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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신기후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우리나라 농축산식품부문은 온실가스 감축목
표를 갖게 되었다. 온실가스 감축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담으
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
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은 선도적으로 기후변화 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적지 않은
영국과 호주는 기후변화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인 기후변
화위원회를 두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검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일본은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크지 않지만 우리와 농
업 여건이 유사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완화정책이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고서는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에 관한
2년간의 연구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자료집이다. 여기에서는 영국,
호주, 일본, 우리나라의 농식품부문 기후변화 완화정책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완화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보다 실효성 있는 신기후체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
란다.
바쁜 가운데에도 자문위원으로 수고해준 전문가와 중앙정부 농정 담당자, 그
리고 영국과 호주의 기후변화 완화정책 자료를 정리해 준 문동현 박사과정생
에게 감사드린다.

2018.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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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설정된 우리나라 농축산식품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기후변화 완화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 연구는 주요국 온실가스 완화정책 현황을 검토, 분석하여 향후 국
내 제도 보완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됨.
○ 영국, 호주, 일본의 기후변화 완화정책을 살펴본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영국과 호주는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인 기후
변화위원회를 두고, 국가 온실가스 완화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검토·
평가를 함으로써 관련 기관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함.
○ 배출권거래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호주의 배출저감펀드는 농업 및 토지이
용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이 농가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초
점을 맞추고 있음.
○ 일본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난방기술로 효율적인 난방을 위한 난방기 관리
유지, 히트펌프나 목재 바이오매스 이용 가온설비 도입, 온도센서의 적절한
설치와 점검 등을 제시함. 또한 퇴비시용이나 화학비료·화학합성농약을 줄
이는 노력 등으로 온실가스(메탄, 아산화질소) 배출을 절감함. 뿐만 아니라
농지·초지 토양은 삼림 등과 함께 탄소 흡수원의 하나로, 국제적으로 인정
받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에 기여함.
○ 영국과 호주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 지수를 이
용하여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온실가스 감축이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
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비용효과성은 어떠한지 등을 평가하고,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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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공유할 수 있을 것임. 호주처럼 새로운 탄소 저감 기술 및 농법의 이행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우
리나라도 일본처럼 농지·초지 토양을 흡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우리나라 토양의 흡수 잠재력을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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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 UNCED)에서 유엔 기
후변화 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이 채택됨. 리우 기후변화 협약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들은 ‘공동
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에
따라 각국의 경제발전 상황과 기후변화 대응 능력 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의무를 명시함.
○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3)에서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
택됨. 교토의정서에서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을 부속서 1국가(선진국, 감
축 의무 국가)와 비부속서 1국가(개도국, 자발적 감축 참여 국가)로 구분하
여 부속서 1국가들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
었는데, 이는 2005년 발효됨. 제1차 이행 기간은 2008~2012년, 제2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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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2013~2020년으로 설정되었지만, 의무감축량을 할당받는 부속서 1
국가가 40여 개국에 불과하였고,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상당 부분의 온실가
스를 담당하는 개도국들이 의무 감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실효성 측면
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음.
○ 2012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21)에서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이 채택되
었음. 파리협약이 2016년 발효됨에 따라, 협약에 참가한 197개의 모든 국가
가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하였음. 파리협약의 핵
심 내용은 지구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C 이하에서 유지하고,
1.5°C로 제한하는 노력을 하는 것임.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2030년까지 농
업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약 250만 톤 줄이도록 설정하였고, 이뿐
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한 구체적인 적응 대책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 로드맵을 통해 제시된 부
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온난화 및 기상 이상에 따른 재배 적지
이동 등의 생산 변동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농가의 완화, 적응 기
술 도입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원(source) 관리, 축산분뇨 자원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 국제탄소시장을 통한 해외 감축 등의 정책
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려 함. 또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등을 활용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 온실가스 완화정책 현황을 검토, 분석하여 향후 국내
제도 보완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또한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프레임워크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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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및 방법

○ 주요국의 농업부문 온실가스 완화정책을 조사 분석함.
- 영국의 농업부문 온실가스 완화정책
- 호주의 농업부문 온실가스 완화정책
- 일본의 농업부문 온실가스 완화정책
- 우리나라의 농업부문 온실가스 완화정책
○ 영국과 호주의 배출권거래제와 관련된 문헌 및 통계 자료 조사와 검토를 통
해 운영 개요와 농업부문 적용 현황 등의 자료를 제공함.

제

2

장

영국의 기후변화 완화정책

1. 영국의 농업 및 토지이용 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1

○ 영국은 기후변화에 가장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대표적인 국가임.
영국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 기준 4,910만 톤(tCO2e), 2016년
기준 4,650만 톤으로 추정됨. 이는 영국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10% 수준임.

1 영국의 농업환경에 대한 내용은 영국 농업환경식품농업부(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 Defra)의 The 8thAgriculturalStatisticsandClimateChange의 제1장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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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영국의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1990~2015)

자료: UK Defra(2018: 16-19). The 8th Agricultural Statistics and Climate Change.

○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1990년 총 배출량의 7%였던 것을 고려하
면, 영국 농업부문의 배출량 저감은 다른 부문들에 비하여 성과가 상대적으
로 적다고 볼 수 있음.
○ 온실가스 종류별로 살펴보면, 아산화질소가 71%, 메탄이 53%로 영국의 아
산화질소와 메탄 배출에 있어서 농업부문이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음. 농
업부문에서 이들 온실가스의 저감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음. 반면, 이산
화탄소 배출량은 1%로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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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영국 농업부문 배출량 4,910만 톤은 1990년 대비 약 17% 감소한
것임. 온실가스 종류별로 살펴보면, 아산화질소(Nitrous oxide) 1,630만 톤,
메탄(methane) 2,770만 톤,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CO2) 520만 톤으로
1990년 배출량과 비교하면 각각 15%, 15%, 26% 줄어들었음. 아산화질소와
메탄에 비하여 이산화탄소의 저감량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볼 수 있음.
○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시비 시기의 조절, 시비 이용의 효율성 개선,
사료 전환율의 변경, 유전적 개선 등을 통하여 달성하였음.
<표 2-1> 2015년 영국의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
구분

2015 추정치
(million tonnes CO2equivalent)

1990년 이후 변화율
(%)

총 온실가스 배출량

49.1

-17%

아산화질소

16.3

-15%

메탄

27.7

-15%

5.2

-26%

이산화탄소

자료: UK Defra(2017: 15). The 8th Agricultural Statistics and Climate Change.

○ 영국의 산림은 토지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EU 평균인 35%보다
크게 낮은 수준임. 영국은 2030년까지 제5차 탄소예산2에서 설정한 240만
톤의 배출량 순 흡수 목표에 비용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위해 2030년까지 연
간 15,000ha의 토지에 나무를 심을 계획임.
○ 영국의 LULUCF부문은 농경지, 산림, 초지, 습지, 거주지 등으로 구분됨.
2016년 순 온실가스 흡수량은 전년 대비 최대 50만 톤에서 최소 -1,460만
톤으로 약화되었음. 순 흡수량의 감소는 주로 거주지와 목재 제품의 생산에

2 탄소예산은 2050년까지 영국의 총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을 고려하여 5년 단위 배출총량을
할당하는 시스템이다. 단일 연도 내에서의 감축이 아닌 중장기적인 배출 경로를 설정한다
는 관점을 취한다(김용건·김이진 2012; 김이진·이수철 2013, 김이진·이상엽 2016: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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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함. 거주지 면적의 증가로 최대 20만 톤, 목재 벌목으로 최대 30만 톤까
지 순 흡수량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됨.

2. 영국의 농업 및 토지이용 부문 온실가스 저감 정책3

○ 영국이 탄소 예산(carbon budget)과 2050년 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
기 위해서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농업부문에서 20%의 온실가스 배출
량 저감을 이루어야 함. 이를 위한 주요 조치로는 토양 피복과 작물 관리,
가축 사료와 건강, 번식, 폐기물과 부산물 관리, 에너지 효율성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영국은 탄소 예산에 따라 농업부문에서 2022년까지 2007년 대비 450만 톤
(tCO2e) 감축(잉글랜드에서 300만 감축 포함)을 목표로 하고 있음. 영국 기
후변화위원회(Committee on Climate Change: CCC)는 이 목표를 위해서 매
년 1.7%의 농업부문 비이산화탄소의 저감이 요구됨.
○ 기후변화위원회는 연간 비이산화탄소(non-CO2) 온실가스 저감을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지수를 만들어 이용하고 있음. 이 지수를 사용하여 정책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 평가할 수 있음. 기후변
화위원회 지수 체계는 <그림 2-2>와 같음.

3 영국의 온실가스 완화정책에 대한 내용은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ommittee on Climate Change:
CCC)(2018)의 Reducing UK emissions: 2018 Progress Report to Parliament의 제6, 7장을 요약
하여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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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기후변화위원회 농업부문 지수 체계

자료: UK CCC(2018: 192). Reducing UK emissions: 2018 Progress Report to Parliament.

○ 농업부문 기후변화지수 평가를 보면 2022년까지 450만 톤의 저감을 달성해
야 하는 제3차 탄소 예산의 경로를 상회하고 있음. 즉 배출저감이 계획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임. 이는 농업인들의 배출량 저감에 대한 태도와 저탄소
농법 실천 등이 부족하다는 설문조사 결과4와 맥락을 같이하며, 이러한 점
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음.

4 Defra(2017). Agriculture statistics and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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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영국 기후변화위원회의 온실가스 저감 지수를 이용한 평가

자료: UK CCC(2018: 193). Reducing UK emissions: 2018 Progress Report to Parliament.

○ 영국은 모든 지역 내에서 산업계 주도의 자발적인 접근법으로 온실가스 배
출량을 저감하도록 하고 있음. 자발적 접근법의 주요 요소는 배출량 감소와
관련된 효율성 개선 정보 및 자문 제공임.
○ Defra는 새로운 포스트 CAP 정책 체계를 위해 신 환경토지관리계획(new
Environmental Land Management Scheme: ELM)을 준비하고 있음. Defra는
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후 농업법(Agriculture Bill)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 계획은 오염자 지불 원칙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 베이스라인을 개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중심 내용은 상호 준수 규정(cross-compliance
rules)에서 요구하는 좋은 환경조건에서 농경지를 유지하는 것임.
- 규제 기준에 명시된 조치 이상으로 공공재를 공급하는 농가에 대해 지급
되는 직접지불금을 정부자금(public money)으로 대체하게 됨. 건강한 가
축 동물과 작물, 동물 복지, 생산성 등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행동의 범
위가 있지만,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하는 것을 탁월한 공공재(‘pre-e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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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nt' public good)로 간주됨.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 격리를 대표적인 공
공재의 사례로 명시하였음.
- 농장 관리인과 토지 소유자에 대한 추가적인 메커니즘과 자금을 지원함
으로써 환경적 성과를 향상시키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
되고 있음.
○ 청정 성장 전략(Clean Growth Strategy: CGS)은 2032년까지 탈탄소화를 목
적으로 하는 전략으로 농업부문의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제안으로 잉글랜드
에 중점을 둠. 이 전략은 저탄소 비료를 개발하고 소의 풍토병에 대처하기
위한 것임. 영국은 이 전략이 완전히 이행된다면 제5차 탄소예산 평가에서
10%의 온실가스 저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청정 성장 전략이 잉글랜드 지역에 한정된다면, 스코틀랜드 정부는 향후 12
년 동안의 배출량 저감 목표에 대한 스코틀랜드 기후변화계획(The Scottish
Climate Change Plan: SCCP)을 수립하였음. 농업부문에서는 2032년까지
80만 톤, 9% 저감을 설정하였음. 다만 이 전략의 예산은 엄격한 정책 수단
의 사용보다는 농민들의 자발적인 저감 행동을 장려하는 자발적인 접근법
에 따라 활용될 것임.
○ 영국은 산업 전략의 일환으로 식품 및 농업 개선을 위해 9천만 파운드의 투
자펀드(The £90m Challenge Fund)를 제시하였음. 이 펀드는 온실가스 저감
과 복원력 향상에 대한 기술 측면에서 인공지능, 로봇공학, 원격 모니터링,
데이터 사이언스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하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분할
되어 분배될 것임.
○ 영국의 LULUCF부문의 탄소 흡수 향상 및 탄소 누출 완화를 위한 주요 조
치는 나무를 심고 이탄지의 품질 저하와 기타 토양 유형의 악화로 인한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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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누출을 최소화하는 것임. 이탄지의 모든 배출원이 현재 인벤토리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영국의 제5차 탄소 예산은 산림 지
역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영국은 산림 면적의 확대를 위해 제5차 탄소예산 시나리오에서 연간
15,000ha에 나무를 심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 잉글랜드 지역을 기준으로 이 계획이 잘 이행될 경우, 2060년까지
10~20%까지 산림 지역이 확대될 것임. 중기 목표로 이번 정부 기간 동안
1,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며, 2017년에서 2020년 동안 연간
2,000ha의 산림 면적 확대를 이룰 목표임.
- 스코틀랜드는 기후변화계획하에서 2020년대 중반까지 연간 식재율을
10,000ha에서 15,000ha 높이는 계획을 갖고 있음. 이 계획이 달성되면,
스코틀랜드의 산림 면적 비율은 18%에서 21%로 높아짐. 스코틀랜드는
2009년부터 2016년 동안 연간 10만 톤의 탄소 저장이 증가하여 왔으며,
영국 LULUCF 탄소 저장의 57%를 차지하고 있음.
- 웨일즈는 2010년에서 2030년까지 연간 5,000ha, 북아일랜드는 연간
1,700ha의 산림 지대를 확대할 계획임. 웨일즈의 경우 2009년부터 2016
년 기간 연평균 4만 톤의 탄소 저장이 줄어들어 왔고, 북아일랜드 지역
에서는 동기간 연평균 2톤의 탄소 저장이 향상되었음.
○ Defra는 전원관리 산림지대 창출 계획(Countryside Stewardship(CS) Woodland
Creation scheme)을 통하여 1,800만 파운드를 마련하고 매년 2,000ha의 산
림 조성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또한 Defra는 2020년까지 1,900만 파운드의
산림지대 탄소 펀드(Woodland Carbon Fund)를 조성하여 대규모의 생산적
인 산림조성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 임업투자지역(Forestry investment zones)은 잉글랜드에서의 민간투자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Defra와 임업위원회(Forestry Commission)는 식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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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적합한 민감도가 낮은 지역을 확인·정량화하여 대규모 산림조성을
위한 집수 유역을 만들고 있음. 이를 통해 수자원 기업, 목재 가공업자, 보
험회사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산림 지역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ommittee on Climate Change: CCC)는 기후변화법
2008하에서 설립된 독립적인 법적 기관임. 위원회는 탄소예산의 설정,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자문 제공,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 예산 달성에 대한 모니
터링,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경제적·정책적 분석 수행, 과학적 근거 및 분
석 내용 공유를 위해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영국은 EU-ETS하에서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여 왔음. 현재 EU-ETS는 제3
단계 기간(2013-2020)에 속해 있으며, 2021년부터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듦.
다만 영국의 브렉시트(Brexit)로 인하여 영국이 EU-ETS 시스템에 계속 남
아 있을지, 탈퇴하고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음. 이
문제는 EU와 영국 간의 Brexit 협상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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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호주의 기후변화 완화정책

1. 호주의 농업 및 토지이용 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5

○ 호주 농업부문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 기준 7,000만 톤으
로 호주 총 배출량의 13%를 차지함.
- 호주 농업부문과 토지이용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 가운데 상당량
은 가축 장내 발효에 의한 메탄 배출과 농업 토양에서의 아산화질소 배
출임. LULUCF부문에서는 토지관리 및 토지이용변화에 의하여 생산된
식물, 잔해, 토양으로부터의 이산화탄소 변화임. 이 밖에 농업생산과 관
련된 운송 및 에너지 이용이 에너지부문에, 가축 도살과 관련된 폐기물
이 폐기물부문의 인벤토리에 포함됨.

5 호주의 농업 및 산림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은 Australian Government Climate Change
Authority(2018)의 Reaping the Rewards: Improving Farm Profitability, Reducing Emissions
and Conserving Natural Capital. Final Report 제2장의 내용을 기초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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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2015년 호주의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

2015년 배출량(MT CO2-e)

총 온실가스 배출량

70.0

가축 장내 발효

50.8

농업토양

12.4

부산물 관리

3.6

우레아(urea) 적용

1.4

농경지 석회 살포(Liming)

1.2

벼 재배

0.3

농업 잔여물 농장내 소각

0.3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CCA(2018: 11). Reaping the Rewards: Improving Farm Profitability,
Reducing Emissions and Conserving Natural Capital의 표를 재구성.

○ 2015년 호주 농업부문의 배출량 7,000만 톤은 1990년 8,000만 톤에서 약
13% 줄어든 것임.
<그림 3-1> 호주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1990~2015)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CCA(2018: 12). Reaping the Rewards: Improving Farm Profitability,
Reducing Emissions and Conserving Natur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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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LULUCF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은 주로 농업과 관련된 토지 개간(주로
산림 벌채)의 결과로 1990년 이후 크게 줄어들었음. 2015년 LULUCF부문
인벤토리는 약간의 순 탄소 저장을 기록하였음. 이는 토지 개간과 같은 활
동에 따른 배출량 증가보다 식물과 토양에 저장된 탄소량이 더 많았음을 의
미함.

2. 호주의 농업 및 토지이용 부문 온실가스 저감 정책6

○ 호주 연방 정부 단위의 배출량 저감 및 초목과 토양에서의 탄소저장 증대
주요 인센티브는 배출저감펀드(Emissions Reduction Fund: ERF)임. 배출저
감펀드는 2014년 시행된 호주 정부의 기후변화 중심 정책으로 온실가스배
출량에 대한 국내 저감에 대한 크레딧을 부여함으로써 호주의 국제 배출량
저감에 대한 배출저감의 크레딧을 부여함. 이전 정부에서 시행되던 탄소농
업이니셔티브(Carbon Farming Initiative: CFI)를 간소화하여 배출저감프로
젝트 참여를 높인다는 목표를 두었음. 배출저감펀드의 절차는 <그림 3-2>
와 같음.

6 호주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은 Australian Government CCC(2018)의 Reaping the Rewards:
Improving Farm Profitability, Reducing Emissions and Conserving Natural Capital과 CCC
(2017). Review of the Emissions Reduction Fund의 중심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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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호주 배출저감펀드 운영 절차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CCA(2017: 18). Review of the Emissions Reduction Fund의 그림을 재구성.

○ 배출저감펀드는 신용(crediting), 구매(purchasing), 배출 저감 보호(safeguarding
emissions reductions)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됨.
- 신용(crediting) 메커니즘은 배출량 저감이나 탄소저장 개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이나 단체에 대하여 호주 탄소 크레딧 유닛
(Australian Carbon Credit Units: ACCUs)을 제공함.
- 구매(purchasing) 메커니즘은 호주 정부가 Clean Energy Regulator(CER)를
통하여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ACCUs를 구매하는 것임. 이러한 탄소 배
출권 취득은 주로 경매를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CER은 경매 프로세스 밖
에서 ACCU를 구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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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가드(safeguarde) 메커니즘은 정부가 구매한 배출량 감축량이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상쇄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 연간 1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에 적용되며, 해당 시설이 특정 연도에 세
이프가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에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오프셋 크
레딧(ACCUs)을 구입하거나 초과분을 보상해야 함을 의미함. 이러한 세이
프가드 메커니즘은 2016년 7월에 시행되었음. 10만 톤의 세이프가드 기준
이 농산업계에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지만 향후 기준이 강화된다면, 세이
프가드의 역할이 확장될 수 있음.
<표 3-2> 배출저감펀드 경매 실적
경매일

계약된 탄소 저감량
(백만 ACCUS 또는 백만 톤)

평균ACCU 가격($)

총 비용
(백만 $ )

2015년 4월

47.3

13.95

660.3

2015년 11월

45.5

12.25

556.8

2016년 4월

50.5

10.23

516.3

2016년 11월

34.4

10.69

367.3

11.3

11.82

133.0

188.9

11.83

2,233.7

2017년 4월
총

계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CCA(2017: 19). Review of the Emissions Reduction Fund.

○ 2017년 11월 이전까지 이루어진 배출저감펀드 경매 결과를 보면, 2015년 4월
4,730만 톤에 대하여 평균 13.95달러의 가격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음. 2016
년 4월 5,050만 톤으로 계약량이 증가하면서 평균 가격은 하락하였고, 이후
2017년 4월에는 1,130만 톤으로 계약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평균 가
격은 11.82달러였음.
○ 2018년 3월 초까지 등록된 703개의 유효 배출저감펀드 프로젝트 가운데,
약 70%는 농업 및 토지이용과 관련된 내용임. 구체적으로는 초목 364개,
사바나 소각 77개, 토양 33개, 기타 농업 배출량 저감 17개 등의 프로젝트가
ERF에 등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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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저감펀드의 주요 방법론은 장내 발효 개선, 부산물 관리, 사바나 소
각, 화학비료 이용의 효율성 개선, 토양관리, 초목 관리 등이 있으며 아래
표에 제시하였음.
<표 3-3> 배출저감펀드에서의 농업관련 방법론
구분

내용

장내 발효 개선

- 육우 허브 관리로 생산성 향상 및 메탄 저감
- 우레아 릭(urea lick) 블록을 질산염 릭 블록으로 대체하여 목초지에서 자란 육우의 메탄 저감
- 젖소에게 카놀라 식사 등의 식이첨가제를 먹여서 메탄 저감

부산물 관리

- 양돈장과 낙농 석호 유출액(dairy effluent lagoons)에서 배출되는 메탄의 포집 및 연소를 촉진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
- 분뇨 폐기물을 분리하여 공학적 생체소화기 전환 후 포집하는 방법과 생체소화기 메탄을 연소시키는 방법이 있음

사바나 소각

- 사바나에서의 이른 건기의 소각과 기타 소각 관리 활동으로 메탄 및 아산화질소 배출 저감

화학 비료 적용

- 관개 면화 생산시스템에서의 화학비료 이용의 효율성 개선

토양 관리

- 방목 및 작물 시스템의 관리 방법 변화로 토양탄소 저장 증대

초목 관리

- 초목에서의 탄소 저장을 높이는 9가지 방법이 있음. 기존의 토종 산림의 보호 및 토종 산림의 재복원 등을 포함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CCA(2018: 14). Reaping the Rewards: Improving Farm Profitability,
Reducing Emissions and Conserving Natural Capital의 표를 재구성.

○ 배출저감펀드에 참여하는 것은 농촌의 토지소유자에게 중요한 수익원임.
호주농장연구소(Australian Farm Institute: AFI)에 따르면, 온실가스 저감으
로 얻는 소득이 옥수수, 대두유, 해바라기, 완두콩 등 전통적인 농산물 생산
에서 얻는 수익보다 높다고 평가하기도 하였음.
- 최초 6번의 경매에서 농업, 초지, 사바나 소각 방법을 이용한 토지기반
프로젝트로 1억 5,500만 ACCUs가 계약되었음. 각 경매에서의 평균가격
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수익은 연간 18억
달러에 이름. 2015년부터 2028년 기간에는 연간 1억 3천만 달러의 수익
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소규모 토지소유자의 경우, 배출저감펀드에 참여하는 비용이 크레
딧 수익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거래비용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함.
○ 호주는 연방 정부, 주 정부, 지역 정부 등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농업 및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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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자원관리(Natural Resource Management: NRM) 정책을 통하여 농업관련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 정책들은 주로 간접적인 배출량
저감 정책으로 연방법인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존법 1999하에서 적용
됨. 토양, 나무, 초목 등에서의 탄소저장을 간접적으로 유지하게 함.
- 호주 정부의 환경보전프로그램(Environmental Stewardship Program)은
2007년부터 2012년 기간 1억5,20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는데, 이는 호
주 최대의 보전프로그램 중 하나였음.
- 호주 정부는 승인된 보전 협약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제공함. 보전 규약
및 협약은 토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영구적
으로 보호함.
○ 호주 정부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주 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연계
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연방 정부는 청정에너지미래계획(Clean Energy Future plan)하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한 지역 자연자원관리를 위해 2011~2012년부터 2015~2016년
기간 4,390만 달러를 투입하였음. 이 펀드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우
선순위를 두었음.
- 빅토리아주 정부의 저수지 탄소 오프셋 시범사업(Catchment Carbon
Offsets Trial)은 빅토리아 주 정부가 유역관리 당국과 합동으로 자연자원
관리 계획과 일치하는 탄소 상쇄 기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역 관리
성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였음. 빅토리아 주는 2050년까지 수자원
부문의 제로 배출량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호주는 기후변화위원회(the Climate Change Authority: CCA)라는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을 설립하여 배출저감펀드와 국가온실가스 및 에너지 보고 시
스템(the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System) 등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자문을 하도록 하고 있음. 기후변화위원회의 평가 및
자문은 정책담당부서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 시행에 중요한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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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기후변화 완화정책

1. 일본의 농림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절감목표7

○ 2015년도(확보값)의 일본의 총 배출량은 13억 2,500만 톤(전년도 대비 -2.9%,
2013년도 대비 -6.0%, 2005년도 대비 -5.3%)임.
- 전년도에 비해 배출량이 감소한 요인으로는 전력소비량 감소와 전력 배
출원 단위 개선에 따른 전력에서 발생하는 CO2배출량 감소로 인해 에너
지기원 CO2배출량이 감소한 것 등을 들 수 있음.
- 2005년도에 비해 배출량이 감소한 요인으로는 오존층 파괴물질로부터의
대체로, 냉매분야에 있어서 하이드로 플루오로 카본류(HFCS)의 배출량
이 증가한 한편, 농업부문이나 운수부문의 에너지기원 CO2배출량이 감
소한 것 등을 들 수 있음.
○ 농림수산분야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은 일본 전체의 2.8%이지만, 그 중 메탄,
일산화이산화탄소와 같은 이산화탄소 외의 온실가스가 약 90%를 차지함.

7 일본 농림수산성(2018). 農業分野における 気候変動·地球温暖化対策について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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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온실가스(GHG)의 배출억제 및 흡수(완화책) 목표 등을 내용으
로 하는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이 각의 결정된 것에 입각하여 농림수산분
야의 완화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7년 3월 ｢농림수산성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을 책정함.
- GHG 배출 및 흡수 상황
* CO2배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본은 농림수산분야의 배출비율은 작
지만 CH4, N2O의 비율이 큼. 또한 흡수원의 대부분은 삼림과 농지임.
-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
* 중기목표(2030년도 26% 감소) 달성을 위한 노력
* 장기목표(2050년까지 80% 감소를 목표)로 삼은 전략적 노력
* 환경·경제·사회의 통합적 향상 등
○ 정부의 지구온난화 대책계획의 중기목표와 농림수산분야 정책을 보면 다음
과 같음.
- 2013년도 총배출량 14억800만 t-CO2이고 2030년도 목표는 10억 4200만
t-CO2임. 따라서 2030년도 배출절감목표는 -26.0%(2013년도 대비)이며,
농림수산분야 정책에 의해 -2.8%임. 한편 배출절감목표인 -26.0%는 배출
절감대책에 의해 -23.4%(농림수산분야 -0.2% 포함), 삼림흡수에 의해
-2.0% 농지 토양 흡수 등으로 -0.6%를 달성하려 함.

25
<그림 4-1> 정부의 지구온난화 대책계획의 중기 목표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8). 農業分野における 気候変動·地球温暖化対策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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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농림수산분야 온실가스 절감대책8

○ 지구온난화대책 계획(2016년 5월 13일 각의결정)에서 시설원예분야의 온실
가스 배출절감대책 목표를 정함. 농림수산성 지구온난화대책 계획(2017년
3월 14일 결정)에서 대책의 추진방향을 구체화함. 시설원예의 에너지 절약
설비도입 등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2030년까지 2013년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24만 톤 절감함.
- 대책방향으로는 석유 사용절감에 이바지하는 기술을 도입하여 에너지
절약 추진 필요, 에너지 절약 효과와 도입의 편리함을 겸비한 기술의 도
입·보급을 추진, 에너지 절약형 시설원예로의 전환을 추진, 온실가스배
출절감 등으로 설정함.
- 대책내용으로는 에너지 절약 생산관리 보급계발,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
설비나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가온기술 도입 추진, 에너지 절약 기술을
활용한 산지조성을 위한 대책 추진 등으로 설정함.
○ 에너지 절약을 위한 난방기술로 효율적인 난방을 위한 난방기 관리 유지,
히트펌프나 목재 바이오매스 이용 가온설비 도입, 온도센서의 적절한 설치
와 점검 등을 제시함. 또한 온실의 보온성 향상기술로 오염확인, 세정 등에
의한 채광조건 점검, 외장·내장 피복 틈새 점검, 공기막, 보온효과가 높은
피복설비 도입 등을 제시함. 에너지 절약을 위한 온도관리기술로 작물 생육
에 알맞은 온도에 맞춘 온도관리, 송풍덕트나 순환팬을 활용한 온도 차 해
소, 다단 열기능을 활용한 변온 관리, 식물의 뿌리 부근(근권), 성장점 부근
등의 극소 가온 등을 제시함.
- 에너지 절약 설비 도입에 따른 에너지 절약 대책을 지구온난화 대책 PR
8 일본 농림수산성(2018). 農業分野における 気候変動·地球温暖化対策について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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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수익력 향상에 활용함으로써 브랜드화 등에 따른 강점 있는 산지
조성에도 이어질 수 있음.
* 저탄소화에 따른 PR(J-크레딧제도 활용): J-크레딧제도는 에너지 절약
설비 도입에 따른 CO2 배출 절감량을 크레딧으로,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임. 이 제도는 크레딧 매각이나 크레딧 부여에 따른 생산물의 부
가가치 향상,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따른 PR효과
등이 있음.
* 히트펌프의 냉방이나 제습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난방을 이용한 에너
지 절약뿐만 아니라 품질 향상이나 생산량 증가 등에 따른 수익력 향
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음. 토마토생산자(후쿠시마현) 사례를 보면 여
름철 정식기부터 야간 냉방으로 추계(9~11월) 수확량이 40% 증가. 단
가가 높은 시기인 8월, 10월 수확량 증가로 수익성 향상시키며 야간냉
방으로 병충해에 의한 모 교체 또한 줄어듦(따라서 모의 구입비용이
나 농약비용 절감).

○ 퇴비시용이나 화학비료·화학합성농약을 줄이는 노력 등으로 온실가스(메탄,
아산화질소) 배출을 절감함.
-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절감: 볏짚 퇴비 시용으로 전환하거나 중간낙
수 기간의 연장으로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CH4) 배출을 절감함.
- 농지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 배출절감: 질소를 포함한 화학합성비료의
시용량 저감으로 농지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N2O)의 배출을 절감함.

28
<그림 4-2> 지속가능한 농업생산방식 모형(논벼의 예)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8). 農業分野における 気候変動·地球温暖化対策について.

○ 농지·초지 토양은 삼림 등과 함께 탄소 흡수원의 하나로, 국제적으로 인정
받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에 기여함.
- 식량·농업·농촌기본계획에 의거, 작부면적 유지·확대를 꾀해, 일본 내 농
업 생산 진흥을 착실히 추진함과 동시에 퇴비나 녹비 등의 시용에 따른
환경보전형 농업 대책을 포함하여 추진함으로써, 농지·초지 토양에 의한
탄소 저류가 확보됨.
- 농림수산성은 매년 전국의 농지·초지에서 탄소 저류량 등의 조사를 실
시, 확보한 데이터를 토대로 농연기구 농업환경변화 연구센터가 개발한
모델로 전국의 농지·초지 토양의 탄소 흡수량을 추정, 그 결과에 관해 조
약에 의거한 국제 보고를 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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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우리나라 기후변화 완화정책

1. 우리나라 농축산식품분야 온실가스 배출 현황9

○ 농업관련 부문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약 3천만
톤CO2eq 정도임.
- 벼 재배가 연평균 761만 톤CO2eq로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으며, 농경지
토양, 원예작물 에너지 사용, 가축분뇨 등의 순서로 많이 배출됨.
- 식품산업은 제조부문 230만 톤CO2eq, 수송부문 20만 톤CO2eq 등 약 250
만 톤CO2eq이 배출됨.
○ 벼 재배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는 이유는 재배면적이 2005년에 98
만 ha였으나 2013년에는 15% 감소하였기 때문임(농림축산식품부 2015, 이
상민 외(2017)에서 재인용함). 반면 가축분뇨, 농경지토양 등에서의 온실가
스 배출량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이들 부문에 대한 특별한 관
리가 요구됨.

9 우리나라 농축산식품분야 온실가스 배출 현황은 이상민 외(2017)를 요약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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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농업관련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단위: 백만 톤 CO2eq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벼재배

8.2

8.1

7.9

7.8

7.7

7.5

7.3

7.1

6.9

7.61

농경지토양

5.4

5.4

5.4

5.4

5.6

5.7

5.3

5.7

5.8

5.52

0.027

0.027

0.027

0.026

0.026

0.024

0.022

0.021

0.021

0.02

장내발효

3.3

3.5

3.6

3.8

4

4.3

4.2

4.4

4.4

3.94

가축분뇨

4.1

4.2

4.4

4.4

4.6

4.9

4.6

4.7

4.8

4.52

식음료 가공 및 담배 제조

2.7

2.5

2.6

2.3

2.3

2.4

2.2

2.1

1.9

2.33

식량작물

0.29

0.25

0.23

0.20

0.20

0.20

0.20

0.20

0.10

0.21

원예작물

5.79

6.10

6.12

5.54

5.38

4.88

4.39

5.12

4.06

5.26

특용작물

0.64

0.41

0.47

0.32

0.26

0.21

0.23

0.15

0.11

0.31

2.06

2.13

작물잔사소각

에너지

수송

농산물
식품산업

1.98

2.10

1.78

2.01

0.19

0.11

0.35

0.21

합계
30.47
30.52
30.79
29.78
32.12
32.21
30.57
31.67
30.20
30.92
주: 빈칸은 자료가 없어 계산하지 못한 연도를 나타냄. 이탤릭체로 나타낸 숫자는 2009년 값과 본문의 가정을 토대로 각
연도 도매시장 출하량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값임. 합계는 빈칸을 제외한 해당연도 숫자를 모두 합한 값임.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16); 고현석 외(2015)를 이상민 외(2017)에서 재인용함.

○ 농경지토양의 직접배출원은 화학비료, 가축분뇨, 질소고정작물과 작물잔사
의 토양환원 등으로 구성됨. 질소고정작물과 작물잔사의 토양환원은 그 비
중이 매우 미미하므로 주로 화학비료와 가축분뇨 사용으로 농경지토양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음.
○ 화학비료에 의한 배출량은 2005∼2014년 평균 약 140만 톤CO2eq 정도이나
가축분뇨에 의한 양은 같은 기간 평균 약 406만 톤CO2eq이나 됨.
- 화학비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
지만, 가축분뇨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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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화학비료 및 가축분뇨에 의한 농경지토양 N2O 배출량 추이
N2O(천톤CO2eq)
5,000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2005

2006

2007

2008
화학비료

2009

2010

2011

2012

2013

가축분뇨

2014

연도

자료: 2016년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보고서(2016)를 이상민 외(2017)에서 재인용함.

2. 우리나라 농축산식품분야 온실가스 저감 정책

○ 우리나라의 신기후체제 이후 농림어업 감축목표는 <표 5-2>와 같음. 농축
산 비에너지분야에서 1.6백만 톤,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0.519백만 톤,
농업에너지 절감시설을 통해 1.271백만 톤으로 감축목표가 설정됨.
- 농축산 비에너지분야는 논물관리,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장내발효 개선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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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신기후체제 이후 농림어업 감축방안과 정량평가 지표(∼2030년)
단위: 백만 톤
감축방안
2030 국내 감축목표

지표
BAU 850.8 대비 감축률 25.7%

감축량
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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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농축산(비에너지)

부문 BAU 20.7 대비 감축률 5.2%

(배출전망감소 0.8 포함)
1.6

간단관개 면적 비율
논물 얕게대기 면적 비율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개소 수

0.239
0.048
0.016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개소 수
양질조사료 공급량
저메탄사료 공급에 의한 감축률

0.406
0.109
0.038
(가축분뇨에너지화 추가)
0.519

논물관리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장내발효 개선
신재생에너지 도입

시설원예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 목재 펠릿) 지원면적

농업 에너지 절감시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보온터널 개폐장치, 순환식 수막보
1.271
온시스템) 지원면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2016).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농림어업 부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자
료(2018).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수정안.

○ 농축산식품분야 온실가스 감축 사업 및 제도에는 농축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저탄소농축산
물인증제도’가 있고 식품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와 ‘배출권거래제’ 등이 있음.
○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일종의 탄소상쇄제도이며, 경제적 인센티브를
기초로 함.
- 현재 톤당 1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되고 있음.
-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대상에는 농업 기관, 농업 및 산림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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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실적
연도

등록
(건)

등록농가
(호)

인증
(건)

인증농가
(호)

감축량
(톤CO2)

방법론
개발(건)

2012년

5

60

-

-

-

6

2013년

5

117

5

60

4,859

6

2014년

6

108

9

171

9,779

3

2015년

10

90

13

126

14,144

2

2016년

9

47

17

191

16,480

-

2017년

11

41

19

106

16,547

-

누적

46

463

63

654

61,809

17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부자료(2018a).

○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한 경우 국가 인증을
해 주는 제도이며, 친환경 및 농수산물 우수관리인증(GAP)을 받은 농축산
물을 대상으로 함.
- 현재 정부가 인증비용 지원, 온실가스 산정보고서 작성 교육 및 컨설팅
실시 등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소비자가 그린카드로 저탄소 인증을 받
은 농축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 제품가액의 9%를 에코머니 포인트로 적
립하도록 연계, 유통지원 등을 국고보조 100%로 지원하고 있음.
- 2012년 7개 농업경영체(60개 농가) 인증을 시작으로, 2017년 12월 기준
으로 478개 경영체(2,763개 농가)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음.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서 인정하는 저탄소 농업기술은 ‘저탄소 농축
산물 인증제 세부운영요령(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규 355호)’의 인증대
상의 세부사항에서 규정한 19개 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만을 인정함<표
5-4>. 기술은 크게 (1) 비료 및 작물보호제 절감 기술, (2) 농기계 에너지
절감기술, (3) 난방에너지 절감기술, (4) 농업용수 관리 기술로 구분됨.
인증가능품목은 식량, 과수, 채소, 특용 등 51개 품목으로, 축산물에서의
실질적인 인증이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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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기술 목록
분야

저탄소 농업기술
최적비료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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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 펠릿 난방 장치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
폐열 재이용 난방시스템
일사량 감응 전자동 변온관리 시스템

농업용수 관리 기술

빗물 재활용 기술

논의 물관리 기술
자료: 스마트그린푸드 홈페이지.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인증요건”(http://www.smartgreenfood.org/jsp/front/business/
b0203.jsp: 2018. 10. 3.).

○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감축의무사업장 외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흡수·제
거 사업을 인증 받는 것을 의미함. 농업분야의 경우,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더불어 관련 사업 방법론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표 5-5>.
-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으로는 2017년 지열에너지시스템과 목재
펠릿 보일러 사업이 농업부문 최초 외부사업으로 등록됨.
- 2018년 8월 지열에너지시스템 및 미활용열에너지를 활용한 4개의 사업
이 추가적으로 등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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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농업 부문 감축사업 방법론 현황
인센티브지급형 감축사업
(농업·농촌 자발적 감축사업)

시장거래형 감축사업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미활용 온배수를 이용한 농업시설의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농촌지역에서 미활용 열에너지를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사업의 방법론

분야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순환식 수막재배를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방법론 순환식 수막재배를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방법론
LED 조명기기 설치를 통한 농업시설의 화석연료 사용량
농촌지역의 LED 조명기기 설치 사업의 방법론
절감 방법론
고효율 보온자재를 이용한 농업시설의 난방용 에너지 사 고효율 보온자재를 이용한 원예시설의 난방용 에너지 사
용량 감축 방법론
용량 감축 방법론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농업시설의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농촌지역에서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방법론
사업의 방법론

신재생 에너지 사업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소수력, 풍력) 방법론

농촌지역에서 태양열 이용 열 생산 방법론

자체전력소비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방법론

농촌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이용 전력생산 및 자가 사용 방
법론

녹비작물을 이용한 질소질비료 사용 저감 방법론

-

질소질 비료절감 사업 완효성 비료를 이용한 질소질 비료 사용저감 방법론
부산물 비료를 이용한 질소질 비료 사용저감방법론

완효성비료를 이용한 질소질비료 사용 저감 방법론
부산물비료를 이용한 질소질비료 사용 저감 방법론

목질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농업시설의 화석연료 사용량 절
농촌지역에서 목재 펠릿을 활용한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
감 방법론
농축산 부산물 등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바이오매스 활용사업

기타 감축사업

농촌지역에서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사업의 방법론

왕겨를 이용한 RPC 곡물 건조기 열원대체 방법론

왕겨를 이용한 미곡종합처리장(RPC) 곡물 건조기 연료전
환 사업의 방법론

보존경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

논벼 재배 시 물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논벼 재배 시 물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

커피박 펠릿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부자료(2018a, 2018c).

○ ‘목표관리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업종별 온실가스 다배
출 기업에 대한 법적 규제임. 식품업종 목표관리제 이행업체 및 실적 배출
량은 <표 5-6>과 같음. 2015년에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서 대상 관리업
체 수가 감소하였으나 2016년 관리업체 지정 기준이 강화되면서 다시 관리
업체 수가 증가하여 2017년 기준으로 총 21개 업체가 목표관리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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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식품업종 목표관리제 이행업체 및 실적 배출량
연도

이행업체
(Y년)

총 배출량
(천톤CO2-eq)

2012년

23개

2,269

-

2013년

23개

2,158

-

2014년

28개

2,441

2015년

8개

159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업체 수 감소

2016년

22개

642

관리업체 지정 기준 강화에 따른 업체 수 증가

2017년

21개

596

-

비고(업체 변동)

-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부자료(2018b).

○ ‘배출권거래제’는 일반적으로 배출총량거래(cap and trade) 원칙에 기초해
운영됨.
-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에 대해서 부문별 관장부처에서 지원 사업을 실
시하고 있음. 지원 대상은 할당업체 중 중소·중견기업으로 감축설비 설
치비의 최대 50%(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 가능함.
- 지원 사업은 유형별로 (1) 온실가스 감축수단 발굴 컨설팅, EnMS 사전
컨설팅을 하는 기술지원, (2)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구축 및 성과
평가를 지원하는 자본지원, (3) EnMS 구축 및 성과평가를 지원하는 시
스템지원으로 나눌 수 있음. 또한 감축설비 지원의 주요 지원 대상 설비
는 폐열회수설비, 인버터제어형 공기 압축기, 연료전환버너 등이 있음.

제

6

장

요약 및 시사점

○ 영국과 호주는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인 기후변화위원회를 두고, 국가 온실
가스 완화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검토·평가를 함으로써 관련 기관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함.
- 강력한 권한을 지닌 독립된 기관이 기후변화 정책의 조정 및 검토, 모니
터링, 평가, 자문을 해서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이 이
루어지도록 해야 함.
- 영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 지수를
이용하여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온실가스 감축이 어느 부분에서 어
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비용효과성은 어떠한지 등을 평가하고, 관련
기관 등과 공유할 수 있을 것임.
○ 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국가들 중 하나임. 그러나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목
표 대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영국 기후변화위원회와 Defra는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농업인들의 의식 부족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영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 현장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음.
- 기후변화 적응 필요성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과 새로운 수익성 모색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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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심을 갖고 집중하지만, 탄소 저감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참여 의지
가 낮을 수 있음.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임.
-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이 농가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 배출권거래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호주의 배출저감펀드는 농업 및 토지이
용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이 농가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초
점을 맞추고 있음.
- 가능성 있는 탄소저감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됨. 새로운 탄소저감 기술 및 농법의 이행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음.
- 배출저감 크레딧이 탄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행정 및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규모 농
가가 많기 때문에 프로젝트 설립, 조치, 보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
하면 농가 입장에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것이 농가의
수익으로 성공적으로 연결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큼. 여러 농가들
이 참여하는 마을 단위의 통합 프로젝트 설립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
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또한 농장 내 배출저감 크레딧의 재산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토지
소유자가 직접 배출저감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농지를 임차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크레딧이 농가에게 부여되
는지,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지를 명확하게 검토하고 제시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제거해야 함.
○ 직접적인 온실가스 저감 정책 이외에 농업 및 자연자원관리를 통하여 간접
적인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 저장을 높이는 정책 개발이 필요함.
- 농업 및 자연자원의 적절한 관리는 초목 및 토양의 탄소 저장을 높임과
동시에 복원력을 향상시킴. 그러므로 온실가스 저감뿐만 아니라 기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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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적응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방안임.
- 온실가스 감축과 농업 및 자연자원관리를 별도의 정책이라 생각하기보
다는 상호 준수라는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정책 간의 연
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일본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난방기술로 효율적인 난방을 위한 난방기 관리
유지, 히트펌프나 목재 바이오매스 이용 가온설비 도입, 온도센서의 적절한
설치와 점검 등을 제시함. 또한 온실의 보온성 향상기술로·오염확인, 세정
등에 의한 채광조건 점검, 외장·내장 피복 틈새 점검, 공기막, 보온효과가
높은 피복설비 도입 등을 제시함. 에너지 절약을 위한 온도관리기술로 작물
생육에 알맞은 온도에 맞춘 온도관리, 송풍덕트나 순환팬을 활용한 온도 차
해소, 다단 열기능을 활용한 변온 관리, 식물의 뿌리 부근(근권), 성장점 부
근 등의 극소 가온 등을 제시함.
- 에너지 절약 설비 도입에 따른 에너지 절약 대책을 지구온난화 대책 J-크
레딧제도 활용이나 수익력 향상에 활용함으로써 브랜드화 등에 따른 강
점 있는 산지 조성에도 이어질 수 있음.

○ 퇴비시용이나 화학비료·화학합성농약을 줄이는 노력 등으로 온실가스(메
탄, 아산화질소) 배출을 절감함. 또한 농지·초지 토양은 삼림 등과 함께 탄
소 흡수원의 하나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에
기여함.
- 우리나라도 농지·초지 토양을 흡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우리나라 토양의 흡수 잠재력을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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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탄소가격의 현황과 추세10

○ 2018년 현재 51개의 탄소 가격 정책이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음.
- 배출권거래시장은 25개가 운영/운영예정 중에 있으며, 연방 국가인 경우
는 주로 주 정부나 지방정부 단위로 시행되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국가
인 경우에는 국가 단위인 경우가 많음.
- 탄소세는 26개의 국가에서 도입되었거나 도입 예정이며, 국가 단위에서
운영됨.

10 World Bank Group(2018).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18.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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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1> 세계 배출권거래시스템 및 탄소세 도입 현황

자료: World Bank Group(2018: 40).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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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연합: EU-ETS

○ 2018년 2월 EU는 EU-ETS 제4단계(2021-2030)를 공식 승인하였음. 포스트
-2020 개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연간 CAP 감소폭을 1.74%에서
2.2%로 상향 조정한 것과 초과 배출허용량의 보유를 일시적으로 2023년까
지 24%로 용인하지만, 2023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경매 거래에 의한 초과
배출허용량만을 인정하기로 하였다는 점임.
- 이 밖에 경매로 획득한 배출권은 57%로 제한하여 고정된 비율까지만 초
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게 하였음.
- 또한 탄소 누출 위험이 있는 산업분야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최대
30%의 무료 할당량을 2026년까지 받을 수 있음. 탄소 누출 위험 목록에
있는 산업분야들은 계속해서 무료로 100% 허용량을 받게 됨.
○ 포스트-2020 개정안 투표와 승인 기간 동안에 EUAs 가격이 큰 폭으로 상
승하였음. 2017년 8월 1일 톤당 5유로에서 2018년 4월 1일 톤당 13유로로
큰 폭으로 가격이 높아졌음. 이는 그만큼 EU-ETS 개편과 탄소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음.
○ 영국은 EU 탈퇴 결정에 따라, EU-ETS에 대한 중단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Brexit 날짜 이전까지 영국 시설에서 2018년 방출에 대한 EU-ETS 준
수 날짜를 제출하였음. 2019년 이후 영국이 계속해서 EU-ETS에 참여하는
것은 Brexit 협상의 대상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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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

○ 호주의 배출저감펀드(ERF) 2015년 시행되었음. 2015년부터 2029년까지 1
억 9,100만 톤(tCO2e)의 배출 감축을 위해 228억 달러(US $ 17.5억)의 비용
으로 438건의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였음. 총 규모는 25억 5천만 달러(19
억 6천만 달러)이며, ERF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임. ERF 세이프가드 메커
니즘(2016-2017)하에서 최초 1년의 준수로 시설 운영자들은 베이스라인을 초
과한 배출량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448,000 호주 탄소 크레딧 단위(Australian
Carbon Credit Units: ACCUs)를 지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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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파리협정과 탄소시장

○ 파리협정은 2016년 11월 4일에 발효되었음. 2018년 4월 1일 현재 195개 당
사국이 파리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87%를 차지
하는 175개국이 비준서를 채택하였음. 다만, 파리협정이 국제 탄소 가격을
결정하는 메커니즘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협정의 제6조를 통하여 탄소
가격 결정 메커니즘의 개발을 위한 배경을 제공함.
<부도 2-1>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NDCs) 제출 현황

자료: World Bank Group(2018: 33).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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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협정은 모든 비준 당사국들에게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하도록 요구함. 대부분의
당사국의 최초 NDC는 그들이 처음에 제출하였던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임.
- INCD와는 다른 NDC를 보유한 국가는 11개국에 불과함.
○ 파리협정 제6조는 완화 및 적응 행동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노력을 촉진하
기 위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NDCs의 이행에 협력할 수 있음을 인정함.
○ 제6.2조에서 언급된 협력적 접근법에 관한 지침의 초안을 포함한 비공식 문
서는 다음 사항을 기술함.
- 지침이 6.4조에 따른 완화 활동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ITMO의 특성
- 제6.4조의 메커니즘, 청정 개발 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의 인증된 배출감축량(CERs)이 유효한지, 배출감축량을 초과하는 저감
성과가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결과(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ITMO)11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협동 접근법을 수행하기 위해 당사국이 필요로 하는 NDC의 유형
- 당사국이 협력 접근법에 참여할 때 NDC가 다루는 배출량에 상응하는
조정을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 적응에 대한 진행의 세부원칙
○ 아직 파리협정에서 CDM에 대한 일부 관심이 남아 있지만, 그 중요성은 계
속 줄어들고 있으며 CERs에 대한 수요는 불분명함. 프로젝트 등록과 CER
발행을 포함하여 CDM하에서의 시장 활동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

11 ITMO는 파리협정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이다. ITMO는 2014년 10월 이후 기후변화 협상
과정에서 비공식적인 논의를 진행하면서 제기된 개념이다(이지웅 2016).

47

참고문헌

강상인·김이진·강주연. 2017. “2017년 유엔기후총회(COP23) 주요결과 및 시사점.” KEI
포커스 5(1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구윤모. 2015. “배출권거래제 현황 및 이슈.” KEI 포커스 3(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용건·김이진. 2012. 주요국 온실가스 감축정책 동향 및 시사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이진·이상엽. 2016. 신기후체제 시대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체계 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김이진·이수철. 2013.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가 계획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환경정
책·평가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부자료. 2018a.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 2018b.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 2018c. 배출권거래제.
이상민·임영아·성재훈·안현진·이현정·이혜진. 2017.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1/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지웅. 2016. 신기후체제 하의 국제탄소시장에 관한 최신 논의 현황과 전망. 에너지경제
연구원.
일본 농림수산성. 2018. 農業分野における 気候変動·地球温暖化対策について.

Australian Government Climate Change Authority. 2014. Carbon Farming Initiative Review.
Issue Paper.
Australian Government Climate Change Authority. 2017. Review of the Emissions
Reduction Fund.
Australian Government Climate Change Authority. 2018. Reaping the Rewards: Improving
Farm Profitability, Reducing Emissions and Conserving Natural Capital. Final Report.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and Energy. 2017. 2017 Review of
Climate Change Policies.
UK Committee on Climate Change(CCC). 2016. UK climate action following the Paris
Agreement | Committee on Climate Change.
UK Committee on Climate Change(CCC). 2018. Reducing UK emissions: 2018 Progress
Report to Parliament. <www.theccc.org.uk/publications>.

48
UK 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Defra). 2017. The 8th Agricultural
Statistics and Climate Change. pp. 16-19.
World Bank Group. 2018.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18. World Ba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