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업기술 필요성
 농업의 온실가스 발생 및 기후변화 영향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상기상

기상재해

<이상기후의 농업·농촌분야 피해>

CH4,
N2O,
CO2

<농업의 온실가스>
농업활동에서의 에너지 소비(농기계, 시설난방)
농자재 제조과정에서 에너지 소비
농업생산과정에서 자연적 발생

 지구온난화와 그에 따른 기상이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필요

농축산부문 저탄소 농업기술
저탄소 농업기술이란?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기여하는 영농방법 및 관련 기술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농식품부 고시 제2017-76호

A. 비료 및 작물 보호제 절감기술

B. 난방에너지 절감기술
1.다겹보온커튼 및 보온터널
자동개폐장치
2. 축열물주머니 이용 보온장치
3. 수막재배 시스템
4. 농업용 열 회수형 환기장치
5.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6. 목재펠릿 난방 장치
7. 지열히트펌프 시스템
8. 폐열 재이용 난방시스템
9. 일사량 감응 전자동 변온관리
시스템

1.
2.
3.
4.
5.

최적비료 사용
경축순환농법
자가제조 농자재 사용 농법
풋거름 작물재배
순환식 수경재배
(폐양액 재활용 시스템)
6. 생물적 자원을 이용한 제초 이용

C. 농기계 에너지 절감기술

D. 농업용수 관리기술

1. 직파재배
2. 무경운 및 부분경운

(출처: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 설명회)

1. 빗물 재활용 기술
2. 논의 물관리 기술

<식량작물> 저탄소 농업기술 방법 및 효과
A. 벼논 물관리 기술
1. 벼논 물관리 방법
1) 중간 물떼기(간단관개)
벼 이앙 후 한 달간 논물을 깊이 대고 2~3주 정도 물
을 뗴서 논바닥에 실금이 보이면 물을 다시 대어줌

2. 벼 생육과정 별 물관리 방법

2) 논물 걸러대기
벼 이앙 후 한 달간 논물을 깊이 댄 후 논물을 얕게(3~5cm)대
고 자연적으로 말리며 다시 얕게 대어줌, 벼 이삭이 익을 때까
지 반복함

3. 논물 걸러대기 효과

<식량작물> 저탄소 농업기술 방법 및 효과
B. 화학비료 절감 기술
1. 화힉비료 절감 방법
1) 적정 양분 투입

2) 외부 양분투입 감축

- 토양 검증을 받고 비료사용 처방서 준수

<토양 검증 의뢰>

<비료사용 처방서>

- 휴경기 풋거름(녹비)작물 재배 및 토양환원

<휴경기 풋거름작물 재배> <풋거름작물 토양 환원>

(출처: 농업·농촌 환경보전을 위한 농가실천 매뉴얼)

2. 활동효과
 적정 양분 투입
- 작물 수확량은 유지하면서 최소의 비료를 사용하므로 비료구입 비용 29~40% 절감

- 농경지에서 수계와 대기로 유출되는 오염원을 줄일 수 있어, 수질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외부 양분투입 감축
- 풋거름 작물 재배 후 농경지 환원으로 질소비료 투입량 9~20kg/10a 절감
- 휴경기 풋거름 작물을 재배하면 농촌경관 조성, 연작장해 경감, 토양 유실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