수농가들에는 금융적 자본 관련 정책이 적응능력 향상에 효과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농가 유형인 식량 작물 농가들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자연적 자본과 물리적 자본의 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는 식량작물 농가의 낮은 시설 비중과 연도 말 농가자산가치(강
원), 낮은 밭관개 비율(전북, 충청)이 반영된 결과이다. 따라서 식량작물의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밭기반정비 혹은 기계화 사업 등을 통해 식량작
물의 재배여건을 향상시키고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하자면, 경기지역의 쌀과 채소 농가의 경우 금융적 자원이 다른 지
역에 비해 풍부한 반면, 경기지역의 과수농가의 금융적 자원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략은
우선 지역별·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제주도는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적응능력 포락선에 위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제주도 지역 농가들이 농외소득, 연도 말 농가 자
산 가치, 경지면적, 그리고 생산자 단체를 포함한 경제활동 조직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9개 시도 중 농업생산 비
중이 가장 큰 전남지역의 적응능력 지수가 전반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
다. 이는 전남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생산에 투입되는 농가의 자산 규모
를 반영한 물리적 자산, 농가의 소득 수준과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나타내
는 금융적 자본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남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따라서 기후변화
로 인한 농업 부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한

신기후체제 대응 수단에 대한 수용성 및 적응능력 분석

185

적응능력 향상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품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금융적 자본과 물리적
자본이 다른 세 가지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시군별 적응능력 분석 결과, 경기·충북·제
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금융적 자본의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금융적 자본 지수의 지역별 차이가 시군별 적응능력 지수 분포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물리적 자본 지수 역시 대부분의 품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응능력을 효과
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적 자본과 물리적 자본을 향상시키는 방향
으로 정책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재
해보험 개선 등을 통한 농가의 위기관리 능력제고와 스마트 팜 보급을 통
한 농가의 생산 및 소득 안정화가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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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종합

<그림 7-1>은 1차년도 경제적 분석 결과 및 2차년도 경제적 파급영향

분석, 수용성 분석, 적응능력 분석을 종합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결과이다.
신기후체제하에서의 농축산식품부문 기후변화 대응수단의 경제적 효과
를 분석하였다. 감축분야에서는 한계감축비용을 분석하였고 비용 효과적인
감축수단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는데 이는 예산 제약하에서 보다 효율적
인 수단을 먼저 추진하는 근거가 된다.
다음으로 적응분야에서 기후변화가 품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채소류는 최적 중간재 투입량과 농가경영비용에서 취약하고, 곡물류의 경
우 잠재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최적투입재량과 생산관리 비용 또한 감소
하였다. 또 축산의 경우 구조조정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는 품목별 맞춤형 적응정책 추진의 필요
성을 시사한다.
상향식 모형을 이용하여 신기후체제하 기후변화 대응수단의 경제적 파
급효과에 대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였다. 감축수단별 정책목표가 충족되
는 경우에는 GDP가 0.035∼0.04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온
실가스 감축 정책이 경제성장과는 상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온
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할 때는 기술개발 등을 통해 GDP 감소 폭을 완화
사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앙시기 조절이라는 적응수단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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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단수감소의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적응기술 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감축기술과 적응기술 수단
도입에 있어서 상충관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양 정책에 대한
독립적인 추진의 근거가 된다.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완화 및 적응기술의 수용의향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벼 농가는 생산성 하락을 가장 크게 우려하였고, 시설재배 및
축산 농가는 초기 설치비, 경영비 상승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수용력 제고를 위해 품목·기술별로 맞춤형 대응책이 필요함을 시사한
다. 또 로짓 모형을 적용하여 수용의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경영비, 초기
투자비, 소득 및 소득안정화 등이 농가들의 기후변화 대응기술 수용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 적응에 금융적 자본
과 물리적 자본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적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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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분석 내용, 방법, 결과 및 시사점 요약
분석
내용

분석방법 및 결과

시사점

완화
⇒

⇒

경
ㆍ한계감축비용 분석: 비용효과적인 감축수단 도출
제
적
적응
분
ㆍ구조모형 분석: 채소류의 최적 중간재 투입량과 농가 경
석
⇒ 영비용 취약, 곡물류의 잠재생산량, 최적투입재량과 생 ⇒
(1차년도)
산관리 비용 감소, 축산의 구조조정에 따른 부담을 감소
시킬 수 있는 정책 필요
완화
ㆍ상향식
모형:
감축수단별
정책목표가 충족되는 경우
⇒
⇒
GDP: 0.035∼0.046% 감소
파급
영향
분석

품목별 맞춤형
적응정책 추진

기술개발 등을
통해 GDP 감소 폭
완화

⇒

적응기술 개발 및
보급

⇒

양 정책에 대한
독립적인 추진
근거

⇒

완화기술 수용성
제고 방안 도출

⇒

적응기술 수용성
제고방안 도출

적응
적응능력
⇒
⇒
ㆍDEA분석 방법론: 금융적 자본과 물리적 자본이 주요 요인
분석

적응능력 제고:
품목별·지역별
접근이 효과적

⇒

적응
ㆍ상향식 모형: 이앙시기 조절로 피해 완화

예산제약하
효율적인 수단
우선 추진

완화와 적응
⇒

ㆍ상향식 모형: 양 정책의 상충관계 미미
완화

수
용
성
분
석

⇒ ㆍ설문분석: 생산성 하락 우려 요인

ㆍ로짓분석: 경영비, 초기투자비, 소득 및 소득안정화
적응
⇒ ㆍ설문분석: 초기 설치비, 경영비 상승 요인

ㆍ로짓분석: 경영비, 초기투자비, 소득 및 소득안정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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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수립의 기본방향

2.1. 비전과 목표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 부문의 전략 수립은 국가적인 관점에서
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활동계획의 수립
이라 할 수 있다. 농축산식품부문은 신기후체제 대응 비전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기후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농축산식품부문’으로 설
정하였다. 신기후체제에 따른 대응목표는 온실가스 감축분야의 경우 ‘농축
산분야 온실가스 265만 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분야의 경우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한 적응능력 강화’로 설정하였다.
신기후체제에 대응하여 농축산식품분야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농업에서 저탄소농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것은
편리하고 경제성이 있지만 이러한 농업은 결국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지열, 목재펠릿 등 신재생
에너지와 청정에너지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신기후체제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은 농축산식품분
야에서 분명 부담이고 위기이지만 보다 전향적인 사고를 통해 이를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
가 있다. 농업인, 농촌진흥청 기술개발 전문가, 농업관련 산업체가 협력하
여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농기계 개발, 신재생에너지와 청
정에너지원을 이용하는 새로운 난방기기 개발 등을 추진하여 국내 시장에
공급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수출한다면 농업경제 성장의 새로운 모멘
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축산 경영인, 식품업체에서 그러
한 기술을 수용한다면 장기적으로 경영비가 감소하게 되고 생산량도 늘어
나게 될 것이다. 농축산식품 분야가 신기후체제하에서 효과적으로 온실가
스를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시장 기능을 활용하는 시장 중심 감축을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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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배출권거래제하에서 탄소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
케 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제적 유인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는 방법론이 추가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제도를 간소화하여
농축산식품분야에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완화는 그 효과가 당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2030년)와 중장기(2050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신기후체제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이 또한 부각되었다. 특히 농
축산분야는 기후 의존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따
라서 온실가스 감축 위주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기후변화 대
응전략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리스크는 우리 농축산분야에 분명 위기이지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적응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을 한다면
경제성이나 생산성 측면에서 오히려 기존의 관행기술보다 나은 기술을 개
발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적응기술을 개발하여 우리와 비
슷한 기후변화 영향을 받는 국가에 적응 기술을 수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에의 적응은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며 적응의 효과 또한 당장
에 나타나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먼 미래에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신품
종 개발이나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등에 예산을 투입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
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 완화도 적응과 마찬가지로 단기
(2030년)와 중장기(2050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농축산식품부문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적
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 완화 분야의 경우 감축기
술 보급, 경제적·제도적 수단 도입, 교육 및 홍보, 연구개발 등이 요구된다.
또 적응 분야의 경우 연구개발, 경제적·제도적 수단 도입, 농업용수의 개발
및 안정적 공급, 교육 및 홍보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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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전략 수립 기본방향

비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기후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농축산식품부문

⇗
목표

추진전략

핵심
추진과제

⇖

완화

적응

농축산분야 온실가스
265만 톤 감축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한
적응능력 강화

⇑

⇑

완화

적응

ㆍ에너지 다소비농업에서 저탄
소농업 전환
ㆍ위기를 기회로 삼는 전략
ㆍ시장 중심 감축
ㆍ단계적 추진

ㆍ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적응전략
ㆍ위기를 기회로 삼는 전략
ㆍ장기적인 안목의 투자
ㆍ단계적 추진

⇑

⇑

완화

적응

ㆍ감축기술 보급
ㆍ경제적·제도적 수단 도입
ㆍ교육 및 홍보
ㆍ연구개발

ㆍ연구개발
ㆍ경제적·제도적 수단 도입
ㆍ농업용수의 개발 및 안정적
공급
ㆍ교육 및 홍보

자료: 저자 작성.

2.2. 기본방향
신기후체제하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기후변화 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현재의 감축기술을 효과
적으로 보급한다. “2030 로드맵”을 통해서 감축수단 및 감축목표가 설정되
어 있지만 농가단위에서 감축수단을 수용하는 데 제약조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는 정책 추진 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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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이러한 감축수단을 확대시키는 데 있어 경제적 수단으로써 배출
권거래제라는 탄소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방법론을 추가
적으로 개발하고 배출권거래제를 간소화한다. 농가가 탄소시장을 활용하게
되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여함과 동시에 농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셋째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기술 적용의 경제적 혹
은 환경적 편익을 농업인에게 홍보함으로써 수용력을 제고시키고, 감축기
술 적용 방법을 교육한다.
넷째로 새로운 기후변화 완화기술을 개발한다. 신기후체제에서는 감축
목표치가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된다. 따라서 비용 효과적인 감축기술이 새
로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감축기술을 공인받을 수 있도록 측정·보고·검증
(Measurable, Reportable, Verifiable: MRV) 시스템도 갖추어야 한다.

한편 신기후체제하에서 기후변화 적응은 완화 목표처럼 구체적인 수치
로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농가단위에서 회복력 및 적응능력 제고를 지
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적응은 다음과 같이 기본방향을 설정하
였다.
첫째, 기후변화 적응관련 연구개발에 집중한다. 연구개발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농가단위가 아닌 국가단위에서 추
진해야 한다. 농축산분야에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지 못할 경우
에는 식량안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공
급의 불안정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농업인의 적응을 지원하는 이유
이기도 하다. 또 연구개발은 품목·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 여건은 맥락 특이적이기 때문에 품목별, 지역별 위험을 구
분하고 그에 상응하는 적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면서 효율적
일 것이다.
둘째, 기후변화 적응을 경제적·제도적으로 접근한다. 농가단위에서 기후
변화 적응기술을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득이 낮거나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서 실패 위험을 떠안을 수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응기술을 도입하는 농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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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농가가 가지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셋째, 기상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적응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농업용수의 개발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인프라는 농가단위
에서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 단위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넷째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적응기술 적용의 경제적 편
익을 농업인에게 홍보함으로써 농업인 수용력을 제고시키고, 적응기술 적
용 방법을 교육한다.

3. 전략실천을 위한 핵심과제

3.1. 감축분야 핵심과제
3.1.1. 감축 이행로드맵
<표 7-1>은 감축 이행로드맵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완화 수단별로 2030

년과 2050년의 기술 보급 목표를 제시하였고, 경제적·제도적 수단, 교육
및 홍보, 연구개발 등의 목표를 마찬가지로 2030년과 2050년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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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감축 로드맵
완화 수단

기술보급 목표

2030 목표

2050 목표

(논) 간단관개

97%

유지

논물얕게대기

10%

유지

+ 논 면적 감소 수단

쌀 생산조정제도와 연계

+ (경종)무경운/최소경운

방법론 정립(~’25)
시범 사업(’26~’30)

보급확대(’30 이후)

양질조사료 공급

4,085천 톤

공급확대

저메탄사료 공급

적용가능성 낮음

가축분뇨에너지화

32개소

가축분뇨자원화

406개소

지열히트펌프

431ha

유지

목재펠릿보일러

917ha

설치확대

다겹보온커튼

6,650ha

순환식보온수막

1,120ha

보온터널개폐

5,481ha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민간기업 할당량 연계 강화
+ 방법론 지속 개발연구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이후 유상할당량 강화
+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외부방법론 지속 개발연구

목표관리제

중소기업 에너지 컨설팅 강화
+ 중소기업 지원 강화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

친환경농업직불금과 연계·확대 추진

경제적·제도적 수단

환경친화농업과의 연계

사육규모
정책연계

비용저감
기술개발

설치확대
설치확대

유지

사육규모
정책연계

비용저감
기술개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메뉴 포함
친환경농업직불금과 연계·확대
지자체 내 환경농업 담당자의 지속적 확보
+ 기후변화를 환경친화농업의 부분으로 인식하고 지역 특이적 교육
프로그램 확대

교육 및 홍보

환경친화농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연구개발

※ 새로운 기술 및 방법론 연구개발: 방법론 개발에 대한 농가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기업에 비해
영세한 농가 및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의 재정 확보 어려움 등이 애로사항으로 예상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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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보급
가. 비에너지 부문 감축 목표 및 기술 보급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따를 경우 간단관개와 논물얕게
대기 기술을 적용하여 28만 7,000천 톤을 감축해야 한다. 이처럼 논과 관
련한 감축수단 적용은 농업 부문 감축량 확보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간단관개에 대한 농가 수용력을 조사한 결과, 간단관개 효과(생산
성 증가 등)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간단관개 방법이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논 물 관리를 통해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간단관개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농가 수용력
을 제고시키기 위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정책 목표(시나리오1)를 적용할 경우
쌀 재배면적이 기본 시나리오에 비해 7.7% 감소하고, 총 감축량 목표(시나
리오2)를 적용할 경우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 목표를
적용할 경우 논에서의 감축 활동이 쌀 자급률을 낮추어 식량안보 목표와
상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가 감축 목표량을 달성하는 것에는
단순히 감축수단 보급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벼 재배면적 자체를 조절하
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예를 들어 적응수단 도입)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종에서 추가 완화 방법론으로 고려되는 ‘무경운/최소경운’의 경우, 방
법론으로 인정받기 위한 추가 자료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
로 2030년까지는 방법론 정립 및 시범사업을 통한 실증 자료 확보에 중점
을 두고, 이후 장기적으로 국가 농업부문 감축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전
략으로 삼을 수 있다.
축산 부문의 경우 장내발효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기술에는
양질조사료 공급 및 저메탄사료 공급이 해당된다. 양질조사료 보급의 경우
에는 단순한 조사료 공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조사료 기반 확보
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단순히 보급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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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공급량에 제약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국내산 양질조사료
확보에 대한 대책과 함께 보급사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저메탄사료의
경우에는 전문가 협의회에서 기존 로드맵 계획 수립 시 예상한 것보다 실
제 효과는 더 작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므로 향후 비에너지 부문 감축수단에
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따를 경우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를 통해 42만 2,000톤을 감축해야 한다. 한계감축비용을 분석한
결과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은 0.023~0.23천 원(/톤CO2eq), 가축분뇨 자원
화는 74.6~429.5천 원(/톤CO2eq)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의 경우 다소 높게(정
책추진 우선순위에 있어 낮게) 나타났다<표 4-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수단의 감축 잠재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 시
설 보급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화 및 자원화 시설의 설
치는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토양 및 수질 내 양분관리와도 연계되므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에 대한 농가 수
용력을 조사한 결과, 가축분뇨처리 비용이 크다는 점, 퇴·액비 판매가 어려
울 수 있다는 점 등이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를 통해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에너지화
및 자원화 시설 설치 지원 비중을 보다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경종
농가가 이러한 시설에서 만들어진 퇴·액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정책 목표(시나리오1)를 적용할 경우
고도화된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분뇨를 처리하는 사육두수가 78% 증가
하고 일반 처리 사육두수는 36% 감소하는 것이 최적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앞서 살펴본대로 총 감축량 목표(시나리오2)를 적용할 경우 필요한 최
적 보급량을 고려할 때 보급 목표가 다소 높게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
으므로 향후 정책 목표를 재설정할 때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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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너지 부문 감축 목표 및 기술 보급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따를 경우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
해 51만 9,000톤(가축분뇨에너지화 포함), 농업 에너지 절감시설 도입을 통해
127만 1,000톤을 감축해야 한다. 한계감축비용을 분석한 결과, 지열히트펌

프는 -504.0~221.1천 원(/톤CO2eq), 목재펠릿은 -518.1천 원(/톤CO2eq), 다겹
보온커튼은 -290.8천 원(/톤CO2eq), 순환식 수막재배시스템은 -1,949.5천 원
(/톤CO2eq)으로 다른 수단들에 비해서 낮게(정책추진 우선순위에 있어 높게)

나타났다<표 4-1>.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농업 에너지 절감시설 도
입에 대한 농가 수용력을 조사한 결과, 초기 시설 설치비용의 자부담이 크
다는 점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표 6-11>. 따라서 감축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설 설치 지원 비중을 보다 확대시킬 필요가 있
다. 자부담금액에 따른 지열히트펌프 수용률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자부담
금액이 300평당 4,800만 원일 때 수용률은 9.2%이지만 1,600만 원일 때
25.4%로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 비중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표 6-26>. 하지만 자부담금액을 낮추는 것은 곧 정책 비용 소요가 커져서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 수단에 있어서는 비용절감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이러한 비용
절감 기술 개발은 정부 보조금의 축소와 정부 재정 부담 완화의 효과를 가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시설 재
배면적이 정책 목표(시나리오1)를 적용할 경우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이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이유는 정부의 초기 시설 설치 보조
금, 에너지사용 비용 감소 등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경영 성과가 개
선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총 감축량 목표(시나리오2)를 적용할 경
우 지열히트펌프 적용 재배면적은 오히려 소폭 감소하고, 나머지 시설 적
용 재배면적도 조금씩 증가하는 것이 사회 최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
재의 정책 목표는 약간 높게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책 시뮬
레이션 분석결과 및 농가 수용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향후 적정 수준의 보
급 정책 목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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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경제적·제도적 수단 활용방안
가. 농업분야 대상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신기후체제에 대응하여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시한 “제1차 기후
변화대응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중장기 전략으로 ‘시장 중심’의
감축수단을 제시하였다. 시장 중심 감축수단의 대표적인 사례가 배출권거
래제이다.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농축산식품부문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이
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 농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배출권거래제 외부
사업이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설정되면서 현재 배출권거래시장의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실정이며, 이러한 수요는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농업분야에서도 배출량 감축분을 크레디트화하여
거래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농가단
위에서 감축기술을 도입하고 감축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감축의무대상 기업이 저탄소 농업기술 도
입에 따른 소요 비용을 부담하고, 탄소를 감축한 실적을 배출권 확보에 활
용함으로써 기업과 농촌의 상생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2016년 11월 충남지역의 농가와 서부
발전의 상생 협력을 시작으로, 2017년 12월 경남지역의 농가와 남동발전
의 상생 협력을 추진하는 등 농가·기업 상생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단, 온
실가스 감축활동 이전의 배출량(베이스라인) 산정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
고(과거기반 데이터의 부재), 감축효과를 산정하는 MRV 기반이 취약하며,
외부사업 참여자인 농가의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농업
인의 참여 유도가 쉽지는 않은 실정이다. 향후 이러한 제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꾸준히 축적해 갈 필요가 있고 농가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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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품기업 대상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식품기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목표관리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배출권거래제는 불만족하고 있다는 비중이 높
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배출권거래제가 인증을 위한 검증비가 소요되
고 유상할당의 일부를 필요에 따라 구매해야 되어서 생산비가 증가하기 때
문으로 보인다. 또 배출권거래제가 식품기업이 참여하기에는 그 과정이 상
대적으로 복잡하여 많은 시간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식품기업은 의무적으로 온실가
스를 감축해야 하므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추진 방식이 필요하다. 온
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설비 투자가 에너지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생산비
를 감축시킨다면 기업의 에너지당 제품 생산량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따
라서 배출권거래제는 향후 제도 참여에 따른 생산비 증가의 구체적인 원인
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의 간소화를 통해 보
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목표관리제는 추가적으로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국가 예산 제약하에서 목
표관리제에 참여하는 기업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식품산업은 소수의 대기업과 다수의 영세기업이 존재하는 이중구조이며,
타 제조업 대비 영세성이 매우 높은 부문이다. 2015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식품업종으로 등록된 사업장은 총 5만 7,970개이며, 이 중 목표관리
제 관리업체로 지정되어 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164개(0.3%), 할당대상
업체에 속하는 사업장 수는 845개(1.46%), 비관리업체는 5만 6,961개
(98.3%)였다(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부자료 2018c).

또한 식품 산업은 제조비용에서 원가 비율이 높고 부가가치율이 낮다는
특징을 가진다. 식품업종은 제품 특성상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살균, 세척,
건조, 농축 등의 고온 공정이 많아 열 및 스팀 사용 비중이 높고 공조, 공압
등과 같은 유틸리티 분야에서는 전기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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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에는 사업장의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틸리티 시설의
전문적인 기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내 전문 인력이 없을 경우 사소한
정비 부주의나 관리 소홀로 인한 지속적인 에너지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관리업체가 아닌 중소업체의 에너지관
리는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전체 에너지 비
용 정도만을 총무팀에서 관리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33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에너지 진단의무가 없고, 이에 따른 에

너지효율화 지원 및 정보 교류, 교육 등의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식품산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되지 못하는 영세업체의 경우 에너지효율화, 설비효율화 등과 관련
된 제도권 지원이 불가피하며, 전문인력 부족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34
다.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

앞서 제2장에서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지만
2017년 기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는 3,000여 농가로 인증제

도가 안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다른 인증 농산물에 비하여서 출하
물량이 적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만족시킬 만한 규모라고 보기 어렵
다. 그러므로 기존 인증 농가에 대한 판로 확보뿐만 아니라 미래 인증 농
가 확대를 통한 소비자 접근성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생산자 측면에서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참여농가가 증가 추세이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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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14호, 2018. 10. 17., 일부개정)에 따
르면, 석유환산톤(Ton of Oil Equivalent: TOE)이란 “원유 1톤(t)이 갖는 열량으
로 10kcal”를 말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수행한 중소농식품업체 에너지설비 진단 시범사업에
따르면 중소농식품업체를 위한 맞춤형 에너지 절약 방안 제시 및 사업장 내 에
너지 절약 실천에 대한 기초 교육 실시의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된 바 있
다(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부자료 201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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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차별화나 지원 사업 등 직접 혜택에 있어서 농가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
다. 이것은 저탄소 인증을 통해 기후 안전사회, 저탄소사회로 나아가기 위
해서는 농업인의 설득하고, 농업인이 수용할 수 있는 제도 및 법을 마련하
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현재 본 인증제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되
기 때문에 사후관리 시 위반행위에 대한 최대 처분은 인증 취소가 될 수밖
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실질적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중요한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현행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은 GAP 또는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
가에서만 획득이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를 친환
경농축산물 인증제도 또는 농업환경지불금 프로그램과 통합하는 것이 필
요하다. 기후변화도 농업환경 내부의 하나의 주제이므로 기후변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도 일종의 친환경농축산물 육성의 일환으로 이해 가능하다.
단, GAP의 경우에는 농축산물 안전성 확보가 주목적이며 GAP가 농업환
경 보전을 전적으로 목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
도가 안정적으로 확대된다면 GAP 인증은 자격 요건에서 제외하고 친환경
농업 인증만을 자격 요건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친환경농축산물인증제도 안에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에 대한 항
목을 추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직불금을 지불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저탄소
농축산물인증제도는 제도상 위반행위를 단속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
효적 사후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며,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에 준하여서
법적·제도적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라.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농업부문은 타 산업에 비해서 국가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감축 목표가 높지 않으나, 감축사업 수행 여력이 타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크다. 또한 에너지 설비 투자 관점에서도 투자 경쟁력이 비교적 높은
산업에 속한다. 또한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규제 대상이 아니라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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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득 창출이나 농업환경 보전, 지역 상생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시행하
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덧붙여 민간 기업에서도 농업부문 에너지설비
투자나 사회적 투자 측면에서의 윈-윈(win-win) 전략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농가 자생력 제고에 도움을 줄 것
으로 기대된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배출권거래제 외부 방법론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방법론의 개발에 앞서 사전적인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 농업 외부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확보와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상생전략이 필요하다.
자발적 온실가스감축 사업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목표관리제, 저탄소농
축산물인증제도에 비해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도전
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써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서 1차 현장 적용 검증을 거친 뒤, 그 정보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나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
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수의 농가에서 적용 중인 감축기술 중(저탄소
농자재, 토지형질 전환 등) 방법론이 부재한 기술을 대상으로 신규 방법론
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사업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환경친화농업과의 연계

기후변화를 농업환경의 큰 틀에서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체계 구축
을 위한 한 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 저탄
소농축산물 인증 농가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친환경농축산물인증제도와
통합하여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저탄소인증 농가에도
친환경직불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 그 단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데, 앞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논물관리에 대한 저탄소직불
금의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을 본다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사회적 편익
과 농업인의 의사결정을 함께 고려한 수준의 단가 설정이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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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을 받지 않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농가의 경우에는, 2019년 시범사업으로 선보일 예정인 ‘농업환경보전 프로
그램’이 정착된 이후 ‘대기-온실가스 배출 감축’ 분야에 포함하여서 꾸준히
업데이트해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다양한
농업환경 보전 및 개선 활동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맺고 이를 이행하는 것
에 상응하는 농업환경지불금(agri-environmental payment)을 지원하는 프로
그램이다.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와 친환경농축산물인증제도의 통합, 자발적 온
실가스 감축사업과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통합에 있어서는 법적·제도
적 장치를 마련하여서 사업 대상 신청, 사업 대상 선정, 모니터링 및 이행
점검,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3.1.4. 교육 및 홍보
기후변화를 포함한 농업환경 이슈에 대한 농업인의 인지도에는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중소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가 꾸준히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앞서 제6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벼농가가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 감축기술
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생산성 변동이나 단수 감소, 경영비
및 노동력 투입 증가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확신 부족이었다. 그러므
로 농업인의 감축기술의 장·단점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역량 강화의 가장
첫 단계에 위치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경우에 기후변화의 영향과 국가 계획 소개, 정책 수단의 기대 효과
와 같은 완화 정책 관련 컨텐츠와 적응 노력을 통한 농업인 경영 안정성 제
고, 식량자급률 달성과 같은 적응 정책 관련 컨텐츠를 함께 제공해서 농업
인이 적응 편익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농업기술센터나 도농업기술원에 기후변화를 포함한 농업환경 전문가를
담당자로 배치해서 기후변화를 포함한 지역 특이적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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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 및 지도사 역할을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그러나 농업인 유형별
로 기후변화 정보에 접근하는 경로, 감축 기술을 받아들이는 경로가 상이
하므로 교육 채널을 정부 농업기술센터나 도농업기술원 외에도 미디어나
강연 등을 적극 활용하여서 다양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관
련 미디어나 강연 등의 활용을 지역 내 농업기술센터나 도농업기술원에서
담당하도록 설정하고 지원하면 일관성 있는 농업인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또는 에너지절감 사업, 가축분뇨 자원화·에너
지시설 설치와 같이, 기존 중앙정부의 사업이 농가 경영안정성 확보 이외
에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효과가 있음을 사업 수혜자들이 정확하게 인지
하도록 사업을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한 사업 보급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제안한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와 친환경농축산물인증제도의 통
합,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통합이 이루
어진다면, 사업 수혜자가 제도적 지원 및 의무, 사후관리 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지원하는 교육 또한 필요하다.
식품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며 필요
시에는 에너지 관련 전문가를 매칭하여 컨설팅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3.1.5. 연구개발
기후변화는 그 자체로 불확실한 특성을 가지므로, 기후변화 영향 예측,
새로운 기술 개발 및 보급, 감축수단의 효과 예측 및 실제 성과 평가, 기술
별 비용 효과성 및 현장 적용성, 수단별 상충관계와 동반편익 분석 등 다
양한 측면에서 진단, 예측되고 평가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후변화 연구의 경우,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 어려운 과제가 많으
므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단계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해나갈 필요가 있으
며, 연구개발에 대한 인력 및 예산 지원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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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과제로는 첫째로 식량작물에 있어 저탄소농업 기술별 매뉴얼
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식량작물의 저탄소농
업 기술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설재배에 있어
서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 수단의 비용절감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본다면, “2030 로드맵”의 에너지 시설 설치 목표
가 비용 효과적인 수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정
부 보조금 지출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비용절감 기술 개발
을 통한 보조금 축소와 정부 재정 절감은 보급률 증대에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셋째로 축산에 있어 생명공학기술(Bio Technology: BT)을 활용
함으로써 가축 장내발효 메탄 발생을 저감시키는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기후변화 완화와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은 꾸준히 계속되며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현재 비에너지 부문의 방법
론은 논물관리와 축산업 분야 감축기술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된
비에너지 부문 방법론 개발과 MRV 방법론 개발이 중요한 이슈이다. 예를
들어, 배출권거래제 외부방법론의 경우 비에너지 부문 방법론 개발이 미흡
한 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오고 있다. 이것은 농업 경종 및 축산 분야는
MRV의 개발이 어렵다는 특징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서 연구개

발과 시범사업 등을 통한 새로운 방법론의 현장 적용성 검토 및 현장 데이
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3.2. 적응분야 핵심과제
3.2.1. 적응 이행로드맵
적응 로드맵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목표에 대한 정
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관계부처 합동
으로 작성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서는 “효율적 기후변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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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농업부문 관련 목표
로는 “농업용수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기후변
화에 안정적인 식량 생산 및 수급체계 구축”으로 제시하였다.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기후변환 중장기 적응대책 수립 계획(안)”에

서는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 계획 설립을 위한 연구 방향을 “기후변화로 인
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감소)하고, 기회요인은 농업인 소득으로 연계·발전
하는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처”로 설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관계부처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
축산식품부문 적응 정책의 목표를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한 적응능력 강화”로 설정했다. 온실가스 감축과는 달리 기후변화 적응
은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공공재 혹은 공유
재 성격을 가지고 있는 농업자원 혹은 농업생산에 투입되는 환경자원에 대
해서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농업생산과 농가경영과
연관된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관리 도구, 정보 제공, R&D 등과 같
은 정책 추진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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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적응 로드맵
적응 수단

2030 목표
∙ 벼 신품종 개발
∙ 채소류 생산비 감축기술 개발
신품종 및 생산기술 개발
∙ 곡물류(잡곡류 제외) 생산함수의 내
성 증가 관련 품종개량
∙ 벼 이앙시기 조절
연구개발
∙ 기후변화 영향평가 확대
∙ 기후변화 적응수단의 경제적 평가
영향분석연구
∙ 적응능력 분석
∙ 맞춤형 농업 기상 관측 정보
적응 관련 정보 생성 및 관리 ∙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능력 개선
∙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적응기술 수용에 대한 재정적 ∙ ICT 융합기술 보급 지원
경제적·제도적
∙ 작목 전환 지원
지원
수단
∙ 농업재해보험제도 확대
농업재해보험 확대
∙ 농업용수 개발
농업용수의 개발 및 안정적 공급
∙ 농업기반시설의 현대화
∙ 대응수단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교육 및 홍보
∙ 대응수단 수용력 제고를 위한 농가
컨설팅
자료: 저자 작성.

2050 목표
∙ 벼 신품종 보급
∙ 채소류 생산비 감축기술 보급
∙ 곡물류(잡곡류 제외) 신품종 보급
∙ 기후변화 영향평가 확대
∙ 기후변화 적응수단의 경제적 평가 확대
∙ 빅데이터(기상, 토양, 환경, 병해충,
농사정보 등) 구축 및 활용
∙ ICT 융합기술 보급 지원 확대
∙ 작목전환 지원 확대
∙ 농업재해보험제도 활성화
∙ 농업용수관리 자동화 구축
∙ 교육 및 홍보 확대
∙ 컨설팅 확대

3.2.2. 연구 개발
가. 신품종 및 생산기술 개발

앞서 제4장에서 제시한 기후변화의 영향 및 적응수단의 경제적 분석 결
과는 기후변화가 작목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로가 작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구체적으로 근채류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 잠
재생산량과 생산함수의 내성이 증가하여 기후변화가 생산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근채류의 생산비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최적투입재량이 동시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채류나 엽채류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최적 중간재 투입량 혹은 생산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잡곡류를 제외한 곡물류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 잠재
생산량은 감소하는 대신 최적투입재량과 생산관리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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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이상민 외 2017). 마지막으로 쌀의 경우,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
라 잠재적인 수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기후변화가
각 작목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로를 고려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구체적
으로 쌀의 경우 잠재수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곡물류(잡곡류 제외)의 경
우에는 잠재생산량과 생산함수의 내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품종 개발이 중
요한 과제이다. 예를 들어 쌀은 기후 및 토양 조건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내재해성, 고온 등숙성이 높은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김창길 외 2009).35 생산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채소류는 품종 개발보

다는 생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혹은 지원이 더욱 효율적이다. 생산비 감
축을 위해 노동력을 절감하는 농기계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난방기 혹
은 에너지 절감시설 등을 개발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ICT 융합기술 개발도 생산비 감축에 유용한 방법이다.
<표 7-3> 기후변화 적응 인벤토리의 적용 가능성
기술
기후변화 적응품종 및
신작물 개발

생산기술 개발

세부기술

2030

2050

적용가능성

적용가능성

변화한 기후에 적합한 품종, 작목으로 전환

○

○

온도, 자연재해 등에 강한 품종 개발

○

○

시비, 파종기와 수확기 조정 등의 재배기술 개발

△

△

새로운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 향상

△

△

잡초 방제 기술 개발

△

△

가축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

△

축산물 품질저하 최소화 기술 개발

△

△

주: 적응 인벤토리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전문가 조사 결과, 1인 이상이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 △, 2인
이상이 ‘가능’ 또는 ‘매우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 ○으로 표시함.
자료: 저자 작성.

35

품종 개발은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실천 전략 개발에 대한 전문가 평가에서
우선순위 1위로 분석되었으며, 기후스마트농업 활성화 정책 우선순위 분석에서도
1위로 분석될 만큼 중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창길 외 2009; 정학균 외
20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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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게 2030년과 2050년 기후변화 적응 인벤토리의 적용 가능성에
관해 설문한 결과, 기후변화 적응품종 및 신작물은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파종 및 수확시기 조절 등의 재배기술 개발, 새로운
재배적지의 조정 등의 기술 개발, 새로운 병해충·잡초 방제 기술 개발, 가
축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축산물 품질저하 최소화 기술 개발과 같은 기
후변화 대응 생산기술 개발 가능성은 보통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7-5>.
하지만 기후변화 적응품종 및 신작물 개발만으로는 작목에 따라 달라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록 단기간에 연
구개발이 다소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 생산기술일지라도 효과적인 기후변
화 적응을 위해서라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기후변화 및 적응수단에 대한 영향 분석 연구

현재까지 농업부문 기후변화 및 적응수단에 대한 영향 분석은 매우 단편
적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김창길 외(2015)는 기후변화 적응수단들 각
각에 대한 영향 분석만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자연현상이므로 단편적인 영향 분석만으로는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충분한 함의를 끌어낼 수 없다. 또한 과학적 증거가
바뀜에 따라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영향 분석은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로
드맵을 설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Jones et al.(2014)을 비롯한 많은 연구에서 기후변화 정책과 의사
결정을 위한 틀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초기단계인 취약성 분석만
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 역시 자료의 제약 등으로 인해 농축산부문
전체를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정책 혹은 의
사결정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기후변화 관련 분석틀(framework)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Ellis(2000)가 제시
한 농촌 생계 틀(Rural Livelihood Framework)을 바탕으로 적응능력을 계
측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농촌 생계 틀 역시 정책 대상자와 목표에 따라 새로운 분석틀로 대체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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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이러한 분석틀은 기후변화 정책의 구체적인 디자인과 평가 혹은
적응정책 로드맵 구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분석틀은
정부 정책의 목표가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분석틀에 사용된 정보는
기후변화 정책을 설정하는 데에 주요 변수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정책
목표가 반영된 분석틀 개발은 정책의 평가와 기후변화의 영향을 평가하는
데에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 적응 관련 정보 생성 및 관리 연구

농가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농가
들에게 적응 관련 정보를 적절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에는 기
후변화 영향 분석 정보, 적응수단에 대한 영향 분석 정보, 토양 정보, 기상
및 기후정보, 병해충 정보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현재 적응 관련 기술 정
보에 대한 접근은 매우 제한적이며, 축산 부문을 포함한 몇몇 부문에서는
아직 적응수단에 대한 영향 분석조차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적응 관련 정보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생성된 정보와 기후변화 관
련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이해당
사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방식 또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기상여건 변화, 재배여건, 생산방식 등 작물의 생산성에 영향
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결합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하
나의 방법일 수 있다. 예를 들어, EU의 자원관리 프로젝트 중의 하나인
SIM4NEXUS에서는 이해당사자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Serious game이라는 툴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또한 적응관련 정보
제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응정보에 관한 정교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앞서 이야기한 SIM4NEXUS 역시 컨설팅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SIM4NEXUS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SIM4NEXUS에서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이해당사자 간의 대립이 생기
거나 그럴 여지가 있는 경우 전문가를 통해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협
상에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시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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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조기경보시스템 등의 일방적인 정보 제공도 필요하지만 적응 정책이
농가 수용성을 높이고 기후변화와 그에 대한 적응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
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적응 관련 정보 제공 및 체계적 관리는 국가 적응정책 설정에 필요한 정
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정책의 질(Quality)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온실가
스 감축과는 달리 적응은 불확실성이 높은 기후변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
며,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축적됨에 따라 그에 근거한 적응 정
책 역시 지속적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5년마다 그동안 새
로이 쌓인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응 관련 전략을 수정한다. 우리나라
역시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제40조에 의해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정할 때에 체

계적으로 생성, 관리된 적응 정보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2.3. 경제적·제도적 수단 활용방안
가. 적응기술 수용 및 개발에 대한 재정적 지원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후변화 적응은 맥락 특이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 적응 기술 역시 지역별·품목별, 더 나아가서는 마을
단위로도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정
부를 통한 하향식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상향식의 기술 개발 혹은 영농방식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적정 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을 통해 효
율적인 지역 혹은 마을 단위 적응이 가능할 수 있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현장의 기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술 수요에 맞는 연
구 과제를 발굴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맥락 특이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역별 혹은 품목별 기후변화 적응 아이템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대응 열대·아열대 작목도입, 작목
전환, 마을 혹은 지역단위 축사 관리 매뉴얼 개발, 물 관리 방안 등은 농촌진
흥청에서 진행하기보다는 민간을 통해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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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적정기술의 개발과 수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농가의 적응능력 분석 결과, 대부분의 지역과 품
목에서 물리적 자본과 금융적 자본이 적응능력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농업생산에 투입되는 자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부채 비율을 높이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증가시키고 이는 농가의 금융
에 대한 접근도를 떨어뜨린다. 결국 이러한 금융에 대한 접근도 감소는 적
응능력의 중요한 요소인 금융적 자본을 감소시킨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시설재배 농가는 적응기술
도입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초기시설비용을 들었다.
나. 농업재해보험 확대

적응능력 분석 결과, 대다수의 지역에서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농업인의
금융적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기후가 빈번해지고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의 불확실성 증가는 재해보험의 요율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재해보험에 가입률을 증가시
킬 수 있으나, 위험 증가로 인해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늘리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적응 유인을 줄일 수 있다. 즉, 보조금 지급은 농가들의 역선택을
통해 재해보험 가입률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보험이 가입된 품목의 재배
면적을 늘리거나 재배여건과 맞지 않는 품목을 재배할 유인도 제공한다
(Goodwin et al. 2004; Claassen et al. 2016). 따라서 농가의 부담과 적응

유인을 해치지 않는 보험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재해보험과 농업생산 탄력성(resilience) 제고를 위한 정책을 연계시
킬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재해보험에 대한 반대급부로 영농방식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쌀 생산자의 보험금 보조에
대한 조건으로 재배시기 조정을 제시할 수 있다. 혹은 기후변화 적응과는
관계가 없지만 미국과 같이 영농방식의 가이드 라인을 벗어나 발생하는 손
실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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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농업용수의 개발 및 안정적 공급
신기후체제에 대응하여 수립한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보면
(4-3)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에서 (4) 안정적인 용수이용 및 식량관리가

포함되어 있다. “세부 이행계획”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수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다.
작물 생산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상향식 모형 분석 결과, 작기 이동은 농업생산량을 증가시킬 뿐
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최근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겨울 가뭄 혹은 봄 가뭄은 작기 이동을 통
한 적응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적응능력 분석 결과, 식량 작물
의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자연적 자본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자연적 자본은 농업생산에 투입되는 농업자원을 뜻하는 것으로서 농업생
산기반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현재 정부의 용수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재해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것으로 평가된다(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017).
현재 수리시설을 활용한 용수 공급 가능 논은 80.8%이고, 수리안전답률36
은 60.5%로 나타났다. 하지만 논 중심의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해 기후
변화 혹은 기상이변에 대한 밭의 취약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37 임영아 외
(2017)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농업 수리시설의 60% 이상이 30년 이상 되

었으며, 72%가 수혜면적이 10ha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리시
설의 노후화와 영세화는 기상재해에 대한 대응 능력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 또한, 이상기상에 의한 재해의 강도가 커지고 있으므로 생산기반을
전반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38 따라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36
37

38

10년 빈도 가뭄에도 용수 공급이 가능한 논을 말한다.
2015년 밭용수 행정 조사에 따르면 관개가 가능한 밭은 전채 밭 면적의 18.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하지 않았던 “매우 심함” 수준의 가뭄은
2012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가뭄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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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우선 수리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논의
경우에는 노후화되고 영세화된 수리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관개 면적
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밭의 경우에는 용수 부족을 겪는 채소 주산지를 중
심으로 용수공급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관리
를 위해 밭 작물 관개에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농업용수 배분을 통한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
가 필요하다. 식생활 변화에 따른 곡물 소비 감소와 채소와 육류 소비 증
가로 인해 농업용수가 농번기가 아닌 다른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농촌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인해 농업용수의 비농업적 수요가
증가하였다. 농업생산 구조 변화와 농업용수에 대한 비농업적 수요 증가는
농업용수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며, 안정적인 농업
용수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임영아 외 2017).

3.2.5. 교육 및 홍보
이앙시기 조절과 신품종 도입은 쌀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설문조사 분석 결과, 벼 이앙시기 조절과 신품종 도입 의향이 없는
이유로 ‘수량 감소’가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또한, 쌀 농가는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혹은 기후변화 적응 기술 도입할 경우 기술 도입 이전
에 비해 노동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수용성 분석 결과, 영농경력이 짧을수록 이앙시기 조절이라는 새
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응기술에 대한
불확실성 혹은 적응기술을 도입하는 데 드는 정보 비용이 영농경력이 많을
수록 커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농가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경우,
농업부문의 적응 기술 도입에 매우 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적응 기술 도입에 대한 농가들의 불확실성과 정보 비용을 줄이고, 농가
수 또한 2015년 연간 18.4일까지 증가하였다(채광석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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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와 교육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적응 기술과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교육
및 홍보는 기후변화 정보 획득 경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던 TV 교
양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응 기술이나 기상
정보 활용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은 기후 변화 정보 획득 경로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
이다. 특히, ICT와 같이 적응 기술을 도입하고 생산에 활용하는 데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경우에는 농가 컨설팅을 추진하여 보다 적극
적으로 농가의 불확실성과 정보 비용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적응 기술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급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
법일 수 있다.

3.2.6. 적응 기술의 해외 보급
<표 2-14>에서 보았듯이 “제2차 적응대책 세부계획”은 ‘해외 농업자원

개발 및 지원 체계 내실화 추진’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해외 실적 확보와 더불어서 국내에서 연구·개발된 농업 적응 기술을
해외로 보급,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현재 국제개발협력이 진행 중인 국가 중 벼농사의 비중이 높은 라오스
비옌티옌 주 농가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의사를 조사함으로써
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해외 보급 가능성에 대한 단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비옌티옌 주 천수답 농가 100가구를 대상으로 2018년 10월 6~10일 사이
현지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사는 서울시와 라오스 농림부 산하 등록
민간단체인 밀크포라오(Milkforlao)에서 담당하였다.
조사 결과, 100농가 중 92농가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들어본 경험이 있
으며, 97농가는 기후변화가 해당 농가의 벼농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
였다.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농가 중 응답을 하지 않거나 중복 응답한 6
개 농가를 제외한 91개 농가 중 18농가가 기후변화가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20%)’, 49농가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54%)’고 응답하여서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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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농가가 기후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서 APEC 기후센터에서 추정한 단수 추정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관련 적응 기술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에 대해 질문하였다. 제시된
수치는 APEC 기후센터 내부자료로, 라오스 비옌티옌 주 지역의 벼 생산
농가의 단수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 기술의 효과에 대한 추정 결과
치다.
- 1990~1999년 평균 벼의 단수: 4,192kg/ha
- RCP8.5 시나리오하 2040~2049년 평균 벼의 단수: 4,117kg/ha(75kg/ha

감소)
- 적응기술1: 자동관개 설치 → 단수 59kg/ha(1.4%) 증가
- 적응기술2: 질소비료 투입 2배 → 단수 734kg/ha(15.1%) 증가
- 적응기술3: 질소비료 투입 3배 → 단수 758kg/ha(15.6%) 증가
- 적응기술4: 10일 빠르게 파종 → 단수 6kg/ha(0.1%) 증가
- 적응기술5: 10일 느리게 파종 → 단수 68kg/ha(1.6%) 증가
100농가 중, 적응기술 1~5를 적용하고 싶은 농가는 각각 48농가, 34농

가, 5농가, 16농가, 15농가로 자동관개와 질소비료 투입을 2배로 늘리는 기
술을 상대적으로 선호하였다. 그리고 각 적응기술에 대하여서 시설 설치
및 적응 기술 교육에 대한 희망 세금 지불의사금액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기술 적용을 원하는 농가만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각 3만
2,890원, 11만 4,902원, 11만 6,380원, 13만 39원, 11만 903원39으로 나타났

다. 단수 증가에 대해서 단위당 지불의사금액으로 환산하면 1kg/ha 단수
증가에 대해서 각 557원, 157원, 154원, 2,173원, 175원의 평균 지불의사금
액을 보였다.
파종시기 조절에 대해서는 지불의사금액을 0원으로 응답한 경우도 존재
하는 것에 비하여서 자동관개 설치와 질소비료 투입 증가에 대해서는 모두
0원보다 큰 지불의사금액을 응답하였다. 이것은 인프라 설치나 투입재 구
39

2018년 11월 20일 환율 1LAK=0.13225KRW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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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비용이 소요되는 적응기술1, 2, 3에 비하여서 파종시기에 대한 기술
교육은 정부의 역할로 이해하는 농업인의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라오스 천수답 농가 설문조사 결과를 본다면, 해외 개발도상국에서도 기
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인식하고 있고 본인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응
기술 도입을 원하는 농업인이 상당수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
한 해외 수요를 파악하고 국내 적응 농업기술 중 보급 및 전파가 가능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해당 국가 농업인의 지불의사금액과 실제 지
원 가능한 해외지원 예산 및 해당 국가의 농업 예산을 가늠하여서 현실성
있는 적응 정책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또
한 신기후체제 이후 국가 간 협력이 강조되는 추세를 본다면 이러한 국제
협력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요약 및 결론

기후변화의 영향은 현재 거의 전 부문에 걸쳐 있으며, 그 파급영향이 점
차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이슈가 되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11월에 신기후체제를 출범시켰다. 신기후체제는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알려진 온실가스를 감축시킴으로써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려는 노
력과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기후변화에 적응하
려는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신기후체제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2016년 12월에 제시하였다(이상

민 외 2017). 기본계획과 기본 로드맵에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농축산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비에너지와 에너지
를 합하여 265만 톤으로 설정되었다. 또 적응목표는 ‘농업용수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기후변화에 안정적인 식량 생산
및 수급체계 구축’으로 제시되었다.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용 효과
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수단들을 선정하여 목표지향적인 방법으로 적용
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신기후체제하에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농축산식품부문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년 과제로 추진되었으며, 1차년도인 2017년에는 기후변화
대응수단의 인벤토리(Inventory)를 구축하고 실증자료를 활용하여 수단별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식품산업의 경우 사업체 단위 감축능력 파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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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으로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한 한계감축비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
년도인 2018년에는 적용 가능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을 이용하여
농축산식품분야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대응수단에 대한
농가 수용력, 기후변화 적응능력 등을 분석하고 신기후체제에 대응한 전략
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후변화 완화 수단에 대해 실증자료를 기초로 한계감축비용을 분
석한 결과, 순환식 수막재배시스템(-1,949.5천 원), 무경운(-527.0~0천 원),
목재펠릿 난방장치(-518.1천 원), 지열히트펌프(-504.0~221.1천 원), 다겹보
온커튼(-290.8천 원),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94.7천 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무경운을 제외하고는 에너지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의 한계감
축비용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한계감축비용이 낮음에도 불구
하고 초기의 높은 투자비용 때문에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 축산 분야의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기술은 감축잠재량은 크지만 설치비가 높아 한계감축비용이 높게 나타났
다. 따라서 가축분뇨 처리 기술을 통해 감축 목표를 달성코자 한다면 비용
감소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가 품목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쌀의 경우 기후변화로 잠재수량이 감소하고, 채소류는 최적 중간재 투입량
과 농가경영비용이 취약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곡물류의 경우 잠재생산량
이 감소하고, 최적투입재량과 생산관리 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개발 정책 수립에 있어서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주어야 함을 시
사한다.
셋째, 기후변화로 인해 무창축사의 비중이 높은 육계와 양계 그리고 양
돈의 사육규모가 증가한 반면, 한·육우와 낙농의 사육두수는 감소하는 것
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한·육우 농가와 낙농가가 육계, 양계, 양돈 농가에
비해 기후변화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축종 전환이나 적응을 위
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상향식 모형을 이용하여 신기후체제하 기후변화 대응수단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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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파급효과에 대해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감축수단별 정책목표가 충족되
는 경우 GDP가 0.035∼0.04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경제성장과는 상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할 때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GDP 감소를 완화시키는 노
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또 감축기술과 적응기술 수단 도입에 있어서 상충
관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양 정책에 대한 독립적인 추진의
근거가 된다.
다섯째, 농가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기술의 수용의향을 조사
한 결과, 벼 농가의 경우 기술 도입 시 생산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요소였으나 시설재배 및 축산 농가는 초기 설치비, 가축분뇨처리비용, 경
영비 상승 등 비용 측면의 요소가 수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향후 기후변화 대응 기술의 수용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도입방법 및 인식 제고 관련 교육 실시,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여섯째,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기술의 수용의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경
영비, 초기 투자비, 소득 및 소득안정화 등이 농가들의 기후변화 대응기술
수용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 컨설팅과 대응기술
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도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적응기술뿐만 아니라 완화기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기술별
로, 품목류별로 기후변화 대응기술 수용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이 다르게 나타났다.
일곱째, 에너지·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 설문조사 결과, 두
제도 모두 단위 에너지당 제품 생산량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향후
개선과제로 에너지·목표관리제는 추가적인 금전적 지원을, 배출권거래제는
제도 간소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두 제도 모두 폐열회수설비, 고
효율 인증기자재, 인버터 설치를 향후 추가적으로 도입할 수단으로 제시하
였다.
여덟째, 지역별·품목별 기후변화 대응 적응능력을 평가한 결과, 쌀의 경
우 경북·전남·충남 지역의 적응능력 지수가 낮게 계측되었는데 이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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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쌀 농가의 금융적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채소의 경우 경기와 제
주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물리적 자본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과수의 경우도 경남·제주·경기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물리적 자본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작물이 주로 재배되는 강원, 전북, 충청 지역
의 경우 자연적 자본 혹은 물리적 자본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적응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별·품목별 접근이 중요하며, 물리적 자본의
개선(예를 들어 ICT융복합 기술보급 지원)과 금융적 자본의 개선(예를 들
어 농업재해보험 확대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홉째,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의 전략 수립에 있어 국가적
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기후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농축산식품부문’으로 비전을 설정하였다. 또 감축분야 목표는 ‘농축산분야
265만 톤 감축’으로, 적응분야 목표는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한 적응능력

강화’로 설정되었다. 또한, 완화분야 추진전략으로는 에너지 다소비농업에
서 저탄소농업으로의 전환,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전략, 시장 중심 감축 등을
제시했고, 적응분야 추진전략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적응전
략,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전략,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 등을 제시했다.
열 번째, 신기후체제 대응전략 실천을 위한 핵심과제로 완화분야에서는
감축목표 및 기술 보급, 경제적·제도적 수단, 교육 및 홍보, 연구개발 등을
제시했고, 적응분야에서는 연구개발, 경제적·제도적 수단, 농업용수의 개발
및 안정적 공급, 교육 및 홍보, 적응기술의 해외 보급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신기후체제하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감축 기술 수용력을 제고시키려 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
하기 위해서는 농가에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지우는 접근
보다는 감축 기술 도입에 따른 소득 변화 및 안정화를 꾀하는 접근이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응기술 수용력을 제고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때
품목류별, 기술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에 대한 정책 시뮬레이션 분
석을 시도하였지만, 자료의 제약으로 다양한 수단을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또한 동일한 수단에 대한 자연과학적 연구 결과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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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어, 향후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수단 적용의 생산비 변화와 온실
가스 감축량 혹은 생산성 변화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연구가 보다 정밀하게
추진된다면 더 많은 수단을 포함시켜 보다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분석을 추
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가 하면 생산자 반응 분석을 위해 주
요 기술에 대해 제한적인 표본 수를 가지고 기후변화 대응기술 수용의향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생산자 반응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모든 기술에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향후 보다 많은 표본을 이용하여 대응기술
별 수용의향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부록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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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1

기존 국가 기후변화 대응수단과 추가 가능한 수단 목록

<부표 1-1> 기존 국가 기후변화 대응수단과 추가 가능한 수단 목록
구분

기후변화 대응 수단

경종

비고

논물관리-간단관개

2030 로드맵

논물관리-논물얕게대기

2030 로드맵

무경운/최소경운
윤작을 통한 토양 내 유기탄소 저장
사료작물 초지 조성을 통한 경축 순환

완화

시설

지열히트펌프 설치

2030 로드맵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2030 로드맵

다겹보온커튼 설치

2030 로드맵

순환식보온수막

2030 로드맵

보온터널개폐장치 설치

2030 로드맵

폐열 재이용 난방
열회수환기장치
온풍난방기배기열회수장치

축산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설치

2030 로드맵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설치

2030 로드맵

양질조사료 공급

2030 로드맵

저메탄사료 공급

2030 로드맵

사료작물 초지 조성을 통한 경축 순환
작물 시비·재배시기 조정
신품종 도입
경종

작목 전환
이상기상 조기경보시스템 보급

적응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
축산

냉난방 기술 및 환경제어 기술 보급
기상재해 모니터링 및 DB 구축

공통

적응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병해충 예찰시스템 구축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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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2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 입력자료 예시

<부표 2-1> 정책 시나리오 분석 자료 입력 예시(논 간단관개)
감축(적응) 기술

간단관개

대상품목

논벼

감축기술 내용

벼 생육기간 중 1회(이앙 후 30일부터 10일간) 또는 2회(이앙 후 30일부터
10일간과 이삭 패기 전 35일 전부터 10일간) 이상 논의 물을 배수하여 논바
닥에서 실금이 보일 때까지 논을 말리는 방법임. 상시담수 대비 약 40%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발생.

현재 보급률

87.30%

단위생산(토지면적, 생산량, 사육두수 등)당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보급률

97%

○ 실제 계산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7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
pp. 233-234 계수를 활용해서 계산해야 함, 중간낙수 1-2주 계수 적용.
○ 박우균 외(2016: 24) 재인용, 상시담수 대비 43.8% 감축효과; p. 34
인용, 1.18톤/ha

기존 생산기술 대비 비용증가분

○ 용수절감: 1.06톤/ha(박우균 외 2016: 34)
○ 고정비용증가: 48,800원/10a(박우균 외 2016: 35)
○ 가변비용증가: 94,999원/10a(박우균 외 2016: 35)

기존 생산기술 대비 생산성 증가율

0.2톤/ha(박우균 외 2016: 34)

관련 참고자료

박우균 외(2016)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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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 정책 시나리오 분석 자료 입력 예시(재배기간 변경)
감축(적응) 기술

재배기간 변경

대상품목

쌀, 보리 및 기타 식량 작물

감축기술 내용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과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재배시기를 변경함.

현재 보급률

해당사항 없음

목표보급률

해당사항 없음

단위생산(토지면적, 생산량,
사육두수 등)당 온실가스

해당사항 없음

감축량
기존생산기술
대비 비용증가분

기존 생산기술 대비
생산성 증가율

관련 참고자료
자료: 저자 작성.

해당사항 없음
벼 생육모델(ORYZA2000)을 바탕으로 할 경우, 기온과 이산화탄소 농도변화로 인해 쌀 잠재
생산량은 1971~2000년 대비 2010~2040년에는 6.4%, 2041~2070년에는 11.8%, 2071~
2100년에는 15.0% 감소함. 하지만 재배기간을 변경하였을 경우, 잠재생산량은 오히려 각각
8.1%, 12.3%, 14.9%씩 증가함.
보리 생육모델(CERES-Barley)를 이용할 경우, 보리의 잠재생산성은 기준연도(1971~2000
년) 대비 각각 13.5%(2010~2040년), 22%(2041~2070년), 20%(2071~2100년)씩 증가
함. 재배시기 변경 시 보리의 잠재생장률은 16%(2010~2040년), 33%(2041~2070년),
40%(2071~2100년)씩 증가함.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 201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변화가 식량공급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20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술

세부기술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논, 밭
시설
모두
벼
벼
벼
밭
논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적용가능품목
(톤CO2eq/10a/년)
0.16~0.48
0.1365
0.1313
0.0458~0.73
?
0.037~0.3447
1.376
?
0.118~0.294
0.26
0.19~0.25
0.288
0.292
0.06~0.215
0.164
0.038
?
?

감축량

무암거
조생종
미변경
봄경운
비순환농법
비윤작

관행비료
요소비료
전층시비
화학비료
화학비료
일반경운
비순환식수경재배
비조성
상시담수
상시담수
이앙재배

관행기술

<부표 3-1> 경종부문 온실가스 감축수단 인벤토리의 적용 가능성

최적비료 사용
완효성 비료
표층시비
비료 및
녹비(풋거름)작물
화학비료의 유기물 대체
작물·토양보호제
무경운·최소경운
순환식수경재배(폐양액 재활용)
사료작물 초지 조성을 통한 경축순환
간단관계
비에너지
논물 얕게 대기
물관리
휴립건답직파재배
관개 개선
암거배수
조·중생종 품종 조정
재배시기 변겅
재배시스템
가을 경운
조정
경축순환농법 활용
윤작 시행을 통한 토양 내 유기탄소 저장

구분

록 3

○
가능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
×
○
×
○
○
×
×

경제성분석

기후변화 완화/적응 인벤토리 적용가능성 조사결과

부

2050

적용가능성
적용가능성
○
○
○
○
△
△
△(밭), ×(논) △(밭), ×(논)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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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성
증가

신재생에너지

기술

시설

순환식수막재배
시스템

발전온배수난방시스템

폐열 재이용 난방

시설
0.348

3.618

6.635~8.8

(톤CO2eq/10a/년)

온풍난방기

화석연료
난방
화석연료
난방

관행기술

?

×
○
가능
가능
○
가능
가능
×
×
또는

가능

가능

가능

○

●

×

●

●

적용가능성

2030

(계속)

●

×

●

●

적용가능성

2050

이미 적용되는 기술이므로
미래 확장성은 희박
△
△
○
○
○
●
○
●
△
○
△
○
△
△
△
△
△
○
‘매우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

경제성분석

화석연료
난방
화석연료
147.5
난방
0.197
미설치
5.6
미설치
20.848
미설치
7.696
미설치
1.71~9.25
미설치
?
미설치
8.63
미설치
?
미이용
?
비보급
이상이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 △, 2인 이상이 ‘가능’

시설

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난방장치

적용가능품목

세부기술

온실빗물재활용 기술
시설
LED활용(예: 잎들깨)
시설
열회수환기장치
시설
온풍난방기배기열 회수장치
시설
다겹보온커튼
시설
보온터널자동개폐장치
시설
일사량 감응 전자동 변온관리 시스템
시설
축열 물주머니 이용 보온장치
시설
온도, 관수, 농기계 운영 매뉴얼 보급
모두
주: 1인 이상이 ‘불가능’ 또는 ‘매우 불가능’으로 응답한 경우 ×, 1인
○, 2인 이상이 ‘매우 가능’으로 응답한 경우 ●로 표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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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감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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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너지

관행기술

무송풍
(단순퇴적)
무송풍
(단순퇴적)
무폭기
미투입

55.93kg/m2
60.5kg/m2
145.468~466.24 g/m2/일
(액비저장조)
?
?
?

첨가제 투입
반추위 미생물·사료조절
양질의 조사료 급여

장내발효 개선
?
?

메탄 발생량이 적은 개체 또는 단기간
성장이 가능한 품종 선발육종

생산성 향상을 통한 가축의 사료 소비량
감소

가축분뇨(돈분뇨) 액비화 처리방법: 폭기처리

교반

자연 송풍

생산성 유지

비육종

비급여

미투입

무송풍
(단순퇴적)

69.46kg/m2

가축분뇨(돈분뇨)
퇴비화 처리방법:
송풍 및 교반 시설

가능

가축분뇨 적치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돈분뇨)
강제 송풍

가능

가축분뇨 적치

?
0.0792
톤CO2eq/두/년

가축분뇨 퇴·액비화

×

×

×

×

×

가능

가능

가능

가능

○

가축분뇨 적치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가능

가축분뇨 적치

?

×

경제성 분석

0.0849
톤CO2eq/두/년

비순환농법

가축분뇨 보관 및 처리방법 개선

?

감축량

경축순환농법 활용

기술

<부표 3-2> 가축부문 온실가스 완화수단 인벤토리의 적용 가능성

△

△

○

△

△

△

△ (개별)
● (공동)

△

△

2030 적용가능성

△

△

○

○

○

△

△ (개별)
● (공동)

△

△

2050 적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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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50,000수
기준 백열전구

56.731
톤CO2eq
65869.984
톤CO2eq/년

지열냉난방시스템
설치

LED 활용(예: 산란계사)
×

가능

×
육계 50,000수
기준 경유난방,
80%

축사 지붕 태양열난방시설 설치

×

×

×

경제성 분석

×

개방식 돈사, 53%

비개선

관행기술

축사 바닥 온돌시설 설치

1.393
톤CO2eq

○

감축량

(계속)

○

○

△

○

2030 적용가능성 2050 적용가능성

주: 1인 이상이 ‘불가능’또는 ‘매우 불가능’으로 응답한 경우 ×, 1인 이상이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 △, 2인 이상이 ‘가능’ 또는 ‘매우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
○, 2인 이상이 ‘매우 가능’으로 응답한 경우 ●로 표시.
자료: 저자 작성.

에너지

개방식 돈사 무창화

축사시설 단열부분
습기장벽시공

축사시설 에너지 효율성 개선

기술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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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기술

구분

자원 관리 제도 혁신

기상, 기후 정보 시스템

농가생산 관행 개선

기반 구축 기술

생산기술 개발

기후변화 적응품종 및
신작물 개발

기술

○
○
△
△

기후변화 대응 농가차원 자원 및 수자원 관리 방법 개발
이상기상에 대응한 생산시설 구조 보강, 규격 강화 및 시설 재배환경 개선

○

기상재해 경감을 위한 이상기상 분석 및 농업기상정보 고도화

△

토양의 수분, 영양 부족 관리를 위한 휴경지와 농경지의 적절한 사용
일별, 계절별 기상예측 정보 제공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기상재해 모니터링 및 농업 기상재해 DB 구축

×

○

재배 작물의 다양화를 통한 위험 분산
축종 다양화를 통한 위험 분산

△

△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절약기술 개발

△

△

축산물 품질저하 최소화 기술 개발
수리시설 확보를 통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방안 마련

△

가축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풍수해 예방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

△

△

잡초 방제 기술 개발

새로운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 향상

○

△

○

○

○

△

△

○

△

○

○

△

△

△

△

△

○

○
△

온도, 자연재해 등에 강한 내재해성 품종 개발

○

○

2030 적용가능성 2050 적용가능성

시비, 파종 및 수확시기 조정 등의 재배기술 개발

변화한 기후에 적합한 품종, 작목으로 전환

세부기술

<부표 3-3>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적응 인벤토리의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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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모니터링

교육·홍보

인력 양성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농업보조금 및
지원제도

보험제도

기술

(계속)

△
△
○
△
△
△
△
△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량 산정 및 지원 시스템 구축
적응 대책 전문인력 육성
기후변화 적응 선도 농업인 육성
농작물 재해보험 및 위험관리에 대한 농가 교육
적응 대책 매뉴얼·자료 등의 구축 및 보급
기후변화 대응 생산성 영향평가 및 토양환경 평가
기후 및 농업환경 변화 예측 및 대비를 위한 전국 예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적응 활동에 대한 저리 융자제도 도입
국가기후변화 기상 시나리오를 활용한 장기적 기후 예측 시스템 구축

△

△

농업인 적응 활동에 대한 보조금·지원금 도입

△

농가 위험관리를 위한 지수형 날씨 보험 개발

△

○

○

△

△

○

○

○

○

△

○

○

△

△

2030 적용가능성 2050 적용가능성

농업관련 시설 피해에 대비한 풍수해보험 재정비

지역별·품목별 조건을 고려한 농업재해보험 확대

세부기술

주: 1인 이상이 ‘불가능’ 또는 ‘매우 불가능’으로 응답한 경우 ×, 1인 이상이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 △, 2인 이상이 ‘가능’ 또는 ‘매우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
○, 2인 이상이 ‘매우 가능’으로 응답한 경우 ●로 표시.
자료: 김창길 외(2015); Malcolm et al.(2012);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http://ccas.kei.re.kr: 2018. 10. 31.)를 참고하여 재구성.

모니터링

인력 양성 및
교육

경제수단 및 제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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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4

농업부문 감축사업 방법론

<부표 4-1> 농업 부문 감축사업 방법론 현황
분야

인센티브 지급형 감축사업

시장거래형 감축사업

(농업·농촌 자발적 감축사업)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미활용 온배수를 이용한 농업시설의 온실가스 감축 농촌지역에서 미활용 열에너지를 이용한 화석연료
방법론
사용량 절감사업의 방법론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순환식 수막재배를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방 순환식 수막재배를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방
법론
법론
LED 조명기기 설치를 통한 농업시설의 화석연료 사
농촌지역의 LED 조명기기 설치 사업의 방법론
용량 절감 방법론
고효율 보온자재를 이용한 농업시설의 난방용 에너 고효율 보온자재를 이용한 원예시설의 난방용 에너
지 사용량 감축 방법론
지 사용량 감축 방법론

신재생에너지
사업

질소질 비료절감
사업

농축산 부산물등
바이오 매스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농업시설의 화석연료 사용량 농촌지역에서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방법론
절감 사업의 방법론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소수력, 풍력) 방법론 농촌지역에서 태양열 이용 열 생산 방법론
자체전력소비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방법론

농촌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이용 전력생산 및 자가 사
용 방법론

녹비작물을 이용한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 방법론

-

완효성 비료를 이용한 질소질 비료 사용저감 방법론 완효성비료를 이용한 질소질비료 사용 저감 방법론
부산물 비료를 이용한 질소질 비료 사용저감방법론 부산물비료를 이용한 질소질비료 사용 저감 방법론
목질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농업시설의 화석연료 사용 농촌지역에서 목재펠릿을 활용한 연료전환 사업의
량 절감 방법론
방법론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농촌지역에서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사업의 방법론

왕겨를 이용한 RPC 곡물 건조기 열원대체 방법론

왕겨를 이용한 미곡종합처리장(RPC) 곡물 건조기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

활용사업

보존경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

기타 감축사업 논벼 재배 시 물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논벼 재배 시 물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부자료(2018b, 2018d).

커피박 펠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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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2>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별 운영방향
구분
주요 목표
배출권 할당

외부사업
감축

배출량
검·인증
배출권
거래 시장

국제협력·
산업지원

1차 계획기간

2차 계획기간

3차 계획기간

(’15~’17)
▪경험 축적 및 거래제 안착

(’18~’20)
▪상당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21~’25)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GF 할당 방식 적용
* 3개 업종 BM 방식 적용
▪전면 무상할당

▪BM 할당 방식 확대
* 설비 효율성 제고 유도
▪유상할당 실시(3%)

▪BM 할당 방식 정착
* BM 방식 추가 개발
▪유상할당 확대(10%)

▪감축방법론 다양화
* 국내 29개, CDM 211개 인정
▪외부사업 활성화
* 소규모 감축사업 규모 상향 등

▪국내 외부감축사업 활성화
▪해외배출권 인정 범위 구체화
* 부문별 사업 발굴 촉진
* 파리협정 후속 조치 반영
▪해외 감축활동 촉진
▪외부사업 방법론 확대
* 국내기업 해외 감축실적 국내거래
인정

▪검·인증 체계 확립
▪검증전문가 확충

▪배출량 명세서 정교화
* BM 할당 확대 대비
▪국제수준 검증체계 마련

▪검증인력 전문성 제고
▪국제 검·인증 기준 도입

▪배출권거래소 발족(KRX)
▪시장안정화 조치 시행

▪주기적 경매 실시
▪시장조성자 도입검토

▪제3자 시장참여 실시
* 시장교란 방지책 등 마련

▪국제협력 사업 추진
* 한·EU 협력사업, 한·중·일 포럼
▪감축설비 지원사업 등 금융·세
제지원 시행

▪국제협력 사업 확대
* 한국형 양자협력 사업 마련
▪할당수입의 재투자
* 친환경 투자 재원으로 활용

▪거래제 국제연계 확대
* 국제탄소시장 규정 반영
▪재원 활용방법 다양화
* 투자분야, 규모 확대

주: GF는 Grandfathering, BM은 Benchmark를 의미함. 전자는 이전 배출량을 기준으로, 후자는 설비
효율성을 고려하여서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을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2014: 30); 기획재정부(201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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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수용의향 농가조사 설문지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수용의향에 관한 농가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농업분야의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는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
니다.
본 설문조사는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수용의향을 조사하여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답변해주시는
내용은 연구자료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개인에
관한 사항은 일체 공개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 조사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 환경·자원연구센터
주소: (우)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조사관련 문의: 정학균 연구위원

061-820-2248, hak8247@krei.re.kr

임영아 부연구위원

061-820-2106, limy@krei.re.kr

성재훈 부연구위원

061-820-2348, jsung@krei.re.kr

이현정 연구원

061-820-2240, hjlee1215@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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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응답자 정보를 기입해 주십시오.
응답자 성명
나 이

성 별
만

향후 영농 계획연수

세

전화번호

년

농사경력

①남

②여

년

A. 인적사항
1.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2. 귀하의 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초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졸

3. 작년 연간 농업소득은 얼마입니까?
① 5백만 원 미만
⑤ 3천만 원대

② 5백~1천만 원 미만 ③ 1천만 원대 ④ 2천만 원대
⑥ 4천만 원 이상

4. 최근 1년간 참석한 농업관련 교육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① 1~2회 미만

② 3~4회

③ 5~6회

④ 7~8회

⑤ 9~10회 이상

B. 농가의 경영적 특징
1. 귀하의 농업은 자영농인지 임대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① 자영농임.
② 임대농임.
③ 자영농과 임대농을 함께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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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는 전업농이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귀하는 프로그램이나 간이기록을 통해 영농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1. 귀하는 영농계획 시, 과거의 영농자료를 이용하시나요?
① 예

② 아니오

3-2. 귀하는 영농계획 시,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상자료, 토양자료 등을 이용
하시나요?
① 예

② 아니오

4. 귀하는 농가경영을 위해 정보화기구(예를 들어, 컴퓨터, 스마트 폰 등)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1. 만약 사용하신다면, 사용목적에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정보화 기기 활용
농림축산물 판매(전자 상거래 등)
농촌 관광사업(주말 농원, 민박 등)
농림업 경영(시설 자동화, 경영관리 등)
농림업 관련 정보 수집
기타

컴퓨터
①
①
①
①
①

스마트 폰
②
②
②
②
②

기타
③
③
③
③
③

5. 귀하는 농업기술센터 등으로부터 농업운영과 관련된 컨설팅 혹은 상담을
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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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하는 농가부채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① 1천만 원 미만

② 1천만 원대 ③ 2천만 원대 ④ 3천만 원대

⑤ 4천만 원대

⑥ 5천만 원 이상

7. 귀하는 전체 농작업에 투입되는 노동시간 가운데 고용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① 20% 미만 ② 20% 이상 40% 미만 ③ 40% 이상 60% 미만
④ 60%이상 80%미만 ⑤ 80% 이상

8. 귀하의 소득 가운데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① 20% 미만 ② 20% 이상 40% 미만 ③ 40% 이상 60% 미만
④ 60% 이상 80% 미만 ⑤ 80% 이상

9. 귀하의 경지면적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논

밭

자기 논
남의 논
자기 밭

단위:

남의 밭

C. 일반적인 기후변화 인식
※ 아래의 질문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일반적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증가 등과 같은 기후변화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알고 있다 ⑤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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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는 어떻게 획득하시나요?
① TV 교양 프로그램

② 스마트 폰 혹은 컴퓨터와 같은 정보화 기기

③ 기후변화 관련 강연 참석 ④ 농업기술센터 ⑤ 기타(

)

2. 귀하는 기후변화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① 전혀 느끼지 않는다

② 느끼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느낀다 ⑤ 매우 느낀다

3. 기후변화가 귀하의 농업생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

②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⑤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

4. 기후변화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2016년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신기후체제라고 불리며,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농업분야에서 온실가스를

250만 톤 정도를 감축시켜야 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적응 노력도 기
울여야 합니다.

5. 귀하는 신기후체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알고 있다 ⑤ 잘 알고 있다

6. 신기후체제하에서 농축산부문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시켜야 합니
다. 농축산부문에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투
입되어야 합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알고 있다 ⑤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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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기후체제하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농축산부문은 미래의 식량안보를
위하여 적응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농축산부문에 적응 기술을 적
용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어느 정
도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알고 있다 ⑤ 잘 알고 있다

8.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D. 기후변화 대응 기술 수용성에 대한 질문
[벼 재배 농가 대상]
간단관개(중간물떼기)는 논물을 며칠간 빼서 논바닥에서 실금이 보일
때까지 논을 말린 다음 다시 물을 걸러대는 방식입니다. 벼 재배에 있어
간단관개를 하면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10a당 0.118~0.294톤CO2eq),
뿌리 활력 유지, 벼의 품질 향상, 도복에 대한 저항성 증대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관개를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하고 논물을 뺄 경
우 발생되는 잡초 제거를 위해서도 추가적인 노동력이 요구됩니다.

1. 귀하는 현재 간단관개(중간물떼기)를 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2. 귀하는 앞으로 간단관개(중간물떼기)를 할 의향(이미 하고 있는 분은 계속
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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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의 논 재배면적의 몇 %에 간단관개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20% 미만 ② 20% 이상 40% 미만 ③ 40% 이상 60% 미만
④ 60% 이상 80% 미만 ⑤ 80% 이상

2-2. (2의 ②번 응답자만) 간단관개(중간물떼기)를 하실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① 간단관개(중간물떼기) 방법에 익숙치 않아서
② 추가적으로 노동력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③ 간단관개(중간물떼기) 효과(예를 들어 생산성 증가 등)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④ 기타(

)

무경운은 작물을 재배하는 농경지의 경운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최
소경운은 농경지의 경운 횟수를 최소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경운/최소
경운 재배는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고(밭작물 무경운 재배의 경우 10a당

0.0371~0.0496톤CO2eq, 벼의 경우 10a당 0.1801톤CO2eq을 감축) 토양 내
유기탄소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무경운 농법은 토양 교란을
방지하기 때문에 경운 농법보다 훨씬 적은 시비만으로 재배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무경운/최소경운은 초기 생산성이 감소될 수 있
으며, 잡초 방제를 위해 추가적으로 노동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또한 무경
운/최소경운이 농사가 아니라는 부정적인 인식도 존재합니다.

3. 귀하는 현재 무경운/최소경운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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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하는 앞으로 무경운/최소경운 재배를 할 의향(이미 하고 있는 분은 계
속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1. (4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의 논 면적의 몇 %에 무경운/최소경운 재배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20% 미만 ② 20% 이상 40% 미만 ③ 40% 이상 60% 미만
④ 60% 이상 80% 미만 ⑤ 80% 이상

4-2. (4의 ②번 응답자만) 귀하가 무경운/최소경운 재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① 초기 수량이 감소할 것 같아서
② 농사가 아니라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③ 무경운/최소경운 재배 방법에 대해 잘 몰라서
④ 잡초 제거가 어려워서
⑤ 기타(

)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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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비작물이란 농작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토양에 넣어줄 목적으로
쌀 재배 이전에 논에서 재배하는 청보리, 호밀, 자운영, 헤어리베치 등의
작물을 뜻합니다. 녹비작물은 양분함량이 많은 개화기에 생체(生體)를 토
양에 넣어서 농작물 재배에 이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토양에 넣어준 식물
의 뿌리와 지상부가 분해되면 그 토양에 심겨진 농작물의 비료성분으로
이용되고, 덜 분해된 식물 유체는 토양 유기물로 작용하여서 지력(地力)
을 높여주면서 토양 생태계에 유익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녹비작
물을 재배하면 화학비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10a당 0.0458~0.73톤 CO2eq
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녹비작물의 종자 가격은 녹비작물 종류에 따라 kg당 약 2,000~6,000원
정도입니다. 정부는 녹비 재배를 지원하기 위해 녹비작물의 종자 구매 비
용을 보조 50%, 자부담 50%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비
작물 재배를 하는 경우 기상요인에 의한 녹비작물의 작황 변동이 심하여
녹비작물 재배에 따른 양분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으로
부터 수입되는 녹비 종자(예를 들어 헤어리베치 자운영 등)의 가격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

5. 귀하는 현재 녹비작물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6. 귀하는 앞으로 녹비작물 재배를 할 의향(이미 하고 있는 분은 계속할 의
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1. (6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는 벼 재배면적의 몇 %에 녹비작물 재배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20% 미만 ② 20% 이상 40% 미만 ③ 40% 이상 60% 미만
④ 60% 이상 80% 미만 ⑤ 8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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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6의 ②번 응답자만) 귀하가 녹비재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① 녹비작물 작황에 따른 쌀 수량 변동성 증가
② 경영비가 상승할 것 같아서
③ 녹비작물 종자 가격변동이 심해서
④ 녹비작물 재배의 효과를 잘 몰라서
⑤ 녹비작물 재배 방법을 잘 몰라서
⑥ 녹비작물이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있어서
⑦ 기타(

)

우리나라는 미래(2050년경)에 기후변화에 의한 온난화로 인해 조생종
은 0.8% 증가하는 반면, 중생종과 중만생종의 단수는 현재보다 각각

3.4%, 8.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만약 온난화에 대응하여 벼
이앙시기를 조절하면 벼 수량이 현재보다 조생종은 9.4%, 중생종은 8.5%,
중만생종은 5.7% 증가할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벼 이앙시기를 조절하
면 수량이 증가하지만 이앙시기 조절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적응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7. 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벼 이앙시기를 조절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8. 귀하는 앞으로 벼 이앙시기를 조절할 할 의향(이미 하고 있는 분은 계속
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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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8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의 벼 재배면적의 몇 %에 이앙시기를 조절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20% 미만 ② 20% 이상 40% 미만 ③ 40% 이상 60% 미만
④ 60% 이상 80% 미만

⑤ 80% 이상

8-2. (8의 ②번 응답자만) 이앙시기를 조절할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① 벼 이앙시기를 조절하면 수량이 오히려 감소할 것 같아서
② 벼 이앙시기 조절이 번거로울 것 같아서
③ 경영비가 상승할 것 같아서
④ 온난화가 벼 수량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 같아서
⑤ 기타(

)

우리나라는 미래(2050년경)에 기후변화에 의한 온난화로 벼 수량이 현
재보다 조생종 +0.8%, 중생종 -3.4%, 중만생종 -8.3%가 될 것으로 예측
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이상기상현상(고온, 저온, 가뭄 등)에
강한 신품종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수량 감소를 완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신품종을 도입하려 한다면 신품종 재배기술을 습
득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9. 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신품종을 도입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10. 귀하는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신품종을 도입할 의향(이미 하고
있는 분은 계속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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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0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의 논 재배면적의 몇 %에 신품종을 도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20% 미만 ② 20% 이상 40% 미만 ③ 40% 이상 60% 미만
④ 60% 이상 80% 미만 ⑤ 80% 이상

10-2. (10의 ②번 응답자만) 신품종을 도입할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신품종 도입으로 수량이 오히려 감소할 것 같아서
② 신품종 도입이라는 새로운 재배기술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③ 경영비가 상승할 것 같아서
④ 온난화가 벼 수량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 같아서
⑤ 기타(

)

※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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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재배 농가 대상]

지열히트펌프는 지중 3~5m 깊이의 저심도 지중열을 활용하여 냉방과
난방에 활용하는 장치로 이를 활용하면 시설원예 부문에서 기름 난방에
비해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프리카 농가가 지열히
트펌프를 설치할 경우 기름난방에 비해 에너지 사용액(경유+전기)이
5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설농가가 지열히트펌프를

설치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300평당 약 6~8톤CO2eq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열히트펌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300평당 1억 6천만 원이라는 설치
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설치비의 70%)을 제외하면, 실제
농가가 지불해야 되는 설치비는 300평당 4,800만 원입니다.

1. 지난 1년간 시설에서 재배한 작물을 재배면적 순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1

2

3

4

단위

5

작물명
재배면적

2. 시설종류와 면적을 작성해 주십시오.
시설종류
자동화 비닐하우스
일반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유리온실
기타

면적

3. 귀하는 기름난방 대신 지열히트펌프를 설치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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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1>
4. (3의 ②번 응답자만) 귀하는 앞으로 지열히트펌프를 설치할 의향이 있습
니까?
① 예

② 아니오

<그룹 2>
4. (3의 ②번 응답자만) 귀하는 정부가 지열히트펌프의 자부담 비중을 20%
(300평당 3,200만 원, 정부보조 80%)로 낮춘다면 앞으로 지열히트펌프를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그룹 3>
4. (3의 ②번 응답자만) 귀하는 정부가 지열히트펌프의 자부담 비중을
10%(300평당 1,600만 원, 정부보조 90%)로 낮춘다면 앞으로 지열히트
펌프를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1. (4의 ①번 응답자만) 가온시설 면적의 몇 %에 지열히트펌프를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20% 미만 ② 20% 이상 40% 미만 ③ 40% 이상 60% 미만
④ 60% 이상 80% 미만 ⑤ 80% 이상

4-2. (4의 ②번 응답자만) 귀하가 지열히트펌프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
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① 초기 설치비용의 자부담이 커서
② 재배하는 작목의 수량이 감소할 것 같아서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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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영비가 상승할 것 같아서
④ 현재 지열히트펌프 성능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⑤ 지열히트펌프를 적용하는 기술 습득이 어려울 것 같아서
⑥ 지열히트펌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⑦ 기타(

)

다겹보온커튼은 여러 겹의 보온자재로 제작된 커튼으로 온실의 보온
력을 높이는 기술을 말하며,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면 얇은 보온 커튼을
설치한 경우에 비해 연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프리카 농가가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할 경우 얇은 보온 커튼을 설
치했을 때에 비해 에너지 비용은 약 30%를 절감할 수 있으며, 300평당
1.71~9.25톤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300평당 1,100~1,300만 원 정도의
설치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설치비의 50%)을 제외하면,
실제 농가가 지불해야 되는 설치비는 300평당 550~650만 원입니다.
5. 귀하는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그룹 1>
6. (5의 ②번 응답자만) 귀하는 앞으로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할 의향이 있습
니까?
① 예

② 아니오

<그룹 2>
6. (5의 ②번 응답자만) 귀하는 정부가 다겹보온커튼의 자부담 비중을
40%(300평당 440~520만 원, 정부보조 60%)로 낮춘다면 앞으로 다겹보
온커튼을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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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3>
6. (5의 ②번 응답자만) 귀하는 정부가 다겹보온커튼의 자부담 비중을
30%(300평당 330~390만 원, 정부보조 70%)로 낮춘다면 앞으로 다겹보
온커튼을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1. (6의 ①번 응답자만) 가온시설 면적의 몇 %에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20% 미만 ② 20% 이상 40% 미만 ③ 40% 이상 60% 미만
④ 60% 이상 80% 미만 ⑤ 80% 이상

6-2. (6의 ②번 응답자만) 귀하가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
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초기 설치 비용의 자부담이 커서
② 재배하는 작목의 수량이 줄어들 것 같아서
③ 노동력 등 경영비가 상승할 것 같아서
④ 현재 다겹보온커튼 성능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⑤ 다겹보온커튼을 적용하는 기술 습득이 어려울 것 같아서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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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식 수막재배는 지하수를 비닐하우스 피복재에 살수함으로써 보온
및 단열효과를 높여 작물을 무가온으로 재배하는 기술입니다. 순환식 수
막재배를 하면 연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딸기농가가 순환식 수막재배를 사용할 경우 300평당 에너지 비용(등유+
전기) 64% 정도 줄일 수 있으며 300평당 0.348~48.8톤CO2eq의 온실가
스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순환식 수막재배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300평당 496만 원의 비
용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설치비의 50%)을 제외하면, 실제
농가가 지불해야 되는 설치비는 300평당 298만 원입니다.
7. 귀하는 시설하우스에 순환식 수막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그룹 1>
8. (7의 ②번 응답자만) 귀하는 앞으로 순환식 수막시스템을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그룹 2>
8. (7의 ②번 응답자만) 귀하는 정부가 순환식 수막시스템의 자부담 비중을
40%(300평당 198만 원, 정부보조 60%)로 낮춘다면 앞으로 순환식 수막재
배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그룹 3>
8. (7의 ②번 응답자만) 귀하는 정부가 순환식 수막시스템의 자부담 비중을
30%(300평당 148만 원, 정부보조 70%)로 낮춘다면 앞으로 순환식 수막재
배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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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8의 ①번 응답자만) 가온시설 면적의 몇 %에 순환식 수막재배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20% 미만 ② 20% 이상 40% 미만 ③ 40% 이상 60% 미만
④ 60% 이상 80% 미만 ⑤ 80% 이상

8-2. (8의 ②번 응답자만) 귀하가 순환식 수막재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초기 설치비용의 자부담이 커서
② 고온성 작물을 재배하고 있어서 순환식 수막재배를 적용하기 어려움
③ 무가온 재배를 하기 때문임
④ 지하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⑤ 기타(

)

※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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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가 대상]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면 생산된 퇴·액비를 경종농가에 판매할 수 있고,
또 가축분뇨 자원화 과정에서 분뇨를 처리하는 방법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돈 분뇨를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65~81%의 온실가스를 감축)
환경개선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축분을 만들기 위한 노동력 투입을 줄
일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퇴·액비 공동자원화 시설을 확대하기 위하
여 설치비용(30억 원, 하루 70톤 처리기준)의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가 공동자원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영비뿐만 아니라
설치비(정부 지원 이외 운영주체 부담금, 전체 설치비용의 30%)를 포함
한 가축분뇨 처리비를 톤당 약 2만 5천 원 정도 지불해야 합니다.
1. 귀하의 돼지 사육두수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모돈 수

총 사육두수
두

두

2. 귀 농장에서 하루 동안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양과 액비로 처리되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 가축분뇨 발생량: (

)톤/1일, 전체분뇨 중 액비화 비율 (

)%

3. 귀하는 현재 가축분뇨를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퇴비화
(자체)
%

액비화
(자체)
%

정화
방류
%

공동자원화
시설 위탁

액비유통
시설
위탁

%

%

시군
공공
처리장
%

기타

%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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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하는 현재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액비 공동자원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
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그룹 1>
5. (4의 ②번 응답자만) 귀하는 앞으로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액비 공동자원
화시설이 설치될 경우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그룹 2>
5. (4의 ②번 응답자만) 현재 정부는 퇴·액비화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지원
을 증가시켜 농가당 퇴·액비화 공동자원화시설을 통한 축분 처리비용을

30% 감소시키는(2만 5,000원 → 1만 7,500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
다. 퇴‧액비화 공동자원화시설 통한 축분처리비용이 30% 감소할 경우, 귀
하께서는 퇴‧액비화 공동자원화시설을 이용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① 예

② 아니오

<그룹 3>
5. (4의 ②번 응답자만) 현재 정부는 퇴·액비화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켜 농가당 퇴·액비화 공동자원화시설을 통한 축분 처리비용을 50%
감소시키는(2만 5,000원 → 1만 2,500원)으로 줄이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
습니다. 퇴·액비화 공동자원화시설 통한 축분처리비용이 50% 감소할 경
우, 귀하께서는 퇴·액비화 공동자원화시설을 이용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① 예

② 아니오

5-1. (5의 ①번 응답자만) 가축분뇨 발생량의 몇 %를 퇴·액비화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20% 미만 ② 20% 이상 40% 미만 ③ 40% 이상 60% 미만
④ 60% 이상 80% 미만 ⑤ 8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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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의 ②번 응답자만) 귀하가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액비화 공동자원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① 가축분뇨처리비 비용이 커서
② 퇴·액비 판매가 어려울 것 같아서
③ 경영비가 상승할 것 같아서
④ 현재 퇴·액비화 시설 성능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⑤ 퇴·액비화 시설을 적용하는 기술 습득이 어려울 것 같아서
⑥ 퇴·액비화 시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⑦ 기타(

)

바이오에너지화 기술은 가축분뇨의 혐기적 소화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포집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술은 메탄가스의
대기 중 비산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
로서 온실가스 저감(약 30.2%)에 기여합니다. 현재 정부는 바이오에너
지 공동자원화 시설을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비용(70억 원, 하루 70톤 처
리기준)의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가 바이오에너지 공동자원화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영비뿐만 아니라 설치비(정부 지원 이외 운영주체 부담금, 전체 설치
비용의 30%)를 포함한 가축분뇨 처리비를 톤당 약 2만 5천 원 정도 지
불해야 합니다.
6. 귀하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공동자원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
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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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1>
7. (6의 ②번 응답자만) 귀하는 앞으로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공
동자원화시설이 설치될 경우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그룹 2>
7. (6의 ②번 응답자만) 현재 정부는 바이오에너지 공동자원화 시설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켜 농가당 바이오에너지 공동자원화 시설을 통한 축분 처
리비용을 30% 감소시키는(2만 5,000원 → 1만 7500원)으로 줄이는 정책
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에너지 공동자원화 시설 통한 축분처리비
용이 30% 감소할 경우, 귀하께서는 바이오에너지 공동자원화 시설을 이
용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① 예

② 아니오

<그룹 3>
7. (6의 ②번 응답자만) 현재 정부는 바이오에너지 공동자원화 시설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켜 농가당 바이오에너지 공동자원화 시설을 통한 축분 처
리비용을 50% 감소시키는(2만 5,000원 → 1만 2,500원)으로 줄이는 정책
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에너지 공동자원화 시설 통한 축분처리비
용이 50% 감소할 경우, 귀하께서는 바이오에너지 공동자원화 시설을 이
용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① 예

② 아니오

7-1. (7의 ①번 응답자만) 가축분뇨 발생량의 몇 %를 에너지화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20% 미만 ② 20% 이상 40% 미만 ③ 40% 이상 60% 미만
④ 60% 이상 80% 미만 ⑤ 8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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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의 ②번 응답자만) 귀하가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공동자원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① 가축분뇨처리비용이 커서
② 퇴·액비 판매가가 어려울 것 같아서
③ 전기 판매단가가 낮아서
④ 경영비가 상승할 것 같아서
⑤ 현재 에너지화 시설 성능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⑥ 에너지화 시설을 적용하는 기술 습득이 어려울 것 같아서
⑦ 에너지화 시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⑧ 기타(

)

8. 귀하는 여름철 고온에 대응하여 축산물 생산성 및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축사관리 기술을 도입(예를 들어, 안개분무시설, 환기시설, ICT를 이용한
환경제어 시스템 등)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8-1. (8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도입한 주요 기술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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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8의 ①번 응답자만) 기술 도입 이후 모돈 두당 연간평균 출하두수(MSY)는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모돈 두당 연간 평균

기술도입이전

마리

출하두수(MSY)

기술도입이후

마리

8-3. (8의 ①번 응답자만) 기술 도입 이후 귀 농장에서 비육돈 1마리를 출하
하기 위해 소용되는 생산비는 얼마나 변화하였습니까?
기술도입이전

천 원

기술도입이후

천 원

생산비/1두

※ 비육전문 경영농장은 자돈구입비 + 출하 시까지 생산비를 기재
※ 생산비에는 정책지원자금 이자, 분뇨처리비용, 자가인건비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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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6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참여
식품기업 실태 조사 설문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참여 식

품기업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농업분야의 연구 사
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저희 연구원에서는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에 참여
하고 있는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실태를 조사하고 식품분야 온실가
스 감축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답변해주시는 내용은 연구자료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개인에 관한 사항은 일체 공개되지 않음
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 조사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 환경·자원연구센터
주소: (우)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조사관련 문의: 정학균 연구위원

061-820-2248, hak8247@krei.re.kr

임영아 부연구위원

061-820-2106, limy@krei.re.kr

성재훈 부연구위원

061-820-2348, jsung@krei.re.kr

이현정 연구원

061-820-2240, hjlee1215@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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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정보(사업장 단위가 아닌 업체 전체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사 업 장 명

본 사 명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 재 지
업 종
규 모

작 성 자 정 보

직원수
주력제품명
이 름
부 서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1. 귀하가 참여하고 있는 제도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2번으로)
② 배출권거래제(3번으로)
③ 기타(

)

2. (1번의 ①번 응답자만)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대해 다음의 문항에
응답해 주세요(사업장 단위가 아닌 업체 전체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2-1. 정부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기술도입비의
50%(업체당 최대 1.5억 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하다 ③ 적당하다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2-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① 어떤 수단을 이용하여 감축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 어려움
② 감축사업 추진 및 인증을 위한 자료 준비가 어려움
③ 행정절차에 긴 시간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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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목표관리제 관련 정보의 취득 절차가 어려움
⑤ 기타(EnMS 등과 같은 고가설비 투자 시 자사 투자비용 증가에 따
른 애로 발생)

2-3. 귀하께서는 귀 업체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2-4.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한 결과, 귀 업체의 생산비용(운영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① 많이 감소했다 ② 감소했다 ③ 보통이다 ④ 증가했다 ⑤ 많이 증가했다

2-5.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한 결과, 귀 업체의 제품 생산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① 많이 감소했다 ② 감소했다 ③ 보통이다 ④ 증가했다 ⑤ 많이 증가했다

2-6.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한 결과, 귀 업체의 단위 에너지당
제품 생산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① 많이 감소했다 ② 감소했다 ③ 보통이다 ④ 증가했다 ⑤ 많이 증가했다

2-7. 향후 귀 업체에서 고려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설비)를 아래 <보
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보기>
① 폐열회수 설비

② 차압터빈시스템 설치

③ 인버터 설치

④ 고효율 조명 설치

⑤ 고효율 인증기자재 설치

⑥ 진공펌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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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최적운전 자동제어시스템 설치 ⑧ 유체커플링 설치
⑨ 인버터 제어형압축기 설치

⑩ 마이크로파 건조가열 장치

⑪ 바이오매스활용설비 설치

⑫ 연료전환 설비

2-8.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에 대해 다음 중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온실가스와 에너지 이중 규제 개선(배출권거래제와 같이 온실가스
단일 규제 필요)
② 정부 지원사업 예산 확대 지원
③ 목표관리제 제도 간소화
④ 기타 의견(

)

3. (1번의 ②번 응답자만)배출권거래에 대해 다음의 문항에 응답해 주세요(사
업장 단위가 아닌 업체 전체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3-1.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기술도입비의 50%
를 지원(업체당 최대 3억 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하다 ③ 적당하다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3-2.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① 사업 등록 및 감축량 인증을 위한 자료 준비가 어려움
② 행정절차에 긴 시간이 소요됨
③ 배출권거래제 관련 정보의 취득 절차가 어려움
④ 감축사업 인증을 위한 비용 발생에 대한 부담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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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귀하께서는 귀 업체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3-4.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한 결과, 귀 업체의 생산비용(운영비)은 어떻게 되
었습니까?
① 많이 감소했다 ② 감소했다 ③ 보통이다 ④ 증가했다 ⑤ 많이 증가했다

3-5.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한 결과, 귀 업체의 제품 생산량은 어떻게 되었습
니까?
① 많이 감소했다 ② 감소했다 ③ 보통이다 ④ 증가했다 ⑤ 많이 증가했다

3-6.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한 결과, 귀 업체의 단위 에너지당 제품 생산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① 많이 감소했다 ② 감소했다 ③ 보통이다 ④ 증가했다 ⑤ 많이 증가했다

3-7.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수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8. 배출권 외부사업 중 어떤 형태의 외부사업을 선호합니까?
① 단순구매사업(현물거래 또는 공급처 확보 차원)
② 선물거래사업(리스크 헷지 차원) ③ 일부투자사업
④ 전액투자사업 ⑤ 정부 지원이나 ESCO자금 활용 사업

3-9. 향후 귀 업체에서 고려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설비)를 아래 <보기>
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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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① 폐열회수 설비

② 차압터빈시스템 설치

③인버터 설치

④ 고효율 조명 설치

⑤ 고효율 인증기자재 설치

⑥진공펌프 설치

⑦ 최적운전 자동제어시스템 설치 ⑧ 유체커플링 설치
⑨ 인버터 제어형압축기 설치

⑩ 마이크로파 건조가열 장치

⑪ 바이오매스활용설비 설치

⑫ 연료전환 설비

3-10.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다음 중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부 지원사업 예산 확대 지원
② 배출권거래제 제도 간소화
③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도입
④ 기타 의견(

)

물리

자본(Capital)

록 7

농지 크기

시설재배 시설에 대한 ICT 적용 여부
개방형, 폐쇄형, 재래식

축사 시설

일반 비닐온실)

(유리온실, 경질판 온실 시설, 자동화 비닐 온실,

시설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및 시설 종류

자가 혹은 임대 농지의 크기

ICT 사용 유무

시설 농업

(자가 혹은 임차)

연구진 제안

연구진 제안

연구진 제안

Abdul-Razak and Kruse(2017)

Bojorquez-Tapia(2008), Defiesta and Rapera(2014),

Acosta-Michlik and Espaldon(2008), Eakin and

Williges et al.(2017)

Eakin and Bojorquez-Tapia(2008), Nelson et al.(2010),

대농구)

Wehbe et al.(2005), Acosta-Michlik & Espaldon(2008),
농가자산의 현재가치

농가의 자산 크기

(건물/가축/대식물/

관련 문헌

지표

내용

<부표 7-1> 분석에 사용된 지표 관련 문헌과 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

분석에 사용된 지표 관련 문헌과 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

부

13.58

4.33

4.08

4.00

3.83

(5점 척도)

전문가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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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금융

자연

자본(Capital)

농업관련 교육 이수여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여부, 농업관련 학위

경영주의 나이
지역 혹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농업관련 연구 혹은

농가 경영주의 영농경력

농가의 영농경력

경영주의 나이

농가 경영주의 최종 학력

농가의 교육수준

농업생산에 투입된 농가의 총 노동시간

지출 대비 농가 혹은 농업소득

농가소득 수준

농가 노동 투입시간

농외소득 비중

작목별/지역별 농업보험 가입 농가 비중

농업보험 가입여부

소득원의 다양화

부채 비율(Equity ratio)

쌀 재배적지/밭 재배적지/과수재배적지

평균 단수/단수의 변동성

(지하수, 농업용 호수, 하천)

관개농업 비중 관개 용수원 종류

지표

금융 접근성

토양적합도

지역별/품목별

생산성

농업용수의 대한 접근성

내용

Williges et al.(2017)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2012)
연구진 제안

Rapera(2014), Abdul-Razak and Kruse(2017)
Eakin and Bojorquez-Tapia(2008),

Ludena and Yoon(2015),
Eakin and Bojorquez-Tapia(2008), Defiesta and

3.92

3.75

3.25

4.17

3.75

3.83

Bojorquez-Tapia(2008)
Swanson et al.(2007), Acosta-Michlik and Espaldon(2008)
Wehbe et al.(2005), Acosta-Michlik and Espaldon(2008),
Eakin and Bojorquez-Tapia(2008), Nelson et al.(2010),

3.42

4.33

3.67

4.42

4.50

4.58

(5점 척도)

Rapera(2014), Abdul-Razak and Kruse(2017), Eakin and

(2010), Abdul-Razak and Kruse(2017), Williges et al.(2017)
Eakin and Bojorquez-Tapia(2008),
Wehbe et al.(2005), Swanson et al.(2007), Defiesta and

Wehbe et al.(2005), Swanson et al.(2007), Nelson et al.

Nelson et al.(2010)

al.(2007), Williges et al.(2017)

al.(2017), Abdul-Razak and Kruse(2017)
유가영·김인애(2008), Luers et al.(2003), Swanson et

Bojorquez-Tapia(2008), Ludena and Yoon(2015), Williges et

O’Brien et al.(2004), Swanson et al.(2007), Eakin and

관련 문헌

(계속)
전문가 설문결과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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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Swanson et al.(2007), Yohe and Tol(2002)
Swanson et al.(2007)

지역별 농가 간 지니계수
지역별 건강 혹은
사회복지 관련 취업자 수
재정자립도
전체 공무원 대비 농업관련 공무원 비중
농가소득 중 공적보조가 차지하는 비중
농업기술센터와의 거리

사회복지 관련 취업자수
재정자립도
농업관련공무원 비중

공적보조 비중

농업기술센터와의 접근성
(산지)유통시설과의

연구진 제안
연구진 제안
연구진 제안

산지 유통센터와의 거리
급식 식자재 중 로컬 푸드 사용 비중
지자체 예산 중 농업관련 예산 비중

Abdul-Razak and Kruse(2017)
연구진 제안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2012)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2012)
Defiesta and Rapera(2014),

3.42

Abdul-Razak and Kruse(2017)

3.17
4.33

3.92

3.42

3.67

4.25
3.17

3.17

2.92

기타 농업관련 단체 가입여부

로컬푸드 활용여부
기타 농업관련 단체

가입여부
소득(토지) 불균형 정도
지역별 건강 혹은

4.17

Nelson et al.(2010), Abdul-Razak and Kruse(2017)

2.67

O’Brien et al.(2004), Swanson et al.(2007)

4.17

4.08

Swanson et al.(2007),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2012)

Wehbe et al.(2005), Eakin and Bojorquez-Tapia(2008)

4.42

4.42

(5점 척도)

연구진 제안

Acosta-Michlik and Espaldon(2008)

관련 문헌

연구진 제안

투입시간 대비 농업부문 노동 투입시간
생산하고 있는 작물의 종류
생산자 단체 가입여부

활용 여부
농가 운영을 위한 PC활용
농가당 비농업 취업자 수 혹은 비농업부문 노동

영농계획 시 과거 영농자료/기후자료/토양자료

기후변화의 영향 인지여부

지표

(영농조합 혹은 법인)
생산액 중 로컬푸드에 공급하는 비중

생산자 단체 가입여부

재배 작물의 다양성

비농업부문 취업 가능성

영농계획 수립
농가 운영을 위한 PC활용

인지여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기후변화의 영향

내용

접근성
로컬푸드에 대한 지원
농업관련 예산 비중
자료: 저자 작성.

사회적

자본(Capital)

(계속)
전문가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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