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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농업 개황
○ 영국 전체 면적은 약 2,400만 ha이며, 그 가운데 농경지면적은 2014년
에 1,724만 ha로 전체의 71%를 차지함. 농경지 이용면적에는 농작물
및 원예작물, 휴경지, 조방적 방목, 일시적 혹은 영구적 초지, 옥외 돼
지를 위한 토지 등을 포함함. 2014년 면적은 2010년(1,723만 ha)과 비
교할 때 큰 차이가 없음.
표 1. 농경지 이용 현황
단위: 천 ha

2010

2011

2012

2013

2014

이용된 농경지면적

17,233

17,172

17,190

17,260

17,240

총 농경지면적

18,282

18,263

18,349

18,449

18,456

1,228

1,199

1,200

1,199

1,199

농업사업체 전체면적

17,054

17,064

17,149

17,250

17,257

총 재배가능면적

6,015

6,106

6,258

6,310

6,278

3,013

3,075

3,142

3,028

3,179

지방종자

686

742

785

752

691

감자

138

146

149

139

141

기타작물

604

534

500

582

548

원예작물

169

175

172

163

164

휴경지

174

156

153

255

160

1,232

1,278

1,357

1,390

1,396

영구초지

9,980

9,858

9,725

9,742

9,755

기타

1,059

1,100

1,166

1,198

1,224

조방적 방목

곡물

일시적초지

자료: DEFRA. 2015. ｢Agriculture in the United Kingdo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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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물은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재배면적의 51%를 차지하였음. 2010년
의 3,013천 ha에서 소폭 증가하여 2014년 3,179ha임. 밀과 보리가 주
요 품목이며, 각각 1,936천 ha, 1,080천 ha가 재배됨.
- 유채의 면적은 2012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2년 동안 5.7%가 감소하
여 2014년 675천 ha임.
표 2. 주요 작물 재배면적
단위: 천 ha

2010

2011

2012

2013

2014

농작물

4,441

4,497

4,576

4,502

4,559

밀

1,939

1,969

1,992

1,615

1,936

보리

921

970

1,002

1,213

1,080

유채

642

705

756

715

675

기타

939

853

826

959

868

원예작물

169

175

172

163

164

자료: DEFRA. 2015. ｢Agriculture in the United Kingdom 2014｣.

○ 소와 송아지 사육두수는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거의 변화가 없었으
며, 2014년 기준 9,837천 두임. 육우는 계속 감소한 반면, 젖소는 2005
년 이후 감소하다 2014년에 전년보다 3.3% 증가함. 양과 새끼양 사육
두수는 33,743천 두로 전년에 비해 2.7%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새
끼양 두수가 16,026천 두로 전년에 비해 3.4% 증가하였기 때문임. 돼
지는 2014년에 비해 소폭(1.4%) 감소하였으며, 가금류는 2014년에
170백만 수로 전년에 비해 4.4%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육계가
5.5% 증가하였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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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축산 사육두수
단위: 천 두(수)

2010

2011

2012

2013

2014

10,170

9,988

9,952

9,844

9,837

젖소

1,830

1,796

1,796

1,782

1,841

육우

1,668

1,687

1,666

1,611

1,569

31,084

31,634

32,215

32,856

33,743

암양과 새끼양

14,740

14,868

15,229

15,561

16,026

1년 이상의 양

15,431

15,990

16,229

16,381

16,936

4,460

4,441

4,481

4,885

4,815

가금류

163,867

162,551

160,061

162,609

169,684

육계

105,309

102,461

102,558

104,576

110,374

기타

58,558

60,090

57,503

58,033

59,310

소와 송아지

양과 새끼양

돼지

자료: DEFRA. 2015. ｢Agriculture in the United Kingdom 2014｣.

○ 농업총소득은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농가가 얻은 소득인데, 지난 10년
간(2004~2014) 연평균 7.9% 증가함. 2014년 농업총소득은 전년보다
4.4% 감소한 54억 유로(7조 5,243억 원)임. 이는 2011년보다 1.2% 감
소한 수준임.

○ 농가의 연간 작업 단위(annual work unit)당 농업총소득은 실질가격으
로 볼 때 지난 10년간(2004~2014) 연평균 8.4% 증가함. 2014년은 전
년보다 4.4% 감소하여 27,800유로(3,900만 원)로 추정되며, 이는 2011
년보다 약간 감소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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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영국 농업총소득 추이
백만 유로

유로

자료: DEFRA. 2015. ｢Agriculture in the United Kingdom 2014｣.

○ 총불변부가가치는 2014년에 99억 유로(13조 8,791억 원)로 전년보다
4억 71백만 유로 증가하였음. 이는 산출에 비해 중간소비가 더 많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표 4. 총불변부가가치
단위: 백만 유로,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불변산출

19,559

20,563

23,679

24,176

25,942

25,800

중간 소비

12,741

13,684

14,999

15,528

16,491

15,879

총불변부가가치

6,818

6,879

8,680

8,648

9,451

9,922

농업총소득

4,024

3,888

5,172

4,723

5,530

5,379

0.51

0.49

0.60

0.59

0.62

-

총불변부가가치의
농업비중

자료: DEFRA. 2015. ｢Agriculture in the United Kingdo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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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농업 노동력은 2013년에 비해 2.6% 증가한 476천 명이며, 임
금 경영자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모두 증가함.
표 5. 농업 노동력
단위: 천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466

476

481

464

476

295

299

298

290

294

임금 경영자

11

11

11

11

11

기타 노동력

160

166

172

162

170

상업적 소규모 농지의 전체 노동력
농민, 비지니스파트너, 디렉터, 배우자

자료: DEFRA. 2015. ｢Agriculture in the United Kingdom 2014｣.

○ 영국의 식품, 가축사료, 음료 수출액은 2014년에 18,881백만 유로임.
이는 2013년에 비해 1.9% 감소하였으나 장기적인 트렌드를 보면 증가
하고 있는 추세임. 2005년 이후 수출액은 실질 가치로 볼 때 54% 증
가하였음. 질병 관련 이슈들에 대한 주도적인 대응과 지난 10년 동안
의 국제 상품 가격의 상승 추세의 결과임.

○ 영국의 식품, 음료, 가축사료의 수입액은 2014년에 39,555백만 유로임.
이는 2013년에 비해 3.3% 감소하였으나 장기적인 트렌드로는 증가하
는 추세임. 2005년 이후 수입액은 실질 가치로 볼 때 37% 증가하였음.
무역수지는 2013년과 2014년에 4.9% 정도 차이가 났으나 2005년과
2014년 기간 동안은 2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표 6>은 영국의 식품, 음료, 가축사료의 수출입 현황을 나타냄. 전체
11개 부문 가운데 유제품, 생선, 곡물, 설탕, 그리고 다양한 식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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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품 수출액은 증가하였음. 특히 다양한 식용 가능 조제품이 12%로
가장 많이 증가함. 기름과 지방의 수출은 12%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
고, 과일·채소와 음료도 각각 7.5%, 7.1%씩 감소함. 2014년 실질가격
으로 볼 때 수입량의 경우 커피 및 차는 4.8%, 다양한 식용 가능 조제
품 0.5%, 육류 0.3%씩 각각 증가함. 한편 가장 크게 감소한 두 가지
부문으로 기름·지방과 곡물이 있으며 각각 13%, 10% 감소함.

그림 2. 영국의 식품, 음료, 가축사료 수출입 추이
백만 유로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수출액
5,000
0
1994

수입액
1989

1994

1999

2004

자료: DEFRA. 2015. ｢Agriculture in the United Kingdom 2014｣.

6

해외농업시리즈 14: 영국

2009

2014(prov)

표 6. 영국의 식품, 음료, 가축사료 수출입
단위: 백만 유로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육류와 조제품

895

909

972 1313 1370 1506 1763 1638 1700 1665

유제품 및 계란

886

870

941

992

928 1114 1312 1209 1399 1498

생선과 조제품

1156 1131 1144 1142 1294 1448 1542 1392 1490 1561

곡물과 조제품

1526 1482 1582 1984 1968 2079 2137 2008 1895 1939
634

698

698

780

841

871

928

880

974

901

수 설탕과 조제품
출 커피, 차 등

419

448

455

502

502

473

401

394

381

407

771

805

853

981

982 1085 1148 1188 1256 1227

가축 사료

388

436

497

596

649

다양한 조제품

901

930

908 1010 1105 1175 1240 1256 1425 1598

과일채소와 조제품

음료
기름/지방·지방종자

696

741

845

949

899

4315 4490 4773 5169 5467 6022 7148 7043 7062 6562
340

384

460

503

461

570

763

953

708

625

합계

12230 12584 13283 14974 15567 17038 19122 18807 19239 18881

육류와 조제품

4578 4701 4757 5306 5519 5463 6035 5855 5970 5988

유제품 및 계란

2149 2231 2181 2604 2606 2658 2719 2771 2994 2872

생선과 조제품

2087 2303 2323 2500 2416 2426 2695 2662 2803 2737

곡물과 조제품

1859 1866 2241 2789 2738 2535 2680 3085 3629 3255

과일채소와 조제품 6943 7158 7420 8146 8000 8200 8514 8502 9136 8746
수 설탕과 조제품
입 커피, 차 등

1180 1161 1132 1318 1334 1257 1343 1325 1443 1326

가축 사료

1142 1216 1249 1617 1719 1836 1783 1845 2122 2036

다양한 조제품

1458 1513 1789 2203 2428 2305 2559 2617 2765 2780

음료

4579 4562 4676 4949 4936 5061 5231 5340 5326 5211

1700 1769 1872 2212 2569 2691 2948 2811 2758 2891

기름/지방·지방종자 1146 1271 1414 2151 1814 1778 2154 2061 1974 1714
합계

28821 29751 31055 35795 36079 36209 38661 38875 40921 39555

자료: DEFRA. 2015. ｢Agriculture in the United Kingdo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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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2.1. 전체 배출 현황
○ 2013년 기준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68.3백만 톤으로 1990년 대
비 29.8% 감소하였음. 부문별 배출량 구성을 보면, 에너지 부문이
3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수송 20.6%, 사업
체 16.0%, 주거용 건물 13.7%, 농업 9.4%를 각각 차지함<표 7>.

표 7. 영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단위: 백 만톤

1990

1995

2000

2005

2010

2012

2013

에너지

278.8

238.8

221.5

231.4

206.7

203.5

189.7

수송

121.7

122.2

126.8

130.7

120.3

118

116.8

사업체

115.4

113.7

117.2

109.5

94.4

88.4

90.9

건물

80.6

81.9

89

86

87.8

77.3

77.6

농업

66

65.1

61.4

57.3

54.6

54

53.7

69.3

71.5

66.8

53

31.5

26.3

22.6

60

50.9

27.2

20.4

12.5

10.5

12.8

13.5

13.3

12.1

11.2

9.8

9.3

9.5

4

3.3

0.8

-2.9

-4.3

-5

-5.3

809.4

760.6

722.8

696.6

613.3

582.2

568.3

폐기물
산업공정
공공
LULUCF
합계

자료: DECC. 2015. ｢2013 UK Greenhouse Gas Emissions, Final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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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영국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구성(%)
산업공정 2.3
폐기물 4.0

공공 1.7

LULUCF -0.9

농업 9.4
에너지 33.4
건물 13.7

사업체 16.0

수송 20.6

자료: DECC. 2015. ｢2013 UK Greenhouse Gas Emissions, Final Figures｣.

2.2. 농업부문 배출 현황
2.2.1. 농업환경 현황
○ 질소와 인산은 작물 성장을 위해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두 가지 영양
분임. 이러한 영양분이 결핍되면 작물 단수와 생산 수준에 영향을 미
치게 됨. 이러한 영양분들은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예를 들어 축산분
뇨와 슬러리)를 통해 공급됨. 그리고 토양과 축산분뇨에 있는 이러한
영양분이 농업환경으로 흘러가게 되면 수질(수체의 질소와 인산 수
준), 대기질(암모니아 배출)에 영향을 미치고 기후변화를 일으킬 수 있
음(아산화질소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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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농업 토양은 작물의 재배시기에 필요한 양을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양의 질소를 자연적으로 생산하지 못함. 그래서 매년 인위적인
질소 투입이 필요함.

○ 질소는 통상적으로 작물 성장, 단수, 그리고 품질에 매우 크고 즉각적
인 효과를 나타냄. 작물 성장 필요조건이 분명히 충족되도록 하기 위
해서는 질소 이용의 올바른 비율과 시기가 중요함.

○ 1990년에서 2014년 사이 영국 작물 재배지의 일반적인 무기질 질소
시용량(mineral nitrogen application rate)이 145~150kg/ha이었음. 이 수
치는 2013년에 136kg/ha까지 감소하였는데, 2012년 가을 불순한 기상
의 결과로 봄 작기 작물 재배를 더 많이 함에 따라 늘어난 작물에 시용
할 수 있는 질소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졌기 때문임. 2014년에 질소 시
용량이 146kg/ha까지 증가하여 과거의 추세를 회복함.

○ 초지의 경우 양분 시용량(nutrient application rates)이 작물 재배지에
비해 낮은 수준임. 1990년에서 2014년 사이 전체적인 초지의 무기질
질소 시용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14년에 60kg/ha를 사용한 것
으로 나타남. 소 사육두수의 감소와 함께 분뇨 이용의 효율성 개선이
무기질 질소 시용량 감소의 원인으로 보임.

○ 인산은 비료와 가축분뇨를 통해 공급되는데, 특히 재배하는 작물이 인
산을 흡수함에 따라 부족해진 인산의 양을 대체하기 위해서임. 대부분
의 영국 토양은 몇 년에 걸쳐 작물 흡수를 위해 이용 가능한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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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양의 인산을 저장할 능력이 있음. 그러므로 토양 내의 인산을 적
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산의 이용 시기와 함께 인
산의 공급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 재배지의 전반적인 무기질 인산 시용량(mineral phosphate application
rates)은 1990년에서 2014년 사이에 감소하여 2014년 29kg/ha를 나타
냄. 초지에의 전반적인 인산 시용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14년
10kg/ha인 것으로 나타남.

○ 연간 질소와 인산의 수준은 비료 가격, 작물 가격, 작물 유형, 재배기
간 동안의 날씨 등에 영향을 받음. 예를 들어 2009년 양분 시용량
(nutrient application rates)이 감소한 것은 비료가격 상승이 원인이었음.

그림 4. 작물재배지와 초지의 질소와 인산 사용 추이
<질소>
작물
작물

<인산>
초지
초지

작물
작물

초지

자료: DEFRA. 2015. ｢Agriculture in the United Kingdo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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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 양분수지는 농업 토양의 질소와 인산에 의한 전반적인 환경적 압
력 지표를 제공해 줌. 양분수지는 토양에 적용한 양분량(주로 비료와
가축분뇨)과 사료 및 방목장 풀을 포함한 작물이 흡수한 양분량의 차
이로 측정됨. 헥타당 양분수지의 증가는 환경적 부담의 증가를 나타내
는 반면 헥타당 양분수지의 감소는 양분 손실과 그에 따른 배출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부담의 감소를 나타냄.

○ 2013년 추정치(Provisional estimates)를 보면, 영국의 재배지 토양의
질소 양분수지는 92kg/ha으로 잉여가 발생함. 2012년과 비교할 때 이
수치는 1% 증가하였지만 전체적인 장기 트렌드로 보면 2000년 이후
19kg/ha(-17%)이 감소하였음.

○ 2000년 이후 질소양분 잉여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주요 이유는 가축
사육두수 감소로 화학비료와 가축분뇨 사용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임.
이것은 같은 기간 질소유출(offtake)의 감소(특히 사료용 작물)에 의해
부분적으로 상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소한 것임. 2013년의 질소 양
분수지가 2012년에 비해 증가한 이유는 양분 투입이 대체적으로 변화
가 없었던 반면 수확된 작물과 작물 잔사를 통한 질소의 유출(offtake)
이 약간 감소하였기 때문임.

○ 영국의 2013년 재배지 토양의 인산 수지는 7.2kg/ha의 잉여가 발생함.
이는 2012년과 비교할 때 3% 증가하였지만, 2000년 이후 2.8kg/ha
(-28%) 감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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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이후 잉여 인산수지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이유는 질소와 유사
함. 2013년 인산수지가 2012년에 비해 증가한 주된 이유는 산출물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화학비료 투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그림 5. 질소와 인산 양분수지
<질소수지>

전체농장

<인산수지>

상업농장
전체농장

상업농장

자료: DEFRA(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environmentfood-rural-affairs).

2.2.2.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현황
○ 2013년 기준 영국 농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영국
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 기준으로 메탄(CH4)은 48%, 아산화질소(N2O)
는 79%, 이산화탄소(CO2)는 1.0%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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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영국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구성
백만톤

농업전체

아산화질소

메탄

이산화탄소

자료: DECC. 2015. ｢2013 UK Greenhouse Gas Emissions, Final Figures｣.

○ 영국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3년 53.7Mt CO2-eq으로 1990년
에 비해 19% 감소함.
- 메탄(CH4) 배출량은 22.7Mt CO2-eq으로 1990년에 비해 17% 감소함.
- 아산화질소(N2O) 배출량은 22.7Mt CO2-eq으로 1990년에 비해 17%
감소함.
-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4.9Mt CO2-eq으로 1990년에 비해 31%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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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산화질소 배출
○ 농업토양으로부터의 아산화질소 직접 배출은 다음의 원인에 의한 것
으로 추정됨.
- 비유기질 비료의 이용, 작물별 질소의 생물학적 고정, 작물 잔사를
트랙터로 가는 작업(ploughing in crop residues), 유기질 토양의 경
작, 토양에 살포된 가축분뇨와 초지에 방목된 가축에 의해 배설된
분뇨

○ 직접적 배출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배출의 원인이 추정됨.
- 질소산화물(NOx)과 암모니아(NH3)의 대기 침적으로부터 발생한 아
산화질소의 배출, 질산염의 침출과 지표유출로부터 발생한 아산화
질소의 배출, 또한 수많은 분뇨처리 시스템에서 저장 기간 동안 분
뇨로부터 발생되는 아산화질소 배출량 등

○ 지난 20년간 아산화질소 배출량이 감소한 것은 질소의 전반적인 이용,
특히 초지 이용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임.
- 이 기간 동안 밀 단수는 증가하였기 때문에 같은 양의 질소를 사용
하여 더 많은 밀을 생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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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영국 농업부문 아산화질소 배출량 구성
백만 톤
아산화질소 전체

직접적 토양 배출

기타

자료: DECC. 2015. ｢2013 UK Greenhouse Gas Emissions, Final Figures｣.

나. 메탄 배출
○ 2013년 기준 영국의 메탄(CH4)의 48%를 농업분야에서 배출한 것으로
추정됨. 메탄은 장내 발효의 부산물로 발생하고, 혐기적 조건하의 가
축분뇨 분해로부터 발생함. 장내 발효는 사료 구성 성분이 미생물에
의해 나누어져 단순한 분자가 되는 하나의 소화 과정(digestive process)임. 반추동물(예, 소와 양)과 비반추동물(예, 돼지와 말) 모두 메탄
을 발생시키며, 반추동물이 사료 섭취 단위당 더 많은 메탄을 발생시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가축분뇨가 늪, 연못 혹은 탱크 속에서 액체
로 저장되거나 관리될 때 혐기성으로 분해되어 상당한 양의 메탄을 발
생시키게 됨. 분뇨를 고형물로 다루거나 목초지 위에 놓아두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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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성으로 분해되어 메탄이 거의 발생되지 않음.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용되는 가축분뇨 관리 시스템이 배출량에 영향을 미침.

○ 1990년 이후 메탄 배출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는 영국
의 소와 양 사육두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그림 8. 영국 농업부문 메탄 배출량 구성
백만 톤

메탄 전체

장의 발효(소)

장의 발효(양)

장의 발효(기타)

분뇨관리

자료: DECC. 2015. ｢2013 UK Greenhouse Gas Emissions, Final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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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산화탄소 배출
○ 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1% 정도만을 농업부문에서 배출함.
그리고 이 배출은 주로 연료 사용과 관계됨. 1990년 이후 농업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9. 영국 농업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구성
백만 톤

이산화탄소 전체

고정 및 이동 연소

기타

자료: DECC. 2015. ｢2013 UK Greenhouse Gas Emissions, Final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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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전망 및 감축목표
3.1. 영국 온실가스 배출전망 및 감축목표

○ 영국은 2008년 기후변화법을 발효하여 2050년까지 영국 온실가스 배
출량을 1990년 대비 80%로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탄소예산(carbon budget) 시스템을 도입함.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2050년까지를 5개 기간으로 구분하고, 기간별 감축목표
를 명시함. 탄소예산 시스템에 따라 2027년까지 1990년도 배출량 대
비 50%를 줄여야 함.

○ 기후변화법(2008) 제12조와 제14조 규정에 의해 2009년 7월 ‘영국 저
탄소 전환 이행계획: 기후와 에너지에 관한 국가 전략’에서 2020년까
지 탄소배출을 2008년 수준 대비 18%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여
기에서 ‘이행계획’은 전력, 가정 및 지역공동체, 작업장, 운송 및 교통,
농장 및 토지와 폐기물에 대한 관리방안과 2050년까지의 로드맵, 북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지역의 추가 조치에 대한 정책을 담고
있음.

○ 영국정부는 2011년 12월에 ‘탄소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이는 통
합적인 영국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와 4차 탄소 예산(2023~2027)을 포
함하고 있음. 이 제안서는 2050년까지 건물, 수송, 산업, 에너지, 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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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및 토지관리, 폐기물 및 자원관리의 효율화로 장기적인 부문별 저
탄소 계획 및 시행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영국정부는 이산화탄소를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34%, 2050년까지 80%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력시장 개혁 방안을 발표함.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5% 높이는 등 저탄소 발전
원의 확대를 위한 전력공급체계의 개혁과 이를 위한 강력한 투자유도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됨.

3.2. 농업부문 배출 전망 및 감축목표
○ 2030년까지의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전망
- 영국의 FAPRI 모델을 통해 예측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전체 배출량
및 아산화질소와 메탄 배출량을 전망하였음.
∙FAPRI-UK 모델링 시스템은 퀸즈 대학의 농식품 바이오과학연구
소(Agri-Food and Biosciences Institute: AFBI)에 의해 개발 및 운
용되고 있음.
- 전망 결과 전체 배출량은 2020년에 2009년 수준보다 약 2%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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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2010~2030)
단위: Mt CO2-eq

2009

2010

2015

2020

2025

2030

최고

45.0

45.0

45.0

45.0

45.0

45.0

최저

45.0

44.8

43.4

43.4

43.4

43.4

평균

45.0

44.8

43.9

43.8

43.8

43.8

자료: DEFRA(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environmentfood-rural-affairs).

- 2020년 아산화질소 배출량은 2009년에 비해 약 2%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메탄 배출량은 2009년에 비해 약 2%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표 9. 아산화질소와 메탄 배출량 전망(2010~2030)
단위: Mt CO2-eq

2009

2010

2015

2020

2025

2030

아산화질소

26.9

26.9

26.5

26.4

26.4

26.4

메탄

17.9

17.9

17.5

17.6

17.6

17.6

자료: DEFRA(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environmentfood-rural-affairs).

○ 영국은 농업부문의 온실가스를 제2기부터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따라서 제2기에 2.1Mt CO2-eq, 제3기에 14.9Mt CO2-eq을 줄일
계획임. 2016년 0.6Mt CO2-eq을 시작으로 연도별 감축량 목표는 매년
증가하여 2022년에는 3.4Mt CO2-eq을 줄일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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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4.1. 영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개요1)
○ 영국의 기후정책 추진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990
년 이전부터 기후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음.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대학에서 출발하였으며, 점차 정부가 개입하는 방향으로 진행
됨.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 해들리센터(The Hadley Center for Climate
Prediction and Research)를 들 수 있는데, 영국 기상청 내에 소재하며
영국정부의 기후모델링과 예측능력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음.

○ 1990년에서 2000년 사이 기후변화 정책을 도입하였음. 2000년 11월에
최초의 종합적인 기후변화대책(Climate Change Programme for the
UK, DETR 2000)을 수립하여 발표함. 여기에 영국 온실가스 감축정책
의 기본 틀이 제시됨. 기후변화 부과금과 배출권거래제도를 교토의정
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확정함.

○ 2001년부터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기후변화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2000년대 들어서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수립하여 실행하게 됨. 2001년 탄소 트러스터(Carbon Trust)를 설립하
여 탄소 감축과 저탄소 기술 개발을 촉진함. 2003년에 에너지 백서를
발표하고 에너지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시함. 1990년과 2006년 사
1) 영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개요는 이영란 (2014)의 자료를 요약하여 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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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기간(2008~2012)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12.5%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회하는 15%의 감축을 달성함.
○ 영국은 국가적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위해 기후변화법(UK
Climate Change Act 2008), 에너지법(Energy Bill), 계획법(Planning
Act)을 제정하였으며, 이 3대법은 저탄소 중심의 경제체제전환, 장기
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확보,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
온실가스 감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기후변화법은 5년간 ‘탄소예산’을 도입하여 배출목표 달성방안을
제시하였고, 기업의 경영전략보고서 등에 기후변화 내용을 반영하
였으며, 1회용 봉투사용을 금지함.
- 에너지법은 원자력 발전시설 개발의 보완 및 지원, 신재생에너지 공
급확대, 탄소포집, 스마트 미터 등 신기술도입과 확대지원 등의 내
용을 담고 있음.
- 계획법은 에너지 기반시설사업 승인절차 간소화를 통한 보급 확대,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영국의 기후정책 기구로는 환경식품농림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 기후변화청(Office of Climate Change:
OCC), 에너지기후변화부(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DECC), 기후변화위원회(Committee on Climate Change: CCC), 영국기
업협회(Conference of British Industry: CBI) 등이 있음.
- 환경식품농림부는 기후변화 완화정책과 관련된 책임을 에너지기후
변화부에 이관하였지만 기후변화와 관련한 지속가능하고 자원효율
적인 경제를 촉진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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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청은 기후변화 정책을 분석하고,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수
립 및 발전시키기는 것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됨.
- 에너지기후변화부는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위
하여 기업규제개혁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식품농림부의 기후변화
부문을 통합하여 신설함.
- 기후변화위원회는 법률에 보장된 독립적인 비정부 조직이며, 에너
지기후변화부와 관련 부처의 공공서비스 협정과 전략적 목적을 지
원하기 위해 설립됨.
- 영국기업협회는 기업연합단체로서 영국의 약 24만 개 사업체를 대
변함. 영국 정부의 높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용하고, 이를 달성
하기 위한 각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수립을 요구함.

○ 영국의 탄소저감 수단으로는 탄소감량 의무정책(Carbon Reduction
Commitment: CRC),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U-ETS), 그린 딜(Green
Deal)2) 등이 있음.
- 탄소감량 의무정책은 일반 대기업과 학교, 공공기관 등에 의무적으
로 적용되는 감축정책으로 2020년까지 1.2Mt CO2의 이산화탄소를
매년 감축할 계획임.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시장원리를 이용한 온난화 대책으로 2005
년 4월부터 시작하였음.

2) 그린 딜은 주택의 에너지효율화를 도모하고 가정부문 탄소배출을 감축시킬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택 소유자 (거주자 )가 그린 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출받을 경우 향후 25년간 분할 납부 및 상환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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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농업부문 감축정책
○ 1990년부터 현재까지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이 온실가스가 감축된 이유는 가축의 수가 감
소하였고, 작물 생산에 있어 비료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
임. 또한 보조금 지급을 생산과 분리시켰고, 비교적 집약적이지 않은
농업으로 인해 토양의 탄소 배출이 저감되었기 때문임.
○ 영국 정부는 농업 및 토지 이용에 있어 배출량 저감을 위해 다음과 같
은 실질적 조치에 집중하고 있음. 즉, 작물 및 동물의 영양 관리 및 급
여 행위 개선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개선은 배출량을 저감시켜
주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며, 비용을 절감해줄 가능성이 높음. 또한 이
러한 개선은 많은 경우에 따라 환경적 혜택까지 가져다 줌. 자연적으
로 탄소를 저장함으로써 기후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토양은 기후
변화에 따라 저장된 탄소가 늘어나거나 배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
호 및 관리할 필요가 있음.

4.2.1. 작물의 양분 관리 정책
○ 영국 정부는 양분관리계획 및 비료와 부산물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련
된 권고사항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임. 농민, 재배자, 토지관리자
를 위한 우수농산물인증제도 시행령(Code of Good Agricultural
Practice)은 자연자원을 보호하면서 경제적인 농업이 되게 하는 한편,
오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음. 정부는 농장의 양분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료사용 매뉴얼을 최신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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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박스는 감자 농장의 양분관리 사례를 나타냄. 영국 Brouhshane
근교에 위치한 Ian 씨의 McMaster 농장은 신중한 재배지 선택, 정밀
한 양분관리 계획 실천, 컴퓨터에 의한 저장과 관리 등으로 생산비
의 감소, 단수 증가, 부가가치 창출에 따른 수익 증가, 농장과 공장
의 효율성 개선, 효율적인 실천을 통한 탄소 배출 감소 등의 편익을
얻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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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양분관리 사례(Ian McMaster 농장)
○ Ian 씨는 2000년 이후 Brouhshane 근교에서 그의 아내 Laura와
함께 감자 농장을 가지고 가족기업농을 경영해 오고 있음. Ian
씨의 감자 기업농은 매년 가공용 감자 35~40ha를 재배하고 있
음. 생산된 감자는 ‘Chip Master’를 통해 가공됨. ‘Chip Master’
는 지역 칩 가게와 음식점에 신선한 감자와 채소를 공급함.
○ Ian 씨의 경우 잠재적 단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재배지 선택
을 신중하게 하였음. 배수가 잘 되는 재배지를 선택하였으며, 일
반적으로 높은 양분을 포함하는 낙농가 초지를 임대함. 정밀한
양분관리 계획을 실천함으로써 이용 가능한 유기질 분뇨의 비료
를 효율적으로 사용함. 이러한 지속적인 정밀 관리를 통해 가공
에 적당한 품질의 감자를 높은 단수로 재배할 수 있게 됨. 생산
된 감자는 농장의 냉장 저장고에 저장됨. 이 저장고는 컴퓨터로
조절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냉장고의 규모는 사업의
필요량에 맞추어져 빈 공간을 줄임으로써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함. 냉장고의 공간이 남을 경우 가능한 가득 찰
때까지 재대여함.
○ 예상되는 편익으로는 생산비의 감소, 단수 증가, 부가가치 창출
에 따른 수익 증가, 농장과 공장의 효율성 개선, 효율적인 실천
을 통한 탄소 배출 감소 등이 있음.
○ 향후 예상되는 도전들로는 ‘새로운 사업으로의 다각화’, ‘일정한
품질 유지’ 등이 있음.
자료: Agriculture and Forestry Greenhouse Gas Stakeholder Group(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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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축산분야 정책
○ 2050경로(Pathways)는 부분별 생산 활동 시나리오에 따라 에너지의
생산을 전망하는 프로그램으로 농업과 관련된 부분은 바이오에너지
작물 재배와 축산관리가 있음.
- 2007년 축산 사육두수가 2억 2천만 마리 이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거의 2백만 마리의 젖소가 있었음. 2050 Calculator는 농업 바이오
매스와 토지 이용에 대한 두 가지 옵션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중 하
나가 축산 관리임. 즉, 축산 사육두수에 의한 분뇨 발생량 시나리오
에 따라 에너지 생산량을 전망함.
- 레벨 1: 2050년까지 국내 식량생산을 수입보다 우선한다는 가정임.
축산 사육두수는 2010년에 비해 10% 이상 증가함. 이 경우 2050년
에 영국의 초지에 약 20만 마리 이상의 소가 증가함을 의미함.
- 레벨 2: 2050년까지 축산 사육두수가 현재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는
가정임. 하지만 분뇨가 해마다 0.2%씩 증가하기 때문에 바이오매스
로부터 나오는 에너지가 농업 부산물에서 더 많이 발생하게 됨.
- 레벨 3: 2050년까지 축산 사육두수가 10% 감소하는 것을 가정함.
이는 사실상 레벨1과 반대의 가정이며 2050년까지 대략 20만 마리
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함.
- 레벨 4: 축산에서의 유의미한 이동을 가정함. 이러한 이동은 소고기
에서 닭고기와 같이 토지 집약적이지 않은 고기로 선호를 바꾸어
고기 소비를 줄이거나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 때
문에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2050년 축산 사육두수는 2010년
수준에 비해 25% 감소하며, 이는 39만 마리 감소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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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축산 관리(TWh/년)

자료: DECC(www.decc.gov.uk/2050).

○ 영국 정부는 농업부문에서 배출되는 메탄을 줄이기 위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예를 들면, 축산부문의 장내 메탄과 질소배출량을 줄
이기 위한 반추가축영향(ruminant nutrition regimes)에 대한 연구, 젖소
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등이 있음.

○ 기후변화법하에서 농업부문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는 집약적인 돼지 및 가금 사육과 관련이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 목표
를 달성할 경우에 기후변화세(climate change levy)를 80% 감면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음.

○ 아래 박스는 영국 Armagh 카운티에 위치한 Pat 씨의 Lavery 농장 사
례를 나타냄. Lavery 농장은 품질 좋은 목초 재배, 적정 사육밀도 유
지, 토양 분석, 온라인 양분관리 계산기 이용 등을 시행한 결과, 화학
비료 사용량의 50% 감축, 젖소에 대한 이윤율 향상, 질소 비료 사용
감소에 따라 아산화질소 발생 감소, 효율성 개선에 의한 온실가스 배
출량 감소 등의 편익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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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양분관리 사례(Pat Lavery 농장)
○ Armagh 카운티의 Lough Neagh 끝에 위치함.
○ 현재 이 농장은 90마리의 Holstein/Friesian 젖소를 사육하여 물
질적‧재정적으로 큰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
○ Pat 씨는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품질 좋은 목초를 재배하여
이용하고, 적정 사육밀도(Stocking rate)를 유지하여 농장의 유기
질 질소 함유량(nitrogen loading)이 170kg N/ha 이하가 되도록 함.
○ 경영성과 목표와 환경적 기준을 계속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Pat 씨는 양분관리 계획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함. 다른 농장들
의 경우와 같이 토양 분석을 5~6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함.
연중 비료 시용 계획을 위해서 Pat 씨는 DARD에 의해 개발된
온라인 양분관리 계산기(calculators)를 사용함.
○ 예상되는 장점으로는 연중 비료 요구량에 대한 계획, 2005년 이
후 화학비료 사용량의 50% 감축, 젖소에 대한 이윤율 향상, 질
소 비료 사용 감소에 따라 아산화질소 발생 감소, 효율성 개선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이 있음.
○ 향후 이 농장에 예상되는 도전들로 ‘고르지 못한 기상 조건하에
서 초지 생산성 유지’, ‘규제에의 순응’, ‘우유 가격의 변동성’ 등
이 있음.
자료: Agriculture and Forestry Greenhouse Gas Stakeholder Group(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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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박스는 영국 리딩 대학의 ‘우유 지방 조성물의 변형을 통한 포화
지방산의 감소’ 연구 사례를 나타냄. 이 연구는 젖소의 사료에 가공 처
리된 유지종자(oilseeds)를 포함시키는 것이 cis-MUFA라는 성분을 증
가시키면서 우유의 포화지방산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증명한 것으로,
상업적 측면에서 낙농가 수익을 높여주고 수출 수요를 증가시키며, 그
결과 영국의 식품 산업 경쟁력을 제고시켜 주는 편익이 있음. 또한 공
중보건 및 재정적 측면에서 포화 지방 섭취에 관한 영양 지침을 충족
시킴으로써 연간 200억 파운드를 절약할 수 있으며, 개인적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우유의 포화지방산을 감소시킴으로써 노인의 경우 건강과
삶의 질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포화지방산의 감소 연구 사례
○ 유제품의 지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영국은 대부분의 서양 국가들과 같이 우유와 우유제품의 포
화지방산이 목표치를 초과하고 있음. 포화지방산의 과도한
소비는 조기 사망의 최대 원인인 심혈관 질환(뇌졸증 포함)
의 위험 인자임.
- 젖소의 사료를 바꾸어주면 포화지방산이 감소된 우유를 생산
할 수 있으며, 이는 우유 섭취에 따른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포화지방산 섭취를 감소시키는 잠재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 우유의 포화지방산 함량 감소
- 리딩대학 연구는 젖소의 사료에 가공 처리된 유지종자(oils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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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시킴으로써 cis-MUFA라는 성분을 증가시키면서 우유
의 포화지방산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음.
○ 포화지방산 감소의 편익
- (상업적 측면) Marks & Spencer는 젖소 사료를 바꾸어줌으로
써 포화 지방산이 최대 6% 더 적은 우유를 판매하고 있음. 사
료에 팜 오일 사용의 감소 , 젖소에 의해 생성되는 메탄의 감
소 등에 기인한 환경적인 편익들이 있음. 이 기술은 건강에 대
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낙농제품 수요를 촉진시키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어서 낙농가의 수익을 높여 주고 수출 수
요를 증가시키며, 그 결과 영국의 식품 산업 경쟁력을 제고시
켜 줄 것임.
- (공중보건 및 재정적 측면) 심혈관 질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
이 현재 연간 180억 파운드 정도 들며, 이는 EU의 가장 높은
비용 중 하나임. 포화 지방 섭취에 관한 영양 지침을 충족시
킨다면 연간 약 200억 파운드를 절약할 수 있음.
- (개인적 측면) 장기적으로 포화지방산을 감소시킨 우유를 섭
취하면 노인의 경우 건강과 삶의 질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
을 가지게 됨. 개선된 제품은 소비를 촉진하게 될 것이고 근
육 및 뼈 강도 유지를 도울 것임.
○ 생산비가 높아 생산이 증가되기 어려우며, 소비자 가격이 높아
소비가 확대되기 어려움. 현재 영국 정부는 상호 준수 제도를 통
해 포화 지방산이 낮은 우유를 생산하는 농가를 지원하고 있음.
자료: Reading University, Centre for Food Security webpage(www.reading.ac.uk/food-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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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토양관리 정책
○ 2009년 잉글랜드 토양전략(The 2009 soil strategy for England)에서는
기후 규제에 따른 토양의 역할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 토양은
영국의 가장 큰 육지 탄소저장고로 탄소 100억 톤을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토양탄소(soil carbon)는 토지이용 및 토지관리, 기온 및 강수 등의
기후요소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 즉, 토양은 탄소를 흡수하기도 하
지만 온실가스를 배출하기도 함. 이러한 복잡한 관계로 인해 토양
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전망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어려움.

○ 1970년대 이후 집약 농업으로 인해 농지 내 탄소의 수준이 낮아졌음.
정부는 모범영농지침(Code of Good Agricultural Practice)을 통해 농지
내 토양탄소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농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그
밖에 수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탄소저장 구축에 초점을 맞
추어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비생산적이고 종이 다양하지 못한 한계
초지의 반자연/습지 서식지 복원, 고지대 대규모 유기토양의 습윤화
등이 있음.

4.2.4. 바이오매스 정책
○ 2050경로(Pathways)는 부분별 생산 활동 시나리오에 따라 에너지의
생산을 전망하는 프로그램임. 농업과 관련된 부분은 바이오에너지 작
물 재배와 축산관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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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에 영국은 4,000km2의 경지를 에너지 작물을 재배하는 데 이용
하였으며 이 수치는 전 국토의 2% 미만을 차지함. 그리고 174,000km2의
땅이 경종작물, 축산, 그리고 휴경지 등임.

○ 토지사용: 바이오에너지 작물 재배
- 레벨 1: 2050년까지 장기적인 토지 이용에 있어 바이오에너지보
다는 식량생산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을 가정함. 단수 증가로 더
많은 식량을 토지로부터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는 지금
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용됨. 이때 이용가능한 에너지는 2050년에
55TWh/년임.
- 레벨 2: 토지관리에 대한 현재의 추세와 정책이 2050년까지 계속
되어 택지 개발 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함. 하지만 바이오에
너지 작물 재배면적도 증가하여 2050년에는 현재에 비해 5배 이상
의 에너지 작물이 생산됨. 그 결과 2050년에 이용가능한 에너지는
117TWh/년임.
- 레벨 3: 2050년 영국 경지면적의 10%에 해당하는 웨일즈 규모 수준
의 면적에서 에너지 작물이 재배되는 것을 가정함. 토양 및 작물 관
리기술의 두드러진 발전이 있으며 현재 식량 작물 생산에 이용된
경지가 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산림에 새로 할당됨. 그 결과 2050년
에 이용가능한 에너지는 324TWh/년임.
- 레벨 4: 국내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중점을 두어 경지면적의 17%에
서 바이오에너지 작물을 재배하며, 산림을 통한 광범위한 탄소 흡수
가 있고, 바이오에너지 이용을 위해 폐기물의 효과적인 수집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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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가정함. 그 결과 이용 가능한 에너지는
2050년에 545 TWh/년임.
그림 11. 바이오에너지작물 재배(TWh/년)

자료: DECC(www.decc.gov.uk/2050).

○ 영국의 바이오매스전략(UK Biomass Strategy)3)은 바이오매스 공급과
사용의 확대를 목표로 하며,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시장과 공급사슬
의 개발을 추구하고 있음. 에너지작물을 포함한 바이오매스의 생산은
다양한 지원계획을 통하여 장려되고 있음. 예를 들면, 잉글랜드는 에
너지작물계획(Energy Crops Scheme)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바이오에너지 인프라계획(Bio-energy Infrastructure
Scheme)은 바이오매스의 수확‧처리‧공급을 담당하는 농민, 산림업자,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금하는 제도임.

○ 영국 정부는 기후변화와 환경적 목적에 있어서 혐기성 소화(Anaerobic
Digestion)의 가능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2007년
3) 정학균 ‧ 김창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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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혐기성 소화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들을 포함한 영국
바이오매스 전략(UK Biomass Strategy)과 바이오매스 전략을 보완한
폐기물전략(Waste Strategy for England)을 발표하였음. 이러한 전략
들은 혐기성 소화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시됨.

○ 영국 정부는 2009년 4월 음식물쓰레기 처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가적인
1천만 파운드의 예산을 투입하였음.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는 음식물쓰레기 재처
리 시설의 개발을 위해 840만 파운드를 투입하였음.

○ 아래 박스는 웨일즈에 있는 BEACON 바이오리파이닝 센터의 과정 최
적화 시스템을 설명함. 이 시스템은 환경적 영향을 줄이고 경제적 수
익을 증가시킬 수 있게 하는 전 과정 및 경제적 분석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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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CON 바이오리파이닝 센터
○ BEACON 바이오리파이닝센터는 과정 최적화(Process Optimisation)
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적 영향을 줄이고 경제적 수익
을 증가시킬 수 있게 하는 전 과정 및 경제적 분석을 포함함.
- 제품과 연관된 환경적 영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이러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왔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전 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임.
- 경제 모델링은 새로운 제품과 과정의 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수단
임. 이 모델은 지원 인프라와 운영비용을 포함한 제품 생산 전 과
정에 대한 비용 데이터의 상세한 수집 및 분석임. 새로운 제품의
경제성 있는 생산을 위한 골대(goal posts)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솔루션의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애버리스트위스
대학에서 경제적 모델 구축 경험과 새로운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 모델을 개발해 왔음. 이러한 모델이 생산이
어떻게 현재의 농업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지, 어떤 수준에서
그 시스템이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음. 애
버리스트위스 대학과 협력 대학의 BEACON 팀과 함께 하는 전
문가들을 통해 전과정 디자인, 컴퓨터 모델링, 경제적 분석, 실험
실 시설, 그리고 맞춤형 조종 시설(custom built pilot facilities) 등
을 활용하여 목표화된 바이오기술 솔루션을 디자인할 수 있음.
○ 여러 가지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함. 축산
분뇨의 경우도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음. 바이오에탄올 생
산은 에너지 생산, 온실가스 감축 등 다양한 이점이 있음.
자료: BEACON 바이오리파이닝센터(http://www.beaconwal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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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BEACON 바이오에너지 연구소 내부 전경
<연구소 내부 전경 1>

<연구소 내부 전경 2>

4.2.5. EU 농업정책의 추진
○ 영국은 EU 공동농업정책하에서 생산연계 직접지불금을 분리시킴으로
써 가축 사육두수가 감소하여 메탄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킬 수 있었음.

○ 정부는 특별 관리지역에서의 가축분뇨 살포와 비료 투입 등에 대한 제
한사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아산화질소 감축을 유도함. IPCC 규
정은 대규모 양돈 및 양계 농가를 대상으로 암모니아 감축을 위해 환
경친화적 축사시설 유지, 적절한 가축 분뇨처리 등을 철저하게 유도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잉글랜드의 경우 EU 공동농업정책하에서 토지면적의 최소 5%는 생
물다양성 및 수질 개선을 위해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 제안을 이
행하면 토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역할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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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유기농업 육성정책
○ 유기농업의 확대는 화학비료 등의 투입을 감소시켜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됨. 현재 2012년 기준 영국의 유기농업 면적은 590,009ha이며
경지면적의 3.43%를 차지함. 유기농업 실천농가에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음. 유기농식품 전체 시장규모는 1,950백만 유로로, 소비자 1인당
32유로 정도임.
○ 유기농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보
다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4)

4.2.7. 한계감축비용 분석을 토대로 한 감축전략
○ 한계감축비용곡선 도출은 정상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을 때 2012년,
2017년, 2022년의 감축 혹은 기준 배출 전망치를 파악하는 것으로부
터 시작됨. 다음으로 각 기간의 BAU(Business As Usual) 시나리오에
의한 감축전망치를 능가하는 추가적인 감축가능성을 파악함. 이는 남
아 있는 감축대책과 BAU 감축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대책은
최대 기술적 가능성과 상위·중위·하위의 실현 가능성에 일치하는 대
책채택 시나리오를 포함함. 최대 기술적 감축잠재량과 아래의 과정을
따라 각 기간의 추가적인 감축(대책 인벤토리, 현존 자료, 전문가 그룹
검토 등에 근거)에 기여하는 각 대책을 tCO2당 유로로 나타내는 방식
으로 비용-효과를 정량화함.
○ <표 10>은 2022년에 대하여 추정된 중간 실행가능성의 경우(Central
Feasible Potential: CFP)를 예시로 나타내고 있음.
4) 김창길 외 3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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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2022년 감축 잠재력: 중간 실행가능성의 경우 추정치
코드

대책

CE
CG
AG
AJ
AE
AN
BF
BE
BI
AL
BB
AD
AO
AM
EI
EF
EH
EC
HT
AC
EE
EB
AF
BG
AI
AH
BH
AB
CA
AK
AA

육우 사육관리-반추위 발효조정제
육우 사육관리-유전자개선
작물-토양-미네랄 N 시기선택
작물-토양-유기질 N 시기선택
작물-토양-숙성가축분뇨
작물-토양-경운감축
낙농 사육관리-생산성 개선
낙농 사육관리-반추위 발효조정제
낙농 사육관리-번식력 개선
작물-토양-개선된 N 사용 재배
낙농 사육관리-옥수수 사일리지
작물-토양-질소 초과 회피
작물-토양-퇴비사용
작물-토양-슬러리 미네랄 N 지연
농장의 혐기성 소화-돼지(대)
농장의 혐기성 소화-소(대)
농장의 혐기성 소화-돼지(중)
농장의 혐기성 소화-낙농(대)
집중화된 혐기성 소화-닭(5mW)
작물-토양-배수
농장의 혐기성 소화-소(중)
농장의 혐기성 소화-낙농(중)
작물-토양-품종 도입
낙농 사육관리-소과의 성장호르몬
작물-토양-질화억제물
작물-토양-비료 방출 조절
낙농 사육관리-유전형질전환
작물-토양-N 비료 감축
육우 사육관리-농축물
작물-토양-투입물 의존 낮춘 시스템
작물-토양-생물학적 N 고정

자료: Dominic Moran et al.(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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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별 감축량 누진 감축량 비용 효과성
(ktCO2
(ktCO2
(₤2006/
-eq)
-eq)
tCO2-eq)
347

347

-1,748

46

394

-3,603

1,150

1,544

-103

1,027

2,571

-68

457

3,029

-149

56

3,084

-1,053

377

3,462

0

740

4,201

-49

346

4,548

0

332

4,879

-76

96

4,975

-263

276

5,251

-50

79

5,330

0

47

5,377

0

48

5,425

1

98

5,523

2

16

5,539

5

251

5,790

8

219

6,009

11

1,741

7,750

14

51

7,801

17

44

7,845

24

366

8,211

174

132

8,343

224

604

8,947

294

166

9,113

1,068

504

9,617

1,691

136

9,753

2,045

81

9,834

2,704

10

9,844

4,434

8

9,853

14,280

4.2.8. 교육 및 훈련
○ 영국 정부는 농가에서 배출되는 탄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현장에
서 취해진 조치에 대한 보고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더욱 구체적인 조언
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함.

○ 국내적으로 기술전략위원회와 국제적으로 국제 연구 연맹 등을 통해
농업 온실가스 연구 수행 방법을 개선하고, 과학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 교류, 교육 훈련, 연구 등을 추진함.

○ 영국 정부는 정책 담당자와 농업인 및 관계자들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농촌기후변화포럼(Rural Climate Change Forum)’ 등 다양한 포
럼을 만들어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농업인 및 국민들의 인식도를 높이
는 정책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DEFRA는 Farming Futures에 자금을 지원하여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교육과 실질적인 자문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 밖에 DEFRA는 농촌부문
과 관련된 주요 기관들과 함께 농촌 기후변화 포럼(Rural Climate
Change Forum)을 설치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
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기후변화 관련 협력, 농촌기후변화 정책과 연
구 우선순위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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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기후변화 포럼
◦ 영국 정부는 농촌 기후변화 포럼(Rural Climate Change Forum:
RCCF)을 조직하여 농촌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 포럼의 목적: 농민과 토지관리자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인
지도 향상, 농촌부문에서 기후변화 관련 작업 촉진 및 협력,
농업부문 온실가스 완화의 강력한 근거산출 및 기후변화의
영향 관리에 대한 연구 우선순위 자문, 농업, 산림, 토지관리
부문에 대한 국제협력의 증진
- 포럼의 역할: DEFRA의 농업 미래 프로그램의 기후변화요인
에 대하여 중추적인 역할
- 포럼의 구성: 농업, 산림, 토지관리 부문과 관련된 주요 기관
들을 연합하여 2005년도에 포럼을 구성하였으며, 농업 및 원
예개발 이사회, 농산업연합회, 국가토지사업연합 , 환경청, 산
림위원회, 카본트러스트, 전국농민연합, 내셔널트러스트, 내
셔널잉글랜드, 왕실조류보호협회, 토양협회, 지속가능발전위
원회 등이 참여함.
- 포럼의 운영: 포럼은 연간 4회의 회의를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회의 전후로 문서 및 이메일로 논의
- 포럼 주요 활동: 영국 기후변화 프로그램(UK Climate Change
Programme, 2006)의 농업, 산림, 토지관리 부문을 담당함. 기
후변화위원회, 식품정책자문이사회, 위임행정기관 등과 같은
주요 기관에 정기적으로 참석함. 농민, 토지관리자들과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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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대응하는 우수농법에 대해 의사소통할 때 DEFRA에
자문함. DEFRA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Farming Futures의 커
뮤니케이션 프로젝트에 협력함. 영국 저탄소전환계획 이행
(UK Low-Carbon Transition Plan National strategy for climate and energy)의 주요 이해관계자로 참여함.
자료: DEFRA(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environmentfood-rural-affairs).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은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하여 농촌사회
의 모든 부문에 이루어질 것임.
- 각 분야별로 경험이 많은 사람들과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농업
효율성 향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동참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 효율성 및 재생에너지에 대한 자문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
량을 줄이고, 기존의 농업 효율성과 관련된 자문을 통해 아산화질소
및 메탄 배출량을 저감함.
- 온실가스 실천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중요하기 때문
에 자문과 정보교환 서비스가 매우 중요함.
○ 온실가스 행동 계획에 대한 업계의 반응과 참여도
- 2020년을 목표로 제안된 온실가스 저감 수준은 매우 도전적이고, 많
은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음. 현재 수준에서 볼 때 2020년 감축목표
는 가능성의 한계에 근접한 수치이며, 상당한 진보와 혐기성 소화에
대한 투자, 사료와 가축의 유전자 개선 등이 요구됨. 특히 계획된 목
표달성을 위해서는 농업 내 모든 부문의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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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5.1. 농업부문 완화정책 한 ‧ 영 비교
○ 한국은 2020년 BAU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농업분야는
5.2%가 할당되었음. 경종분야에서는 논 물관리,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축산분야에서는 축산분뇨의 자원화 및 에너지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양질 조사료 급여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13년 기준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68.3백만 톤이며, 농업부문은
9.4%를 차지함.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대비 29.8% 감소
하였음. 영국은 2027년까지 1990년 대비 50% 감축과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 감축을 목표로 정함.

○ 영국은 2008년 기후변화법과 2009년 저탄소 전환계획을 기반으로 온
실가스 감축 전략을 추진함. 영국 정부는 특별 관리지역에서의 가축분
뇨 살포와 비료 투입 등에 대한 제한사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아
산화질소 감축을 유도함. 혐기성 소화 촉진, 바이오매스 지속적 개발
체제구축 등 바이오매스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IPCC 규
정은 대규모 양돈 및 양계 농가를 대상으로 암모니아 감축을 위해 환
경친화적 축사시설 유지, 적절한 가축 분뇨처리 등을 철저하게 유도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영국의 우수 농장 사례 검토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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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효과적인 경영을 하고 있
으며, 환경적 상호 준수 제도를 따르고 있음.
○ 영국 정부는 ‘농촌 기후변화 포럼(Rural Climate Change Forum)’ 등
다양한 포럼을 만들어 정책담당자와 농업인 및 관계자들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농업인 및 국민들의 인식도를 높이
는 정책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표 11. 한국과 영국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책
구분

한국

영국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 2012년 총 배출량은
688.3(Mt CO2-eq)
• 농업부문은 3.2% 차지

• 2013년 총 배출량은
568.3(Mt CO2-eq)
• 농업부문은 9.4% 차지

저감목표

• 2020년 BAU 대비 30%
감축
•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 2027년까지 1990년 대비 50% 감축
•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 감축
- 세계최초로 기후변화법 발효, 감
축 목표 명시

• 2009년 11월 저탄소녹색
성장 추진전략, 2011년 11월
기후변화 대응 세부추진계
획을 기반으로 전략 추진
• 논 물관리, 장내발효 개선
등 감축기술의 보급확대
•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에
너지 절감 시설 보급 확대
•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

• 2008년 기후변화법과 2009년 저탄
소 전환계획을 기반으로 전략 추진
• 특별 관리지역에서의 가축분뇨 살포
와 비료 투입 등에 대한 제한사항을
엄격하게 관리
- 아산화질소 감축을 유도
• 영국 IPPC 규정
- 돼지와 가금류 생산자의 환경영향
통제,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 저감
• 농촌 기후변화 포럼

•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확대

• 바이오매스 전략
- 혐기성 소화 촉진
- 바이오매스 지속적 개발 체제구축
- 바이오에너지 교부금 지원
- 바이오매스 보일러 사업지원
• 에너지작물계획
- 비식용작물행동계획

완화정책

바이오
에너지
생산지원

자료: 영국은 정학균‧김창길(2015)의 자료를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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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시사점
○ 영국의 경우 기후변화 정책을 국가에서 핵심 전략과제로 다루고 있으
며, 농업분야도 이에 따라 완화와 적응정책에 상당한 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현재 수행되고 있는 영국의 정책프로그램은 한국 농업
분야의 기후변화 완화정책 수립 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영국은 감자와 젖소 농장 사례에서와 같이 토양 양분관리를 농가단위
에서 실천함으로써 농가들이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효과적인 경영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도 얻으며 환경적인 부담(온실가스)도 완화시키고
있음. 한국은 질소수지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분류되는데 농가
가 적정 수준의 양분을 투입할 수 있도록 토양검정의 확대, 정밀농업
의 보급, 맞춤형 비료사업의 지원 등을 실행할 필요가 있음.

○ 영국 리딩 대학의 ‘우유 지방 조성물의 변형을 통한 포화지방산의 감
소’ 연구 사례는 상업적 측면에서 낙농가 수익을 높여주고 수출 수요
를 증가시키며, 그 결과 영국의 식품 산업 경쟁력을 제고시켜 주는 편
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도 이와 같은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
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한국도 천연물질의 메탄저감 효과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저메탄 사
료를 개발5)하고, 현장 적용성 확대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또

5) 농진청과 CJ제일제당이 공동연구 (2010∼13)하였으며 , CJ에서 현장 모니터링
등 실용화 연구를 거쳐 2014년 말 저메탄 사료를 개발 ‧출시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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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반추위 내의 다양한 미생물 중 메탄생성균만 분리‧배양하는
기술을 확립하고, 메탄발생 억제기술 개발로 연계‧발전시키는 연구
가 필요함.
- 식량작물의 경우 저탄소 생산 재배기술별 매뉴얼을 개발하고, 중장
기적으로 식량작물 저탄소 생산 재배기술 국가 DB를 구축할 필요
가 있음.

○ 영국의 경우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에 경제성 분석 전문가를 두
고 있는데, 경제적 접근을 통해 정책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
로 생각됨. 향후 우리나라도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개발하여 도
입할 경우에는 경제성 분석을 기초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영국 정부는 상호 준수 제도를 통해 포화 지방산이 낮은 우유를
생산하는 농가를 지원하고 있음.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기술은 농
가가 감축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는 초기에 고비용이 발생하므로 직불
금을 통해 보전해 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EU의 환경적 상호준수
제도를 도입하여 저탄소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
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경우 바이오매스를 이용하거나 바이오에너지 작물을 재배하여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매
년 증가하고 있는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자원화 및 에너
지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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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 홍보와 판촉 활동을 하여 소비 확대
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현재 많은 백화점 및 대형마트
에 별도의 친환경농산물 코너가 마련되어 있는데, 저탄소 농축산물도
눈에 잘 보일 수 있는 공간에 배치한다든지, 표시를 하여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영국이 농촌 기후변화 포럼(Rural Climate Change Forum)을 통해 정
책담당자와 농업인 및 관계자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처럼 한국
도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 농
업인, 국민들의 인식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성공적인 농가
들의 양분관리 사례나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사례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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