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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가 점차 현실화되는 가운데 기상이변과 재해는 이미

일상화 되어가고 있으며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기상이변이 불러일으킨 자연재해로

세계 각국은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은 무엇보다

인류의 생존을 책임지는 농업에 즉각적 타격을 가하여, 식량부족에 시달리는 저개발국가

및 식량 수입 국가들의 정치·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와 선진

국은 앞으로 다가올 변화와 그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 예측 시나리오 작성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1992년 ’UN기후변화협약 (UNFCCC)‘을 탄생시키고 ‘97년에는 37개

선진국과 유럽공동체가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여 온실가스를 ‘12년까지 1990년대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결의하는 등 인류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으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구속력이 있는 규범의 제정에는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는 유럽의 경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방위적․근본적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으며, 영국은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을 제정하며 기후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기후변화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녹색산업 시장의

주도권 확보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탄소배출 거래방식을 창출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호주는 민간차원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이 돋보이며,

일본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발 빠른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본격화 하였으며 4차에 걸친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마련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진행 중이다. 또한, 품목별로는 식량작물의

경우 내재해성 품종개발로 국민의 식탁을 보호하려는 노력, 원예작물은 주산지

북상에 따른 새로운 생산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사료, 에너지, 환경부담 등 기후

변화에 대한 취약한 축산분야는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작성중이다. 그리고 농업생산

인프라 유지 및 확보와 돌발병해충과 외래 잡초의 공격에 대한 방어노력도 진행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 농업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단기적, 장기적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고

(2) 새로운 농업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R&D 강화도 중요하며 (3)기후변화가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의 주도권 확보 노력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4) 선진국과의 정보 교류를 통한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 및 저개발국 기술 공여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RDA 33호

1

interr●bang

Ⅰ. 기후변화가 가져온 변화

일상화된 기상재해

□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가 점차 현실화되는 가운데

기상이변과 재해는 이미 일상화 되어가는 것으로 평가

○ 기상이변이란 과거 30년간 관측되지 않던 기후상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최근 잦아진 기상이변의 원인으로 온난화를 지목

-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기후시스템이 교란되고, 이에 따라

태풍·가뭄·홍수 등의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 기온은 약 0.7℃ 증가하였으나, 최근 50년 동안의

증가분이 이미 0.5℃로 온난화는 갈수록 더욱 가속화

○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기상재해는 50년대 20건, 피해액 449억

달러에서 90년대 91건, 7036억 달러로, 피해액 기준 15.7배 증가1)

- 우리나라의 경우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60년대에 비하여

2000년대에 약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2)

* 우리나라 기상재해 피해액 : 60년대 : 1067억 → 2000년대 : 2조 6953억 원

□ 기상이변은 주로 폭염과 폭우, 폭설, 홍수 등 극단적 기상 형태로

나타나며 예측 및 대응이 어렵고 피해 규모도 큰 것이 특징

○ 예상을 뛰어넘는 극단적 기상이변은 생태계는 물론 기존의 기후에

적응하고 있는 사회 기반시설 및 농업생산 체계에 직격

○ 최근 10년간 국내 농업기상재해 피해 복구비는 연평균 6,705억 원이며,

총 재해복구비용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

* 농업 기상재해 복구비 : ’08년 약 921억 원 → ’10년 9,035억 원(약 10배 증가)

1) 독일 뮌헨의 재보험회사 집계

2) 소방방재청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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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뒤덮은 자연재해와 고통

□ 최근 세계는 급격하게 증가한 기상이변이 불러일으킨 자연재해로

극심한 고통을 경험

○ ‘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뉴올리언스를 강타, 약 1만 명이

사망하고 2,000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

○ ‘10년 파키스탄에는 300mm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2천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고 국토 20%가 침수 피해를 경험

○ 세계 3대 곡물 수출국 러시아는 ‘10년 가뭄으로 인해 곡물 파종

면적의 30%(1,330만ha)가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액은 14억 달러

안전지대가 아닌 한반도

□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의 경우, 이로 인한 극한

기상이 발생하며 대규모의 기상재해가 발생하기 시작

○ 한반도는 최근 100년 간 기온이 1.7℃ 증가하여 지구 평균온도

상승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

○ ‘11년에는 장마기 이후 지속되는 강우와 104년만의 폭우 등의

재해가 발생하며 기존 방재기준의 한계를 노출

- 7월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홍수의 안전지대로 여겨지던

서울 강남의 도로가 침수되고 서울 및 춘천 등에 산사태가 발생

* 7월 26～27일 서울 및 춘천에 쏟아진 폭우로 약 35명의 사망자가 발생

산사태 피해(서울) 침수된 도로(서울) 춘천 산사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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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받는 식탁과 인류의 생존

□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은 무엇보다 인류의 생존을 책임지는 농업에

즉각적인 타격을 가하며, 농산물 수급 불안정의 문제를 야기

○ 갑작스런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생산성이 하락하고,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며 소비자 물가 상승을 주도

- ‘08년 세계 곡물가격 폭등 및 '10년의 배추파동으로 불리는 국내

채소 값 폭등 사태 등

* 국내 농축산물의 소비자 물가 상승 기여도는 1.1%로, 석유류의 기여도인

0.6%보다 1.8배나 높음

□ 농산물 수급 불안정은 식량부족에 시달리는 저개발국가 및 식량

수입 국가들의 정치·사회적 불안정을 야기

○ 서반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꼽히는 아이티에서는 식료품

가격 폭등, 품귀 현상으로 인한 폭동이 발생

- 이 외에도 이집트, 인도네시아, 멕시코, 카메룬,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필리핀 등에서도 식량난으로 인한 폭동이 발생

○ 많은 국가들이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가운데, 기상이변으로 인한

주요 곡물수출국의 물량 감축으로 사회적 불안정이 야기

* 반기문 UN 사무총장 : “식량위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전 세계적으로 무역,

사회 및 정치적 안정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위기로 급변할 것”

식량 배급을 요구하는 모습(파키스탄) 식량을 받기 위해 줄 선 아이들(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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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라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 지구 온난화와 일상화된 기상재해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변화와

그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 예측 시나리오 작성이 활발

○ 우리나라의 경우 기온 상승으로 인해 각 작목별 재배적지가

북상하고 돌발 병해충 및 외래 잡초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일상화된 기상재해로 인하여 농경지 침수와 토양유실 등으로

농업생산 기반이 약화될 위험이 증가

지구온난화 정도에 따른 농업 부문별 영향 전망

* 영향은 온도변화 속도, 적응역량, 사회경제적 반응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연도( )는 IPCC 제4차보고서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의 종류로 A1B는 ‘모든 자원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 A2는 ‘인구증가가 크고 저성장․저기술 상태’, A1F1는 화석연료의 지속적

및 집약적 이용의 경우‘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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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제사회와 선진국의 대응 노력

국제사회

인류 공동의 대응 전략 마련

□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가 지속되면서 국제사회는 1992년

본격적인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시작

○ ‘92년 리우 UN 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에 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로 ’UN기후변화협약 (UNFCCC)‘이 탄생

- ‘97년에는 37개 선진국과 유럽공동체가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여

온실가스를 ‘12년까지 1990년대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결의

* 미국은 교토의정서 결의안을 따르지 않고 있으나,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집약도3)를 18%까지 감축하는 등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

○ 현재 국제사회는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제2의

기후변화 의정서를 준비 중

□ 현재 기후변화는 제1의 국제 의제로 부상하였으며, 매년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COP)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지수(CCPI)4)를 발표

○ 기후변화는 G8, APEC 등 국제회의와 UN의 최우선 아젠다로

포함되고 있으며, 기업들도 기후변화 방지에 노력을 경주

- ‘07년 다보스포럼에 참가한 세계 주요기업 CEO의 38%가 기후

변화 방지를 최우선 의제로 선택

○ 온실가스 다배출국가의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

대응지수는 배출추세, 배출수준, 정책을 평가하여 선정

* 한국의 ‘2011 기후변화 대응지수’는 종합적으로 34위로 기후변화 정책분야는

세계 5위, 온실가스 배출수준 세계 37위, 온실가스 배출추세는 세계 56위

3) 온실가스 배출량/GDP

4) CCPI :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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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후변화 대응의 모범

□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는 유럽의 경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방위적․근본적 대응책 마련에 집중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실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유럽 전체

지식기반구축,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공동대응 등

○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적응 백서(Climate Change White

Paper)를 발간(‘09년)하여 기후변화 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

* 2020년까지 ‘90년 기준 배출량 20%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60～80%를

감축하여 전 지구적으로는 50% 감축하는 것이 목표

○ 유럽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인간과 자연의 복원력을 증대시키는

근본적 대책 마련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

□ 한편, 기후변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응을 위한 품종 개발 및 재배관리 기술 개발에 주력

○ 농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법 개발, 병해충 예찰망 구축과

방제시스템 개발, 물 소요량이 적은 작목과 품종으로 전환 등

EU의 농업분야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

위험요소 대응방안

가뭄과 물 부족
◯ 관개기반 구축 및 물 효율성 향상, 토양의 보수력 증대

◯ 물 사용량이 적은 작물 및 품종으로 전환

작물생산성 감소

◯ 이상기상에 적응력이 높은 품종 개발

◯ 이상기온, 일조부족 등 대응 기술 개발

◯ 병해충 잠재위험 예측과 방제

홍수 위험 증가
◯ 농경지 배수개선 및 재해보험 활성화를 통한 기반시설 보호

◯ 폭우피해 경감을 위한 완충지대 조성

수질악화
◯ 폭우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유기물 활용

◯ 농경지 투입 양분과 농약의 유출 방지

해수면 상승 ◯ 극조건 대비 방조제 설계 기준 조정 및 피해 농업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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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세계 최초 기후변화법 제정

□ 영국은 기후변화 관련 제도 및 정책분야에서 가장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

○ 영국은 ‘08년 기후변화법(UK Climate Change Bill)이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을 제정한 국가로 기록

- 기후변화법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단계별 CO2배출 총량관리,

정책 자문기구 설립, 정부 권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기후변화 위원회를 열어 매년 CO2감축 이행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정부는

5년마다 기후변화 영향 예측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

○ 환경식품농업부(DEFRA)가 총괄기능을 하고 각 부처에서는

기후변화 세부 적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농업부문의 적응정책은 재배지 변동에 따른 지역별 식량생산계획

및 내재해성 품종개발 분야가 중심

영국의 농업분야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

위험요소 대응방안

물 부족

◯ 농지에 소규모 물 창고 설치 및 효율적인 물 사용 기술

◯ 농업용수의 거래체계 및 물 관리 책임

◯ 적응력 강한 작물 품종과 축종으로 전환

겨울 강수량 증가

◯ 농민들을 홍수취약지역 관리인으로 전환

◯ 경사면 보호 식물개량 기술

◯ 토양유기물 투입에 따른 보수력 향상

병해충 증가
◯ 지속가능한 통합제초 전략 수립

◯ 종자 및 병해충 방역

시장, 가공, 소비자
◯ 새로운 농기계의 잠재적 수요기회 활용

◯ 재배지 이동에 따른 이동형 가공공장 투자

기타 ◯ 작부체계, 파종기에 대한 유연성 부여

자료: DEFRA. Climate Change Impacts and Adaptation: Cross-Regional Research Program,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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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온실가스 감축에는 소극적, 녹색산업 선점에는 적극적

□ 미국은 그간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기후변화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아온 상황

○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임에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교토의정서를 2001년 3월에 탈퇴

○ 오바마 행정부 이후 기후에너지법안 제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09년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상원에서 지연되는 실정

* 미국 기업의 부담을 우려한 공화당의 반대와 민주당의 중간선거 패배로

상원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한편, 미국은 오염물질 배출 권리 거래방식을 최초로 만들어

미래의 환경산업 분야의 주도권 확보에 주력

○ 배출권 거래제란, 탄소 배출권에 값을 매겨 거래하는 제도로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시카고 기후거래소에서 배출권을 구입

○ 배출권 거래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세계 금융 분야의 주도권을

바탕으로 탄소시장과 녹색산업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

가상적 기업 간 탄소거래

항 목 기업 A 기업 B 비 고

탄소배출

허가량
1,000 톤 1,200 톤 정부가 각 기업별로 배출량을 정하여 허가

실 배출량 800 톤 1,400 톤

A는 200톤을 덜 배출하였기 때문에 영향이 없으나

B는 20 톤을 더 배출하였으므로 만약 톤 당 부담금이

30만원이라면 총 6,000만원을 내야 함

거래 대상

배출량
-200 톤 +200 톤 A의 사용하지 않은 배출허가량을 B가 구입하는 경우

이 익 4,000만원 2,000만원

B는 6,000만원의 부담금을 내는 대신에 A로부터 200

톤의 배출 허가권을 톤 당 20만원에 구입하면 총

4,000만원이 지출되어 2,000만원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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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발 빠른 대응

□ 일본은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한편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 일본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기후변화에 대해 완화, 적응 및 국제

협력 분야로 나누어 관련 대책을 강구

- 특히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품목별로 이상 기상에 대한

평가와 적응을 과학적․체계적으로 분석

○ ‘98년 지구 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08년에는

‘저탄소사회 일본을 지향하며(후쿠다 비전)’을 발표

* ‘후쿠다 비전’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현재 대비 60～80% 감축하고,

2020년까지는 14% 감축하는 것이 목표

○ 에너지 절약 등과 함께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여 환경 및 자원의

제약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노력을 진행

- 녹색기술과 녹색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도상국의 시장선점을 위한 환경에너지 협력을 강화 중

□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대책은 품목별로 생산현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당면 과제와 향후 대책을 마련

○ 당면 과제로는 온도변화에 따른 이앙 및 파종시기 조정, 적절한

시비관리, 고온 내성 품종으로의 전환 등을 추진

○ 향후 대책은 품종개발, 물관리 시스템, 자재개발 및 활용기술

개발, 재해 발생 예측 및 방제기술 개발 등

* 고온기용 벼 품종 ‘니꼬마루’ 육성, 포도 착색 향상을 위해 ABA처리와

환상박피 처리기술, 병해충 신속진단 및 피해복구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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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기후변화를 피부로 겪어 국민의 참여가 가장 활발

□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 중 하나인 호주는 몇 년간의

기상재해를 겪으며 ‘06년 기후변화 대응 국가적응 체계를 수립

○ 기후변화 과학프로그램을 통해 ‘04~’08년 동안 3,070만 호주

달러를 투입하여 기후변화관련 연구 사업을 지원

- 현재 및 미래의 기후에 대해 정밀한 모형을 개발하여 사이클론,

폭풍, 산불, 가뭄과 같은 이상기상의 빈도 및 강도를 예측

○ 정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국민적 호응을 얻어 건축, 도시설계,

자발적 시민참여 운동 등으로 확산 중

□ 호주정부는 적응정책과 지역발전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국가 농업과

기후변화 실천계획을 수립

○ 농업시스템의 복원력 강화, 자연자원 관리 능력배양, 병해충의

악영향 감소, 시장기회 활용 등의 전략을 제시

○ 개별 농가 수준에서도 기후 예측시스템, 인공위성 영상 등의

첨단 정보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대응

- 농장준비 프로그램은 상환 및 산업 보조금을 활용하여 농업인

훈련을 지원하며 농업단체 등의 적응전략 개발을 지원

호주의 가뭄 빗물 재활용 청사(맬버른) 탄소감축 촉구 행사(시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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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농업의 도전과 과제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

□ 우리나라는 제1차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99-’01)을 시작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진행 중

○ 제2차 대책(‘02-’04), 제3차 대책(‘05-’07), 제4차 대책(‘08-’12) 등

총 4차에 걸쳐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

○ ‘09년 장기 전략인 녹색성장 국가전략 (‘09-’50)을 수립하고,

이의 법적근거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마련하여 시행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이 본격화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11-’15)은 기후변화 관련 7개 부문별

적응대책과 3개 적응기반 대책으로 구성

* 7개 부분별 적응 분야 :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해양·수산업, 물관리, 생태계

* 3개 적응기반 대책 : 기후변화 감시·예측, 적응산업·에너지,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09-’13) 중 적응관련 정책

7개 실천과제

기후감시, 예측 및 조기대응체계 구축 기후친화적인 해양 이용 및 관리

기후변화 대응 국민건강관리 강화 기후변화 대응 재해관리 강화

국가 식량안보체계 확립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능력 강화

국가 식량안보체계 확립 분야 세부 과제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생산 영향평가 및

예측

곡물 주요 생산 및 소비국 작황정보

시스템 구축

기후친화형 식량생산 기술 개발 농업 정보화, 자동화 등 기반 마련

시민이 함께 하는 녹색식생활운동 확대 탄력적 식량수급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안정척인 식량생산을 위한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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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작물

내재해성 품종개발로 국민의 식탁을 보호

□ 육종기술의 발달로 수량성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 기후

변화로 인해 생산량의 불안정성은 심화

○ 최근 작물의 수량성은 봄철의 저온과 여름의 잦은 강우, 일조부족

등으로 안정적 생산에 차질이 야기

- 태풍, 폭우, 고온 등 기상재해 발생빈도 증가로 쭉정이가 되어

희게 변하는 백수(白穗)현상, 쓰러짐(도복(倒伏)), 이삭에 달린

채로 싹이 트는 수발아(穗發芽) 현상이 증가

백수현상 수발아 현상 복합 내재성벼 육성

□ 고온, 저온, 가뭄 등의 이상기상 조건에서도 잘 적응하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품종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

○ 가뭄, 염류집적에 강한 유전자원 도입, 생명공학 연구와 융복합을

통한 연구가 활발히 추진

- 우즈벡 등에서 건조에 강한 벼, 밀 등 30여 종 이상의 유전자원을

수집하였으며 StMyb, OsZIP 등 복합내재해성 유전자를 발굴

○ 고온과 병해충 등에 강하고 다른 작물을 재배한 후 짧은 기간

동안에도 충분한 수량을 생산하는 벼 품종도 개발

- 한아름2호, 다산 1호 등 수량성이 높은 벼와 내병성 고품질 ‘다미’,

내재해성 ‘호반’, 내도복성 ‘청명’, 이상기상 대응 ‘조운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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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작물

주산지 북상에 따른 새로운 생산체계 마련

□ 원예작물의 주산지는 지역 특유의 기상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 및 품질저하가 우려

○ 최근 2~3년간 계속된 생육초기의 일조부족, 늦추위 등은 사과,

배, 복숭아 등의 수량 및 수확기에 악영향

- 특히,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빨라지는 경우, 공급이

부족하여 품질은 낮은데 가격은 높아지는 기현상이 발생

□ 화훼, 채소류는 비교적 생육기간이 짧고 시설재배를 통해 피해 감소가

가능하나 과수는 장기 재배 특성으로 피해 감소가 어려운 실정

○ 화훼, 채소류의 경우는 이상기상에 대비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특화된 시설재배 확대와 기술개발이 중요

- 채소류는 가격변동이 심한 품목이므로 기후변화 대비를 기회로

다품목 소량생산체계 전환도 고려

○ 과수는 경제성을 맞출 수 있는 수령이 최소 5년이므로 미리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적지 선정을 하여 최적 품종을 심어야 대응이 가능

- 여름용 붉은 사과 ‘섬머드림’, 개화기 서리피해가 적은 복숭아

‘미홍’, 거봉을 대체할 ‘흑구슬’ 등 수확기별로 다양한 과수품종이 개발

서리맞은 사과 알굵은 포도 ‘흑구슬’ 출하가빠른복숭아 ‘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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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사료, 에너지, 환경부담 등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극복

□ 축산 산업은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산업으로 가축의 건강관리,

사료 수급,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위협요인이 존재

○ 길어지는 고온기로 고기소, 젖소의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생산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떨어지며 안전성도 나빠지는 현상이 예상

- 또한 가축질병 및 인수공통질병의 발생빈도가 증가하여 농가에

큰 위협이 될 전망

□ HACCP, 동물복지 등의 규격을 충족하는 생산․유통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사료작물을 자급화하는 기회로 활용

○ 소규모, 열악한 사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우수

농가 중심의 조합 결성 유도를 통한 규모화와 현대화를 추진

- 지열냉난방, LED 등을 적용한 에너지절감형 산업으로 전환하고

안전 고품질 위주의 동물복지인증제품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

○ 또한, 인수공통질병 등으로 타격을 입는 농가지원을 위해 국산

가축품종을 육성하고 환경적응성이 좋은 재래가축을 복원

- 한국형 씨돼지 ‘축진듀록’과 재래돼지 복원, 삼계탕 및 백숙용

우리 닭 품종 ‘우리맛닭’의 개발 및 보급 등

국제동물복지제품 인증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시설 한국형 씨돼지 ‘축진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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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물·토양)

농업생산 인프라 유지 및 확보

□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중에서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 현상과 집중호우 등에 의한 토양 유실

○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막화 현상을 제외하고도 세계의

1/3가량은 물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또한, 농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토양은 건조, 폭우, 강풍 등으로

인하여 매년 크게 감소 추세

- 2.5cm의 표토가 유실되면 농업생산량은 10%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세계 경작지의 1/3정도에서 유실이 발생

□ 물부족과 토양유실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

○ 농업용수의 안정적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국가차원의 농업 수자원 활용시스템 구축이 중요

○ 농업분야뿐 아니라 도시의 빗물 재활용 시스템 확산 및 토양유실

방지 시설의 확대 등으로 국가차원의 대책마련도 필요

* 서울 광진구의 LG 자이 아파트는 자체적인 빗물재활용시스템을 단지 전체에

설치하여 자원재활용과 입주민의 관리비 절감에 기여

옥상정원 등 빗물활용시스템 경작지 부분경운 기술 도심형 토양유실방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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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병해충·잡초)

돌발병해충과 외래 잡초와의 전쟁

□ 다양한 경로로 유입된 외래 동식물 등은 기후변화와 맞물려 우리

농업의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

○ 목재 등 원자재 수입과 황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유입된 병해충이

따뜻해진 기후로 인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

-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등은 월동이 불가능하였으나 최근 따뜻해진

겨울로 인해 월동이 가능해져 과수원에 큰 피해를 유발

○ 외래잡초인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 등도 최근 발생면적이 넓어져

농업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

미국선녀벌레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

□ 세계화에 따른 농산물 교역의 증가로 새로운 병해충의 유입 및

발생빈도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추세

○ 도입 해충 및 잡초에 대한 농업분야 연구를 강화하여 위해성과

활용가능성, 천적상품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상품개발도 가능

○ 국내 토종자원, 환경생태 보존과 수입농산물의 검역시스템을

선진화할 수 있는 기회로 경제적, 보건적 가치를 고려한 계획이 필요

- 돼지풀, 환삼덩굴 등 잡초의 꽃가루는 가을철 알러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국민 건강차원에서 관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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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

□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첫 걸음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근거한

과학적․체계적 마스터플랜의 마련

○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 요소별 취약성 조사를 통해 사회,

문화, 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장기적인 기후변화 연구를 강화하고 품종육성, 재배기술 개발 등의

R&D를 강화

○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정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제도를 정비

○ 국제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국제사회의 대응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

기후변화와 대응 농업부문 마스터 플랜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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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정책적, 제도적 대응기반 마련

□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단기적,

장기적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시급

○ 단기적으로는 기상이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농업기상정보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재해보험 제도의 확대

○ 기상재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일조부족 대응 시설 내 자동조명

시설, 저에너지 온실 환경조절 자동화 시설 설치 지원도 고려

○ 장기적으로는 온난화 및 기상이변에 대응한 농업생산 인프라

확대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

- ‘13년 이후 5년간 1조 원을 투입하는 농식품부의 농업생산구조

혁신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농업관련 기관간의 협조체계를 강화

새로운 농업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R&D 강화

□ 국민의 안전적 식품공급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기초 및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R&D를 강화

○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및 연구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R&D

예산 및 전문 연구인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

- ‘10년 우리나라의 녹색투자 규모는 3억5천600만 달러로 OECD 국가

중 17위, ‘11년 농촌진흥청 농업기상연구 전문 인력은 1.5명에 불과

○ 농업과 IT, BT, NT 기술을 융합한 미래 농업생산 시스템 개발로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기반 구축이 중요

* 전천후 식물공장, 시설하우스 자동화, 농산물 장기 저장, 태양광 및 지열

에너지 이용 기술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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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농업분야 R&D 로드맵

기후변화가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의 주도권 확보

□ 기후변화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녹색산업 시장이 열리는 기회

이기도 하므로 위기를 기회를 만드는 전략적 대응이 중요

○ 최고 수준의 벼 육종기술을 활용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뭄,

도복, 침수 등의 재해에 견디는 벼 품종을 개발하여 시장을 선점

○ 곤충 및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 차세대 바이오

에너지 생산 기술 등도 전문기업과 협력하여 세계 시장을 공략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강화

□ 선진국과의 정보 교류를 통한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 및 저개발국

기술 공여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

○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 연대하여 온난화 영향 감시시스템 구축,

취약성 분석, 세계 식량수급 변동 예측 모델 등을 마련

○ 기존의 저개발국 지원 사업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대응 녹색기술을 제공하여 국격 향상을 도모

○ 해외 농업생산기지 개발 및 식량수급 국제공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식량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혼란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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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농업 

농업기상재해 복구비로 본 농업피해 현황

연 도

농업기상재해 원인별 복구비(단위 : 억 원)

태풍 대설 호우 가뭄 동해
강풍

/돌풍

일조

부족
서리 우박

냉해

/저온
합계

2001 - 7,151 650 3 27 - - 1 7 21 7,861

2002 12,787 - 2,058 - - 17 - 32 33 - 14,926

2003 8,645 21 768 - 5 - - 10 5 147 9,601

2004 825 6,626 763 - - - - 59 1 - 8,274

2005 151 5,208 5,816 - - 7 - 98 37 - 11,317

2006 4 15 2,853 - 24 66 - - 17 - 2,977

2007 827 - 51 - 2 91 - - 71 13 1,054

2008 - 79 45 756 - - - 41 - - 921

2009 - 136 689 100 43 115 - - 3 - 1,088

2010 2,677 396 5,321 - 323 - 291 - 20 7 9,035

평 균 2,591 1,963 1,901 86 42 30 29 24 20 19 6,705

비 율

(%)
38.6 29.3 28.4 1.3 0.6 0.4 0.4 0.4 0.3 0.3 100.0

※ 농업기상재해 복구비는 농업기상재해 피해액을 간접적으로 표현

※ 이상기상에 의한 농작물 생산 감소에 따른 피해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11)



RDA 인테러뱅
INTERROBANG                                 2011.1.12 창간

발행인 : 민승규

편집인 : 이병서, 신종수, 조우석, 민차영

발행처 : 농촌진흥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

         전화 031-299-1066  팩스 031-299-2899

인쇄처 : 신생보훈복지인쇄조합 02-426-4415

ISSN : 2233-5056

발간등록번호 : 11-1390000-002866-03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청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지의 내용을 인쇄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