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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 저탄소 농업기술 방법 및 효과
A. 농업시설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기술
1. 보온력 향상 기술

 다겹보온커튼
- 온실 내부에 투입된 열에너지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
- 보온자재를 여러 겹 조합하여 단열성능 강화
- 연동온실형 수평예인권취식, 단동온실형 슬라이딩식 등
- 부직포 커튼 대비 46% 난방비 절감

2. 열회수 기술

 열회수형 환기장치
- 온실, 버섯사, 축사 등의 환기시 버려지는 폐열을 회수
- 배출하는 오염공기의 열을 유입하는 신선외부공기에 전달
- (딸기) 열회수율 85%, 곰팡이병 72% 저감, 수확 28% 증가
- (양송이) 난방비 50% 절감, 수확 39% 증가, 품질 20% 향상

3. 국소 난방 기술

 작물 생장부 국소 난방
- 작물체 온도민감기관(생장점, 뿌리, 관부)을 집중 난방
- 공간전체 냉난방에 대비 에너지절감과 생육개선
- (토마토-생장점) 생육저하 없이 난방비 24% 절감
- (딸기-관부) 난방비 30% 절감, 수확 3% 증가

<채소> 저탄소 농업기술 방법 및 효과
B. 미활용 에너지 이용 기술
1. 지열히트펌프

 지열히트펌프
- 땅속에 열교환기를 매설하여 지열 흡수 또는 지중 열방출
- 지중열교환기는 수직형, 수평형이 있으며, 축열조를 갖춤
- 겨울에는 난방기, 여름에는 냉방기로 운용가능
- 유류난방 대비 난방비 80%, 탄소배출 24% 저감

2. 공기열히트펌프

 공기열(태양잉여열) 히트펌프
- 시설 외부의 공기에서 열을 흡수하거나 열을 방출
- 지열히트펌프 대비 설치비 50%, 외기온 저하시 성능저하
- 온실 온도유지를 위해 버리는 태양잉여열 이용시 성능 향상
- (태양잉여열) 유류난방대비 난방비 74%, 탄소배출 49% 저감

3. 계절간 축열 기술

 충적대수층 계절간 축열 히트펌프
- (여름) 냉방에서 발생하는 온열을 땅속에 저장, 겨울에 사용
(겨울) 난방에서 발생하는 냉열을 땅속에 저장, 여름에 사용
- 히트펌프 성능 18% 향상, 냉방으로 토마토 수확 26% 증가
- 유류난방대비 난방비 78%, 탄소배출 27.2% 저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