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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지구환경 문제의 대두와 고유가 시대를 맞아 바이오매스를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원으로서 또는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원료물질로서 주목하게 되

었다. 그뿐만 아니라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순환형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바이오매스는 생물자원에서 생산되므로 농업․농촌과 접한 관계에 있

다. 바이오매스의 적극적인 이용은 궁극적으로 농업․농촌의 활력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바이오매스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인 종합대책을 입안하 다. 미

국은 2001년에 ‘국가 바이오매스 구상’을, 일본은 2002년에 ‘바이오매스 일

본 종합전략’을, EU는 2005년에 ‘바이오매스 실천 계획’을 채택하여 바이오

매스 활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07년까지 수행하게 될 ‘농업부문 바이오매스의 이용활성

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전략’ 연구의 제1차 연도 결과이다. 여기서는 우리

나라 농림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 발생량을 추정하고 이용 현황

과 문제점, 주요 정책 과제를 정리하 다. 

이 보고서가 국가 바이오매스 이용의 종합전략 수립과 농업․농촌의 

신활력을 창조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기 바라며, 연구 과정에서 협조해 

주신 농업인, 국내외 전문가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06.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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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보고서는 2006-07년의 2년에 걸쳐 진행하는 “농업부문 바이오매스

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전략” 연구의 1차 연도 연구결과이다. 

연구목적은 “중장기 농업부문 바이오매스의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

과 전략 수립”을 위한 세부 목표로 우리나라 바이오매스 발생과 이용 실

태,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지원제도와 정책 내용을 검토한 후 과제를 도

출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바이오매스를 개발, 적극 이용하려는 정책이 거의 

없으며, 일부 정책이 입안되고 있지만 전략적 기획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

은 아니다. 특히 관련 부처, 중앙과 지방정부의 공조가 거의 없는 단발적인 

정책을 고려하고 있어 방향성도 없으며 국가 전체 차원의 지향목표와도 별

개로 움직이고 있다.

먼저, 바이오매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전략을 범부처적인 기구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 긴요한데 이

를 위해 범부처적인 바이오매스 전략기획팀을 조직해야 한다. 여기에서 국

가 바이오매스 전략을 수립하고 이 전략에 따라 분야별, 부처별 추진기획

단을 조직하여 활용해야 한다. 

다음은 농업 분야의 부문별 바이오매스 발생량과 이용형태, 향후 정책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 농산 바이오매스

농산 바이오매스는 농업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산물과 부산물을 의

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미곡과 과실의 부산물, 최근 에너지작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유채를 대상으로 하 다. 

미곡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로는 볏짚, 왕겨, 미강, 쇄미 등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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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에서 발생하는 전정가지는 과실바이오매스에 해당한다. 이들 농산바

이오매스는 원형 또는 가공의 형태로 식용, 사료, 퇴비, 에너지원으로 이용

되고 있다. 

농산 바이오매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하고 

가공할 수 있는 설비가 보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계･설비는 고가이어서 

이용 주체가 구입을 꺼리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계･설비에 대한 지원을 통

해서 농산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농산 바이오매스는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어 수집에 어려움이 많다. 

바이오매스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는 시스

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광역단위보다는 규모의 경제성을 

살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2∼3개 시군 단위로 농협이나 농업기술센터가 

주축이 되어 운 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산 바이오매스는 대부분 농가단위 또는 RPC단위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수준이 제각각이고 효과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농산 바이

오매스 이용에 대한 연구개발이 강화되고, 연구결과를 이용 주체에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유채는 우리 여건에서 에너지 작물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유채를 바이오디젤 원료로 재배하기 위한 지원책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대단위 재배단지가 조성되고 유채 재배에 따른 소득이 

겉보리 수준은 되어야 한다. 또한 유채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품종 개

발과 경작기술, 장비 등을 도입하여야 한다.

◈ 축산 바이오매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량은 연간 약 5,100만 톤에 상당하며 

에너지 발생량은 36만toe/년이다. 이는 연간 약 1,830억원의 원유대체효과

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자원화(위탁 포

함) 비율이 88.7%, 정화처리 비율이 7.3%, 해양배출 비율이 4%로 비료자

원화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메탄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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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가축분뇨 이용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가축분뇨 관련 부처가 이원화되어 관련법의 입법체계와 운용에서 중

복되거나 회피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되어 처리과정에서의 악취발

생으로 인해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공공처리시설과 퇴․액비

유통센터에서는 시설가동률이 낮다. 

3) 축분비료 수급이 불균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요를 확대함으로써 

공급과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4) 환경규제가 강화되어 메탄과 해양배출이 규제될 경우 국내의 가축분

뇨 처리가 더욱더 심각해질 수 있다. 

축산부문의 바이오매스의 이용활성화는 축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다음 4가지 과제를 선

결해야 한다. 

1) 가축 분뇨 관련 부처가 일원화되어 농업․환경․에너지 정책이 통합

됨으로써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2) 노후화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축분뇨에 의한 수익을 창출하거나 보조금의 국고 누진제

를 개선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 

3) 축분비료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종농가의 불신을 해소할 필

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축분 비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량 축분비료 유통 근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시 일정한 인정과정을 거친 

축분비료의 사용을 인정함으로써 축분비료의 수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바이오에너지 개발을 위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제도적․경제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 산림 바이오매스

산림 바이오매스는 숲에서 유래하는 바이오매스 전체를 일컫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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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목재수확과 숲 가꾸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잔재를 대상으

로 하 다. 우리나라의 산림 바이오매스 전체 부존량은 4억 8,906만㎥이며 

목재생산과 숲 가꾸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잔재는 연간 700만㎥으로 

추정된다. 숲이 성장하고 숲 가꾸기 사업이 증가하면서 숲에서 발생하는 

잔재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에서 수집되어 이용되는 산림잔재

는 20만㎥에 불과하며 대부분 숲 속에 버려진다. 수집된 산림잔재는 원목, 

톱밥, 임산연료, 축산농가지원 등으로 공급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

는 것이 주요과제이다. 

산림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

를 검토해야 한다. 

1) 바이오매스의 수집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

수적이다. 산림작업의 기계화와 집단화 등이 가능하도록 임도 확충 등 임

업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산림 바이오매스의 수집․이용은 숲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재해 예방에도 기여하므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

조금 지급은 정당성을 가진다. 

2) 목질 바이오매스에 대한 에너지 공급자의 구매의사액과 산림 바이오

매스 공급 비용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 간격을 보완하기 위해 정

부보조 또는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3) 목질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사용의 편리성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

술 개발이 요구된다. 펠릿, 에탄올 발효, 가스화 등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

자가 있어야 한다. 

4) 휴경지 등에 부피생장이 빠른 단벌기 맹아림을 조성하여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5) 산촌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산림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개념을 반

하여 바이오매스 타운을 구축하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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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태양에너지, 토지, 물, 그 밖의 자연적인 조건을 이용하여 농산

물과 목재를 생산하고 에너지 혹은 제품으로 이용하 다. 과거 농업은 생

산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폐기물들이 다시 자연환경으로 되

돌리고 또 다른 순환 과정을 통해 농산물과 목재가 생산되는 등 자연과 

에너지를 보전하는 산업이었다. 

산업혁명 이후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진전에 의해 석탄, 석유 같은 화석

자원에 의존하는 사회가 되면서 대량생산․소비․폐기 시스템이 정착되었

다. 점차 지구환경에 대한 오염이 증가하면서 지구 온난화, 각종 유해물질

의 증가 같은 환경문제1가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 국제적인 중요한 현안으

로 대두하 다. 본질적으로 화석연료의 부존자원량이 한정되어 있어 여기

에 대처하고,2 지구 온난화 방지라는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명제 

아래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제품의 사용은 국가에 관계없이 모두 

 1 교토의정서는 2005년 2월 16일에 발효되었으며, 1990년 기준 온실효과 가스배

출량의 5.2%를 줄이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2 일반적으로 채굴 가능한 석유 매장량은 약 3조 배럴, 이미 8천억 배럴을 사용

했기에 나머지는 2조 2천억 배럴인데, 이 중 1억 배럴 정도가 확인된 이용 가

능 매장량이라 한다. 이 경우 연간 3백억 배럴을 사용한다면 앞으로 40년 이내

에 심각한 석유부족문제, 제3의 석유파동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서   론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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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른 지 오래이다.

1970년대(1974년 1차, 1978년 2차) 세계 석유파동(oil shock)이 일어났

을 때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대체에너지, 나아가 재생가능하

고 환경부담이 적은 에너지와 제품개발에 노력을 기울인 경험들이 있다. 

하지만 저렴한 화석연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이러한 주의와 관심이 사라

졌다. 

그러나 여러 세기에 걸쳐 사용해 온 화석연료는 지구 온난화, 지구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세계적인 관심이 이 

문제에 집중되었고, 선진국들은 나름대로의 대처방안을 강구해 오고 있다. 

궁극적으로 자연 순환적인 사회 시스템의 구축은 이제 21세기 세계발전의 

이정표가 된 것이다. 순환사회의 구축, 나아가 환경적으로 건전한 농업과 

농촌의 구현이라는 목표의 설정과 실현을 위한 제안들이 국제적인 여러 조

직이나 단체에서 제의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의 

과정에서 나오는 중요한 매개체 중의 하나가 바이오매스(biomass)의 개발

과 사용의 촉진이다.

사실 이러한 부분에 관련하여 이미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수십 년에 걸쳐 연구,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 왔으며, 그로 인한 각종 

결과물, 예컨대 에너지와 제품들을 현실에서 이용하고 있다. 바이오매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많은 정책들을 이미 20년 넘게 시행하

고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현실적 상황과 미래 사회의 지향방향 등을 종합해 볼 때 바

이오매스의 개발과 이용, 활용 촉진은 지금까지도 중요시되어 왔지만, 앞

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취급될 것이다. 에너지원으로뿐만 아니라 농림수

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과정과 그리고 결과로 산출되는 폐자원의 재활용

이라는 측면, 자원화 가능 자원의 소각, 폐기, 매립 등에 따른 자원낭비와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바이오매스의 적극적 이용은 순환 농촌․농업 

발전 전략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바이오매스를 이용, 혹은 활

용할 경우 지구 온난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농촌내부, 도시와 

농촌의 순환사회 정립에 도움이 되고, 환경과 국가 간 교역의 연계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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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될 수도 있다. 2000년 이후 매우 적극적인 유럽 

차원의 바이오매스 계획과 실천, 그리고 일본의 전략 수립과 시행 등은 이

와 같은 중요성을 배가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늦게나마 우리나라 역시 지구환경이나 국가적 차원의 환경농업

과 농촌의 구현에 필요한 바이오매스를 적극 활용하고, 관련 기술 등을 개

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선진국들의 관련사업과 정책 추진 내용

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의 개발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것이 이 연

구의 출발 동기이자 필요성이다. 한마디로 이 연구는 장차 순환농업과 농

촌, 국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순환,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서의 바이오매

스를 어떻게 개발,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

해 수행되고 있다.

2. 연구 목적

2년에 걸쳐 수행하는 이 연구의 최종 목표는 중장기 농업부문 바이오매

스의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하위 목표는 아래와 같다.

1) 바이오매스의 사회․경제적 의의

2) 선진국의 바이오매스 이용 제도와 정책동향 및 전망

3) 우리나라 바이오매스 발생과 이용, 이용 가능량 추정, 이용 실태와 

문제점 파악, 관련 지원제도와 정책 내용, 문제파악 

4) 바이오매스 이용의 경제성 분석

5) 바이오매스 이용 촉진을 위한 선진국 제도의 비교 검토

6) 분야별 중･장기 바이오매스 이용 촉진 정책과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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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 1년차 주요 연구 내용

○ 바이오매스의 개념, 분류와 사회․경제적인 의의

○ 선진국의 바이오에너지 이용 실태와 정책동향, 시사점

- EU 바이오에너지 이용 실태와 목표, 관련 정책

- 국과 독일, 일본의 바이오에너지 이용 실태와 주요 관련 정책

○ 우리나라 바이오매스 관련 정책과 이용 실태, 문제점

- 우리나라 바이오매스, 에너지 관련 정책

- 농업분야별 - 농산, 축산, 임산부문 - 바이오매스 이용 실태와 문제

○ 바이오매스 이용활성화 정책과제

자료집1: 외국의 바이오매스 이용 실태와 관련 정책

자료집2: 바이오매스 관련 용어집

□ 2년차 주요 연구 내용

○ 바이오매스 발생 및 이용 가능량 추정

- 발생량 및 이용 가능량 예측 모형의 개발

- 바이오매스 이용 가능량 추정

○ 바이오매스 이용의 경제성 분석

- 바이오매스 이용 현황

- 부문별 바이오매스 이용의 경제성 분석

- 바이오매스 현장 이용 사례 실태와 문제점

○ 바이오매스 이용활성화 제도의 도입타당성 검토

- 연구개발지원과 시설보조지원 제도 등

- 가격과 구입제도, 관련 세제

○ 분야별 중･장기 바이오매스 이용 촉진 정책과 전략 수립(1~2년차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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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범위와 방법

4.1. 연구 범위

○ 연구 대상 3개 분야

구  분 주 품목

농산 바이오매스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유채

축산 바이오매스 소(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채란계, 육계) 

임산 바이오매스 주벌․간벌 폐잔재

○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와 제품 2개 용도(에너지 중심)

○ 해외 : EU, 독일, 국, 일본, (미국 에탄올: 연구자료)

4.2. 연구 방법

○ 세부 과제별 주요 연구방법

세부과제 주요 연구방법

○ 바이오매스의 개념, 분류와 사회․

경제적인 의의

○ 기존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 

정리

○ 선진국의 바이오에너지 이용 실태와 

정책동향과 시사점

○ EU, 국: 기존 발표 자료를 중심으

로 검토, 정리

○ 해외 협동연구: 독일, 일본

○ 관련 기관 자료 활용

○ 우리나라 바이오매스 관련 정책과 

이용 실태, 문제점

○ 현지 조사: 해당 부분에서 설명

○ 사례 조사: 해당 부분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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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협동연구

- 독일: 괴팅겐 대학교 퀴르스텐(Kürsten) 박사

- 일본: 오비히로 대학교 사사키(Sasaki) 교수

- 미국: 2년차(2007년도)에 수행

○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 활용

- 분야별 5명 이내(3분야), 총괄 5명 등 총 20명 이내

- 5차 자문회의 시행, 검토결과 연구결과 정리시 활용

5. 연구 기대 효과

○ 바이오매스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 수립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점을 기대할 수 있다.

- 대체 에너지 개발을 통한 화석연료 의존도 완화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대응력 향상

-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순환형 농․산촌 구축에 일조

- 바이오매스 작물재배와 에너지 절감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

- 관련 산업의 부흥을 통한 농․산촌 지역 고용 증대

- 외국의 선진 기술 동향을 제공하여 신기술 도입 및 개발 촉진

- 바이오매스 활용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 활성

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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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개념정의에 따를 경우 바이오매스의 범위, 종류는 대단히 넓

고 많다. 이러한 바이오매스가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떠오른 데는 바이오

매스를 이용할 경우 기대되는 역할 때문이다. 환언하면 바이오매스를 이

용, 활용할 경우 세계가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과연 바이오매스

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되며, 그 결과가 가져오는 기대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정리하 다. 바이오매스,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논하는 경우에 

기초적으로 중요한 개념들이기 때문이다.

1. 바이오매스의 정의와 분류

바이오매스(biomass)란 에너지원과 자원으로서의 생물체를 의미하는 것

으로 나무, 곡물, 식물, 가축 분뇨, 농작물과 각종 음식물 쓰레기 등을 의미

한다. 지구상에서 1년간 발생되는 양(약 1,550억 톤)은 석유의 매장량과 비

슷한 수준이라 하는데, 이를 통해 에탄올, 메탄올(액체연료)과 수소(기체연

료) 같은 바이오연료(biofuel)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드, 목탄 등의 

제품을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다.

바이오매스 이용의 사회․경제적 의의  제2장



바이오매스 이용의 사회․경제적 의의8

바이오매스는 다양한 용도만큼이나 분류 또한 다양하다. 원료의 종류에 

따라 ① 전분질계 자원: 곡물, 감자류 등, ② 셀룰로스계 자원: 초본3, 임목

과 볏짚, 왕겨 등 농부산물, ③ 당질계 자원: 사탕수수, 사탕무 등, ④ 동물 

단백질계 자원: 가축분뇨, 사체, 미생물 균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용도

에 따라서는 ① 에너지(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바이오 가스, 메탄올, 

직접연소 열과 전기생산)와 ② 각종 제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표 2-1). 

표 2-1.  바이오매스의 종류와 이용형태

분 류 변환 후 형태 주된 용도 이용 가능 바이오매스

에
너
지
이
용

직접연소

(합성가스, 

열분해)

장작, chip, 

pellet, briquet 

발전․열원용 

연료

나무, 목재, 폐목재, 간벌재, 제재

공장 등 잔재, 농산부산물, 음식

물 쓰레기, 초본류 등

가스화 메탄
발전․열원용 

연료

가축배설물, 식품폐기물, 하수오

니, 농산부산물과 잔사 등

액체화

바이오디젤 디젤차연료
폐식용유, 유채기름, 유지식물과 

나무, 식물유, 동물성 지방 등

에탄올 자동차연료
옥수수, 사탕수수, 사탕무, 건설

발생목재, 감자, 고구마 등

메탄올

발전․열원용 

연료, 연료전지 

연료

왕겨, 톱밥, 제재공장 잔재 등

제
품
이
용

비료 퇴비 퇴비로 이용
가축배설물, 식품폐기물, 

하수오니

사료 사료
가축․양어용사

료 이용
식품폐기물, 수산폐기물

공업용

원료

프라스틱
식품접시, 농림

수산용자재 

식품폐기물, 옥수수, 감자녹말, 

쌀

재생목질보드
가구, 합판 

(床下地)
간벌재, 제재공장 등 잔재

기능성식

품원재료
DHA, EPA 양제 수산폐기물

 3 초본이란 땅위줄기가 나무와 같은 목질(木質)로 되지 못한 풀 종류의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임.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바이오매스 이용의 사회․경제적 의의 9

표 2-2.  FAO의 바이오연료 분류

생산측: 공급 일반 그룹 이용측: 수요

직접연료목(Direct woodfuels)

목질연료

(Woodfuels)

고형(Solid): 연료목(원목, 칩, 톱밥, 

펠릿), 목탄간접연료목(Indirect woodfuels)
1)

회수연료목(Recoverd woodfuels)
액체(Liquid): 흑유(Black liquor), 

메탄올, pyrolytic oil

목질이용연료(Wood-based 

fuels)
2)

가스(Gas): 가스화로부터의 산물, 위 

연료로부터의 pyrolysis 가스

연료작물(Fuel crops)

농업연료

(Agrofuels)

고형: 짚, 줄기, 껍질(husks), bagasse, 위 

바이오연로로부터의 목탄농업부산물(Agri. by-products)

동물부산물(Animal 

by-products)

액체: 에탄올, 채원유, oil diester, 메탄올, 

pyrolytic oil from solid agrofuels

농산업부산물(Agro-industrial 

by-product)

가스:바이오가스, producer gas, 

pyrolysis gases from agrofuels

도시부산물

도시부산물

(Municipal 

by-products)

고형:도시고형폐기물

액체:오하수 슬러지, pyrolytic oil from 

municipal by-product 

가스:매립지가스, 슬러지가스

 주1: 주로 나무 가공을 통해 생산된 고형바이오연료 

 주2: 주로 나무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된 액체와 가스바이오연료

자료: FAO, Unified Wood Energy Terminology, Working document FOPW/01/05. Availa

ble on the Internet: www.fao.org/forestry/FOP/FOPH/ENERGY/doc/UWET/eng/uw

et-e00.htm, 2001.  D. Thra"n, Wood energy : the way ahead, Unasylva 211, Vol. 

53, 2002에서 재인용

발생지를 중심으로 보면, ① 도시계 폐기물: 생활 쓰레기, 식품잔사, 폐

식유, 하수오니, 펄프폐액, 건설폐자재 등, ② 농촌계 폐기물: 농업 폐기물

(왕겨, 짚 등), 축산폐기물(축산분뇨, 가공잔사 등), 임업폐기물(폐목, 톱밥 

등), ③ 미이용자원: 간벌재, 임지잔재 등으로 분류된다.

통상적으로 ① 각종 부산․폐기물: 짚, 왕겨, 겨, 간벌재, 숲 가꾸기시 소경

목, 잔재, 톱밥이나 각종 폐가구와 건설폐목재, 음식물 쓰레기, 폐식용유, 가축

배설물, 슬러리, 각종 유기성 폐기물 등, ② 바이오매스 작물: 단기순환목

(Short-rotation crops: 버드나무, 포플러), 정기벌채목(coppice), 초본식물,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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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식물, 옥수수와 사탕수수(무), 감자 등, ③ 미이용물: 휴경지나 야산 등에 

방치되어 있는 유기성 자원 등이 바이오매스에 해당된다.

특별히 에너지 생산에 한정할 경우, FAO에 의한 바이오연료의 3가지 

구분, 즉 목질연료와 농업연료, 그리고 도시부산물로의 분류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표 2-2).

2. 바이오에너지의 획득방법

바이오매스로부터 에너지와 제품을 얻을 수 있는데, 종류와 원료가 

다양하다 보니 얻는 방법도 다양하다. 에너지를 중심으로 이용의 과정을 

보면, 바이오매스로부터 에너지형태로의 전환에는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에탄올 등의 연료를 만들어 내는 “연료 전환기술”과 획득한 연료에 의

해 최종 소비형태인 전기나 열을 만들어 내는 “에너지 전환기술”이 필

요하다.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전환하는 데에는 미생물 발효와 같은 “생물화학

적 전환방법”과 열화학적 원리를 이용하는 “열화학적 전환방법”이 있으며, 

이외에 바이오디젤(Bio-diesel) 제조방법이 있다.

그림 2-1.  바이오매스 연료와 제품 생산, 이용흐름도

바이오매스

자료: 大臣官房環境政策課資源循環室, Biomass を利用した代替Energyの活用, 「AFF: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2005. 6 내용을 약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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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생물학적 전환방법

생물학적 전환방법은 한마디로 발효(fermentation)를 이용하는 것인데, 

유기물을 미생물을 이용하여 발효시켜서 필요한 연료를 획득하는 방법으

로 메탄발효, 에탄발효와 수소발효가 있다. <그림 2-2>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축산분뇨를 이용한 간단한 메탄가스 발생과 가스 발생 후 비료를 만

들어 내는 공정이다.

그림 2-2.  축산분뇨이용 에너지와 제품생산 공정도

가축분뇨 메탄발효 발전, 열이용바이오가스

액상폐기물

고형폐기물

유기질액비

유기질비료

2.2. 열화학적 전환방법

열화학적인 전환방법에는 직접연소, 열분해와 가스화, 탄화 등이 있다. 

직접연소란 목질계 바이오매스와 수분함량이 낮은 직접연소가 가능한 바

이오매스를 연소(burning)시키고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열을 이용하는 것

이다(그림 2-3).

가스화(gasification)란 상당히 고온 상태에서 열분해하여 CO, H2 등의 

가연성 가스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이러한 고온의 가스로 발전할 수도 있

으며 연료전지의 연료나 메탄올 합성 연료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그림

2-4).



바이오매스 이용의 사회․경제적 의의12

그림 2-3.  바이오매스이용 직접연소 공정도

임산 바이오메스 가스화 발전합성가스

고형폐기물 유기질비료

임산 바이오매스

그림 2-4.  바이오매스이용 가스화 공정도

임산 바이오메스 가스화 발전합성가스

고형폐기물 유기질비료

임산 바이오매스

탄화(carbonization)를 통해 목탄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방법

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결국 열분해의 조건에 따라 반응 산물

을 다르게 조절할 수 있는데, 대체로 탄화와 건류(distillation)과정4을 통해 

100㎏의 마른나무에서 30~50㎏의 목탄, 35~50㎏의 pyroligneous liquids(이

것 중 80%는 pyroligneous acids이며 20%는 페놀성 타르임), 15~20㎏의 

가스를 생성한다.5

2.3. 바이오디젤 제조방법

바이오디젤은 채유(vegetable oils), 동물성 지방 혹은 재활용 요리용 오

일 등으로부터 알칼리 촉매를 이용한 에스테르화를 통해 생산된다. 기존 

화석연료 디젤과 유사한 점도와 발열량을 가져 바이오 에탄올과 함께 수송

용 연료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특히 바이오 디젤은 60% 이상의 이산화탄

소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4 목탄화 과정에서 pyroligneous 용액을 얻고자할 때의 공정을 의미함.

 5 황병호 등, 「목질바이오매스」, 선진문화사, 1998, p39



바이오매스 이용의 사회․경제적 의의 13

그림 2-5.  폐식용유로부터 바이오디젤 추출 공정도

폐식용유 에스텔화 경유대체연료바이오디젤

고형폐기물 글리세린 등

3. 바이오매스 이용의 사회경제적 유효성

바이오매스는 원료로서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생산물 자체도 다양하기 

때문에 개발과 이용으로 인한 유효성 또한 다양하다. 국가 차원에서 순환

사회형성에 이바지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함께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으며, 지구 온난화 가스의 양을 줄이는 등의 유용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표 2-3).

보다 간단하게 바이오매스를 에너지의 자원으로든 혹은 어느 한 제품의 

생산에 이용하든 그로 인한 기대효과는 크게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표 2-4).

표 2-3.  지역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 관련 혜택

  역 혜    택

사회적 

관점

․생활수준 상승(환경, 건강, 교육), 사회적 강화와 지속성 

(이주효과:농촌과소화 방지, 지역발전, 농촌 다양화)

거시수준
․공급의 안정성/위험의 다양화, 지역성장, 지역간 물량거래 감소, 

수출가능성

공급측면
․생산성증가, 경쟁력 강화, 노동과 인구유동성(유발효과), 인프라 

개선

수요측면 ․고용, 소득과 부의 창출, 유발투자, 관련 산업의 지지

자료: J. Domac et al., Socio-economic drivers in implementing bioenergy projects, 

Biomass and Bioenergy, 2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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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바이오매스 이용의 기대효과

효  과 내  용

지구 온난화 

방지

○ 바이오매스는 간접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우수한 에너지원임.

○ 장기간 목질재료로 이용될 경우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됨.

에너지 자급률 

향상

○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할수록 에너지원의 다양화, 리스크 분산이

라는 의미에서도 바이오매스 이용 확대가 필요함.

○ 국내 에너지원으로 지역분산형의 이용을 통해 에너지 조달에 

기여

순환형사회의 

구축

○ 사용된 건설목재, 농작물 및 식품의  잔사 등은 미이용시 폐기물

에 불과하지만 이를 재활용 또는 자원화하면 폐기물을 줄이고 순

환사회의 형성을 도모하게 됨.

농･산촌의 

활성화

(고용창출)

○ 바이오매스의 이용은 자원의 수집, 운반, 바이오에너지 공급과 이

용시설의 관리･운 , 바이오매스의 가공･판매 등 신산업과 고용

을 창출하여 농산촌의 활성화에 공헌

○ 지역에서의 순환사회 구축을 통해 주민의 긍지와 주체성을 고취

시키고, 다면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도시와 농․산촌의 공존공

이라는 이해를 증진시킴.

삼림･국토의 

적정정비, 

보전

○ 삼림의 다양한 기능 확보를 위해 간벌 등 삼림의 적절한 정비･보

전이 필요함.

○ 간벌재, 목재는 바이오매스 자원으로 이용됨으로써 삼림 정비를 

촉진시킴.

자료: 大木佑一(平成 15年 6月), 日本政府(平成 14年 12月), 靑森縣 統計情報課(平成 16

年 3月), 松田宗弘(2004), 藤村廣辛(2004), 農林水産省(平成 16年 11月), 富士通總

硏(FRI)經濟硏究所(2002.7), 小木知子(1998.10), 浪江一公(2004), 芹澤知輝(2004), 

Bernhard Schlamadinger etc,(2001), Miller, George(2005), 사사키 이치오(2005), 

池上甲一(2004) 등을 참조 작성

3.1.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미래 에너지 대안으로서 바이오매스의 중요성이 검토된 Göran Berndes 

et al.(2003) 연구에 따르면 비록 바이오에너지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한 토지

면적과 생산성의 차이로 연구자간의 예측량에 차이가 많지만6 바이오매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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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Ha당 작물별 에너지량

작   물 에너지량

사탕무(sugarbeet) 2.9toe/ha

곡물(cereals) 0.9toe/ha

포도찌꺼기(rape) 1.1toe/ha

  주: EU 위원회에서 평균치로 사용한 기준임.

자료: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Biomass Action Plan(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COM(2005) 628 final, 2005. 12

미래 지구상의 주된 1차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근대화된 바이오에너지 시

스템은 발전도상국은 물론 선진국에 있어서 미래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

템의 구축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표 2-5>에는 주요 작물별 ha당 에너지의 양이 제시되어 있다. 이것과 

달리 EU에서는 1ton의 바이오디젤은 0.9toe과 같고, 1ton의 바이오에탄올

은 0.64toe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7.

3.2. 지구 온난화 방지

유기물인 바이오매스는 그 생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그 

양과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

소의 양이 같아 탄소중립적(Carbon Neutral)이다. 따라서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할 경우 발전효율이 어느 정도만 보장된다면 국제적으로 거론되는 탄

소배출량 감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8하고 있다.

 6 2050년 예측치가 100EJyr-1에서 400까지의 폭이 있음. Göran Berndes et al., 

The Contribution of biomass in the future global energy supply: a review of 17 

studies, Biomass and Bioenergy, 25, 2003

 7 http://www.energies-renouvelables.org/observ-er/stat_baro/observ/baro167b.pdf의 

자료 작성시 제시한 기준을 참조

 8 小木知子, “Biomass Energy 利用によるCO2 消減 效果”, 資源環境技術總合硏究所 NIRE News, 199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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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전기생산시 자원별 CO2eq 산출량의 비교(gCO2eq/KWhe)

구분
생산시

(production)
수송시

(Transport)
전환시

(Coversion)
청소시

(Clean-up)
계

바이오매스 59 17 0.7 0.2 77

석탄 97 957 0.04 1,054

가스 15 396 0 411

  주: 발전설비의 유효성은 바이오매스 32%, 석탄 38%, 천연가스 52%

자료: Royal Commission on Environmental Pollution, Biomass as a Renewable Energy 

Source, 2004

1톤의 건조 나무는 370kg의 석탄 탄소를 대체, 결국 2020년경에는 바

이오매스와 다른 재생 가능 에너지가 에너지의 주류가 될 것이지만 그 가

운데에 바이오매스가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을 줄이

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며,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의 중요 

요소가 될 것이다9.

한편 에탄올을 혼합연료로 사용할 경우 오존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을 많

은 연구에서 검증하고 있는데,10 위스콘신주에서 E10(가솔린 90%+에탄올 

10%)을 사용한 경우 오존 초과일수가 16% 감소했으며, 캘리포니아에서도 

E6(가솔린 94%+에탄올 6%)의 사용으로 인해 22% 오존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나라 한 연구소의 검증결과11를 보면 바이오디젤을 1톤 사

용시 2.2톤의 CO2 감면효과가 있다고 한다. 나아가 HC(-15%), CO (-17%), 

NOx(+3%), SOx(-20%), PM(-18%), 매연(-14%)의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9 N. Hooda & V.R.S. Rawat, Role of Bio-Energy for carbon-dioxide mitig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India, not available source.
10 REAP, Cleaning the Air with Ethanol - a review of the real world impact from 

fuels blended with ethanol, http://www.reapcoalition.org/main.html, March, 2006
11 국립환경연구원에서 2001. 12월에 분석한 결과로, 산업자원부 보도 자료, 2006. 

3. 2, “06년 7월부터 바이오디젤 상용화 개시-산업자원부-정유사 바이오디젤 보

급 관련 협약체결”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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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일본의 CO2 삭감을 위한 5대 시책과 CO2 절감효과

구 분 주요 내용 CO2 절감효과

원자력가동률 향상

○ 정기검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원자력 

가동률 8∼10%향상

○ 연료 교환주기 장기화

600만 탄소톤

(10%)

저연비･연료전지차의 

보급

○ 하이브리드차, 저연비디젤차 보급

○ 수소이용의 연료전지차 개발

5,600만 탄소톤

(93%)

바이오매스에너지

활용

바이오매스 에너지활용을 2010년까지 1

차 에너지의 10%로 확대

3,000만 탄소톤

(50%)

에너지다소비산업의 

열이용프로세스혁신

철강, 화학, 시멘트, 제지산업의 열이용 

프로세스 혁신에 의한 산업경쟁력 강화

1,000만 탄소톤

(17%)

민생전력을 삭감하는 

백색발광다이오드

보급

백색발광다이오드(LED) 보급으로 민생 

전력량의 20%를 차지하는 조명분야에

서의 소비 에너지를 대폭 삭감

900만∼1,500만 

탄소톤(15∼25%)

  주: (  )내 비율은 일본의 이산환탄소 삭감량 6,000만 탄소톤에 대한 비율임.

자료: 富士通總硏(FRI)經濟硏究所, 「京都協定書發效をバネに地域分散型産業構造ヘ」, 

硏究Report No.137, 2002. 7

일본에서는 교토의정서 합의문상의 CO2 삭감 방안으로 바이오매스 에

너지활용을 포함한 5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표 2-7), 이 가운데 일본

의 바이오매스 잠재량 2억 6천만 톤을 메탄올로 환산시 1.3억톤, 원유 환

산시는 7,800만kl(6,500만 톤)에 해당한다. 이것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0%인 3,000만 탄소톤, 삭감 목표량의 50%를 줄일 수 있는 양에 해당하

고, 화폐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9조 엔의 에너지 수입액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3.3. 순환형 사회 구축 기여

지금까지 폐기물로 인식되어 온 바이오매스를 하나의 자원으로 보고 적

절하게 처리할 경우 자연순환시스템이 복원되고 유지가 가능하여, 자연순

환 생산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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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유채 프로젝트의 자원순환

자료: 박경철 譯, “바이오매스에너지와 지역농업의 재편성”, 池上甲一 著, 「농민과 사

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2004. 여름, pp.225-234  

2001년 3월에 책정된 일본 사가현(滋賀縣) 신아사히쵸(新旭町)의 “신아

사히쵸 에너지 비전”을 통해 하나의 자원순환 모델을 엿볼 수 있다(그림

2-6). 

신(新)아사히쵸 유채프로젝트는 자원순환의 흐름을 이용하고 있다. 중

요한 순환상의 특징은 휴경지 등에서 유채를 채종하여 토지이용을 촉진하

고, 채종으로부터 유채유를 착유, 식용으로 사용한 후 폐식용유를 회수하

여 바이오디젤을 만들어 자동차나 농기계, 어선 등의 연료로 사용한다. 착

유 후 발생하는 유박은 퇴비나 사료생산에 이용하고, 유채꽃이 피는 시절

에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13.

12 허길행, “가축분뇨 발효 액비화에 의한 농업부문 자원순환체계 복원 연구”, 

「농촌경제」, 제23권 제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가을
13 박경철 譯, “바이오매스에너지와 지역농업의 재편성”, 池上甲一 著 , 「농민과 

사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2004. 여름, pp.2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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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득과 고용의 창출

일본 내에서 바이오매스를 이용할 경우 장차 장기적으로는 4개의 시장

－에너지의 원료와 관련설비, 에너지 이외 바이오제품과 해외 부분－이 창

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4분야의 시장 규모는 작게는 8조 엔, 크게는 16조 

엔 정도까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2조~5조 엔)보다 제품

시장(5조~10조 엔)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표 2-8). 

EU에서도 장차 바이오에너지로 인한 고용 창출은 재생 가능 에너지

역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표 2-9).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실행 정도가 나라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재생 가능한 바이오

에너지의 고용창출 잠재성은 대단히 크다.14

표 2-8.  바이오매스가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일본)

시장종류 상   품 시장규모

에너지 이용 형태의 

변화에 의한 시장(분산형 

코제너레이션, 열전병급)

○ 바이오매스 기원원료(매탄, 가스화가스, 수소)

○ 기기, 설비/엔지니어링(발전기, 가스화기기 등)

○ 전력, 열 등의 에너지 판매

○ 에너지 서비스 등

1∼3조엔

자동차용 화석연료의 

대체에 의한 시장

○ 바이오에탄올

○ 바이오디젤

○ 수소 등

1∼2조엔

천연소재 신시장

(Bio Refinery)

○ 바이오플라스틱

○ 바이오알코올

○ 의약, 화장품

○ 기능성 식품 등

5∼10조엔

해외시장

○ 바이오매스, 제품 생산설비

○ 가스화/발전 설비

○ 열전병급 기기, 설비

○ 바이오매스 생산설비, 노하우

1조엔

자료: 浪江一公, “바이오매스가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 「지구환경」, 5월호, 2004, 일본

공업신문사

14 J. Domac et al., Socio-economic drivers in implementing bioenergy projects, 

Biomass and Bioenergy, 28, 2005, pp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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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EU내 재생 가능 기술 역부분 고용전망

단위: 명

구  분 2005 2010 2020

태양열(Solar thermal heat) 4,590 7,390 14,311

연료전지(PV) 479 -1,769 10,231

태양전기(Solar thermal electric) 593 649 621

해안풍력(Wind onshore) 8,690 20,822 35,211

내륙풍력(Wind offshore) 530 -7,968 -6,584

소수력(Small hydro) -11,391 -995 7,977

바이오에너지 449,928 642,683 838,780

합계 453,418 660,812 900,546

자료: ECOTEC Resaerch  and Consulting Ltd/Directorate General for Energy, European 

Commission. The Impact of renewables on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www.euforest.org/FinalRep.PDF.1999. J. Domac et al., Socio-economic drivers in im-

plementing bioenergy projects, Biomass and Bioenergy, 28, 2005, p104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15 특별히 산림자원의 경우만을 보면 매년 간벌, 천연

림 보육과 어린나무 가꾸기 등을 통해 90만 톤－원유 약 178만 배럴에 해

당(당시시가 약 4,500만 달러, 현시가 1억 달러 이상)－의 바이오매스가 수

집되고 있다. 직접 수집에 연간 1,260명(1일 2.5톤 수집, 연간 200일 기준)

의 직접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있고 산업까지를 고려할 경우 약 2,500명의 

추가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5. 사회의 질 향상과 안정화

바이오매스의 효율적 이용은 소비와 이를 통한 생활수준의 향상, 이외

에 교육이나 고용기회, 주변 환경과 건강보호 등 많은 유용한 효과가 있

다.16 아울러 화석연료를 바이오에너지가 대체할 경우 산성비, 각종 매연문

제 등 해소에 도움이 되어 사회와 자연환경이 개선되고 사람들의 생활의 

15 최돈하, “지구온난화와 목질연료”, 「임업정보」, 2003. 8, P123
16 J. Domac et al., Socio-economic drivers in implementing bioenergy projects, 

Biomass and Bioenergy, 2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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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따른 순고용과 소득창출기회는 농촌지역의 인구 

과소화 문제와 이로 인한 지역 간, 계층 간 이질화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

다. 즉 농촌으로부터의 인구이동의 요인이 소득 측면에서 많다면 이의 보

완을 통해 농촌의 과소화는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지

역발전과 다양성 유지 등이 가능할 것이다.

4. 바이오매스 자원과 생산물의 이용조건

4.1. 자연적 조건

바이오매스는 동식물로부터 유래되는 유기성 자원이어서 생산의 지역

적인 속성을 가진다.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 자원은 지역

마다 다르고 제한적이다. 특히 재배를 통한 바이오매스 획득은 지역적인 

제한이 강하며, 같은 식물이라 하더라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

능량이 기후와 재배조건 등에 따라 다르다(표 2-10).

표 2-10.  단기간 내 식물의 광합성효율의 최대치

지역 식물 생산지
생산량(건물중)

(G/㎡,일)
광합성효율(%)

온대

호
사탕무우
보리

옥수수

국
국
국

네덜란드
미국

28
31
23
18
40

2.5
4.3
1.8
1.7
3.4

아열대
감자
해조류

미국
미국

37
24

2.3
1.5

열대

벼
사탕수수
카사바

사료용수수

필리핀
하와이

말레이시아
호주

27
37
18
54

2.9
3.8
2.0
4.3

자료: 金吉煥, “農業과 에너지(9)” 1985 국제식량농업 273('85.11) pp.13-21 국제연합식량

농업기구(FAO) 한국협회에서 재인용, 원자료: 須之部淑男 , “エネルギー作物”, 自

然, 197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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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경제성

바이오매스는 그 자체적인 특징, 즉 이용 가능한 시기의 제한성, 넓

은 지역에 분산된 분산성 등의 특징이 있다. 특히 실질적 운  제한요소

(logistic constraints)와 함께 바이오매스의 에너지로의 전환기술의 비효

율성이라는 현실적인 특징으로 인해 경제성이 유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몇 가지 재생가능에너지의 경제성을 비교･분

석하 는데, 그 결과를 <표 2-11>을 통해서 살펴보면 아무래도 원자력

의 경제성이 높다. 바이오매스이 경제성이 태양광을 앞지르고는 있지만 

일반화된 원자력 그리고 풍력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바이오매스를 이용

한 발전은 태양광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나 여전히 경제성이 낮

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이 바이오매스 이용도 제고에 이바지할 것이

다17. 환언하면 아직은 바이오매스 이용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표 2-11.  대체에너지원별 설비의 경제성 비교(일본)

구 분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원자력

kw당 설비비용(만엔) 60 25 20 30

발전효율(%) 10 25 20 35

이용률･가동률(%) 12 20 50 80

발전비용(엔/kwh) 66 17 20∼25 5.9(∼10)

자료: 富士通總硏(FRI)經濟硏究所, 「京都協定書發效をバネに地域分散型産業構造ヘ」, 

硏究Report No.137, 2002. 7. P10 의 내용을 일부 수정, 작성

17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술적, 현실적 조건하에 경제성을 검토하 는데, 중심

의 내용은 각 개별변수의 변화에 따른 경제성에 향을 미치는 정도의 계측과 

비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Antonio C. Caputo et al., Economics of 

biomass energy utilization in combustion and gasification plants: effects of logis-

tic variables, Biomass and Bioenergy, 2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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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목재 보일러의 경우 대체 관계인 연탄, 등유, 전기 보일러 등

과의 비용효율성을 계측한 연구가 있다.18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목재 칩

을 이용한 보일러의 경제성이 등유와 전기(심야전기 포함)보일러보다 우

월19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12). 특히 최근 원유가격이 배럴당 70달

러를 상회하는 상황에서의 경제성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의한 발전의 경우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운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발전원가와 이를 기준으로 한 

시스템 마지널(marginal) 프리미엄에 대한 검토가 2006년 3월 22일 있었

다. 여기에서 제시된 재생 가능 에너지원별 발전 고정가격을 비교해 보면, 

바이오매스에 의한 발전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유리성을 갖고 있다(표 

2-13).20

표 2-12.  난방 설비별 단위 열량 생산비용 비교(한국)

구분 연탄보일러 등유보일러 전기보일러
심야전기

보일러

목재 칩

보일러

에너지단가
202.5원/장

(3.6kg)
640원/ℓ 74.7원/㎾h 32.6원/㎾h 126.6원/kg

연료발열량 4,500 kcal/kg 8,700kcal/ℓ 860kcal/㎾h 860kcal/㎾h 2,800kcal/kg

열효율(%) 71.6 80 95 95 70

단위열량당

비용(원/1000㎉)
17.5 92.0 91.4 39.9 35.2

주1: 열효율은 제조사, 기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주2: 연료 가격은 물가정보 참조

18 석현덕 등, 「목질 바이오매스 열에너지 개발의 경제성 분석과 에너지용 산림

폐재의 지속적 확보 방안」, c2005-3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pp54~55
19 물론 현실적으로 농촌의 등유보일러 사용 가구가 연간 11,084천㎉의 열을 소비

하고 있고, 이를 목재 칩 보일러로 대체하려면 연간 4톤 가량의 목재 칩이 필

요하여 수집과 보관 등의 애로는 있음(석현덕 등, 2005, pp54~55).
20 원가 산정의 명확한 기준과 현실적 타당성에 대한 수용은 별개. 우리나라의 경

우 관련된 시설이 광범위하게 오랫동안 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전원가 

산정 시 편기의 가능성은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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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한국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준가격(개정(안))

전원 구분
기준안(원/Kwh)

고정요금 프리미엄

태양광
30Kw 이상 677.38

-
30Kw 미만 711.25

소수력

일반
1MW 이상  86.04 SMP+20

1MW 미만  94.64 SMP+30

기타
1MW 이상  66.18 SMP+5

1MW 미만  72.80 SMP+10

바이오

LFG
20MW 이상  68.07 SMP+5

20MW 미만  74.99 SMP+10

바이오가스
150Kw 이상  72.23 SMP+10

150Kw 미만  85.71 SMP+20

바이오매스  68.99 SMP+10

연료전지
바이오가스이용 228.52 -

기타연료이용 269.72 -

자료: 한국전기연구원, 「신․재생 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 방안」, 2006. 3. 22, 

P 31의 일부 내용 삭제하여 정리한 자료임.

4.3. 대체재의 개발과 기술발전

바이오매스는 에너지와 관련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데, 에너지 생산에 

이용할 경우 기존의 에너지와 경쟁 관계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바이오매

스에너지의 생산과 공급은 기존 화석연료가 가지는 지구 온난화 문제와 더

불어 고갈성, 탐사와 채굴기술, 가격과 변동 등에 연계된다.

같은 재생 가능 대체에너지라는 범주에 들어 있고, 꾸준히 기술 개발을 

해 온 다른 분야 에너지와의 경쟁도 불가피하다. 태양열이나 광 에너지, 풍

력, 지열과 조력, 소수력 등이 바이오매스에너지와 경쟁 관계에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지리, 경제, 사회적 요인이 있겠지만, 바이오

매스보다는 이러한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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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관련 제도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거나 촉진, 규제하는 관련 제도는 생산에

서 최종이용까지 다양하며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축산분뇨나 유기성 음식물 쓰레기는 대부분 퇴비나 액비 생산에 사용되

거나 혹은 메탄발효 후 액비를 생산․이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칫 토

양과 지하수 오염원이 야기될 수 있고, 그래서 오랜 동안 유럽에서는 이에 

대처방안으로 분뇨살포의 시기와 횟수, 량에 대한 제도적 제한을 실천하고 

있다(표 2-14). 이는 결국 가축 사육두수의 축소 나아가 바이오매스 이용의 

제약과 관련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가축분뇨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 

양분 총량제 시행 후 가축 분뇨에 의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가축사육두수 총량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22 

바이오매스 발전전기에서 이용촉진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세금

의 면제(감면)도 바이오매스 이용촉진에 접한 관련이 있다. 독일의 경우 

비록 바이오매스로 인한 전기의 단가가 비싸지만 세금 감면으로 인해 경쟁

력을 갖게 된다(표 2-15).

 외에도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 녹색가격제도(green price system), 생태세

(eco-tax), 화석연료부담금(fossil fuel levy(tax)), 재생에너지 의무할당구입제

(RPS), 발전차액제도(feed-in tariff), 재생가능에너지 인증제(Renewable 

certificate), 기후 변화부담금(Climate Change Levy; CCL), 표준기준, 각종 

정부의 지원, 교토의정서 문제 등의 제도적 이슈와 정책 등이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개발, 이활용에 접한 관련을 갖는다.

21 대체에너지 3대 중점분야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이며, 대체에너지 시범마을

도, 일본의 경우 바이오타운으로 바이오매스가 중심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태

양광에너지 중심(2010년까지 100개 확대)으로 되어 있음. 산업자원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2. 12, pp211~214
22 농림부․환경부 합동,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 2004. 11, PP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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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EU가맹국의 초산염지령 관련 환경규제

국가

질소(kg 
N/ha, 1997)

초산염지령 관련 (2000년)

전투
입량

과잉
량

전 국토의 
취약구역 
비율

행동 
프로그램
의 유무

분뇨살포
금지기간

최대 질소
시비량

분뇨저장
용량

오스트리아 104 36 100.0% ○ 10/26∼2/27 100kg N/ha 최저 6개월

벨기에 370 145 9.0% ○ 9/1∼1/31 120kg P2O2/ha 최저 6개월

덴마크 246 111 100.0% ○ 10/1∼1/31 170 kg N/ha 최저 9개월

핀란드 127 56 100.0% ○ 겨울 - -

프랑스 157 41 48.0% ○ 7/1∼1/15 210kg N/ha 최저 6개월

독일 201 92 100.0% ○ 11/15∼1/15 210kg N/ha 최저 6개월

그리스 146 48 11.0% ○ n.a. n.a. n.a.

아일랜드 225 63 0.0% × - - -

이탈리아 120 40 2.0% ○ 12/2∼1/31 170kg N/ha 최저 3개월

룩셈부르크 284 99 100.0% ○ - 170kg N/ha -

네덜란드 486 256 100.0% ○ 9/1∼1/31 300kg N/ha -

포르투갈 75 24 1.0% ○ - - -

스페인 73 35 6.0% ○ n.a. n.a. n.a.

스웨덴 114 35 9.0% ○ 12/2∼1/31 210kg N/ha 최저 6개월

국 163 37 3.0% ○ - 250kg N/ha 최저 4개월

EU-15 149 52 38.0% - - - -

 주1: 경제사회평의회자료(CEC)를 참고로 작성

 주2: 초산염지령은, 2002년 12월 20일부터 1ha당 최고 질소시비량을 170kg으로 규정

 자료: 서세욱, “바이오매스 자원의 활용과 조건”, 「농촌과 사회」, 2005년 여름호, 한국

농어촌사회연구소, 2005. PP112~125

표 2-15.  독일의 경유와 바이오디젤에 대한 세금 비교

단위: DM/ℓ 

구 분
경   유

바이오디젤
2000 2001 2002 2003

생산원가 0.42 0.42 0.42 0.42 0.98

세   금 1.74 0.8 0.86 0.92 0.08

최종가격 1.16 1.22 1.28 1.34 1.06

자료: 이진석․김덕근, “바이오에너지의 보급현황과 기술 개발 전망”, ETIS 분석지 제23

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04

원전: Austrian Biofuels Institute, The Development of Biodiesel in Germany, IEA 

Report(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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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는 에너지로 혹은 제품으로 이용,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대

부분 유럽 국가들에서는 에너지로의 이용을 중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

전히 바이오매스의 개발과 이용 등에서 후진국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선진국들의 바이오매스 관련 정책들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정보가 된

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몇몇 선진국의 바이오매스 이용정책을 간단히 정

리하 다. 여기에서 간단히 제시한 내용을 포함, 구체적인 내용과 EU 관련 

정책 등 보다 자세한 수치와 내용은 별도의 자료집(Ⅰ)을 통해 정리, 제공

될 것이다.

1. 국

1.1. 기본 개요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국의 에너지정책 기본방향은 에너지백서23에 

23 DTI, Energy White Paper- Our energy future-creating a low carbon economy, 

Feb.,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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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겨 있다. 여기에서 국 정부는 2010년경에는 석유 수입국이 될 가능성

이 높고, 2020년에는 1차 에너지 수요의 3/4을 수입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국 정부는 2010년 전기 생산 가운데 10%24를 재생 

가능 자원으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제시하 으며 2020년 이 비율을 20%로 

올리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 아울러 국 오염 관련 왕립환경위원회(Royal 

Environment Commission on Pollution)25의 건의에 따라 2050년까지 이산

화탄소의 배출량을 60%까지 줄일 계획이다. 이미 2008~2012년 온실가스

(GHG) 배출을 12.5% 줄인다는 교토의정서를 인준한 국 정부는 “재생가

능자원혁신 검토(The Renewables Innovation Review)”를 통해 관련기술의 

정립, 장애 요인 추출과 정책 수단 강구, 관련 사업에 대한 정책과 자금지

원 방안 등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 정부는 바이오매스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바이오매스 태스크포

스를 구성하 다. 이들은 2005년 11월 대정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

는데, 이에 대응한 정부의 행동계획이 2006년 4월 27일 발표되었다. 이 내용

들은 향후 국 정부의 바이오매스이용촉진 정책의 근간이 될 것이다. 

1.2.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가운데 하나는 바이오에너지이다. 따라서 재생 가

능한 에너지에 대한 정책들의 대상에 바이오에너지도 포함된다. 아래에서

는 중요한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지원정책의 골격만을 설명한다. 구체

적인 내용은 연구 자료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24 10%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가능에너지로부터 대체로 약 10,000메가와트

(megawatts)를 충당해야 함. 이것은 3,000~5,000개의 풍력터빈(wind turbines)에 

해당하며, 2백 개의 50메가와트짜리 바이매스발전소에 해당함.
25 Royal Commission on Environmental Pollution, Biomass as a Renewable Energy 

Source, 2004,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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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재생가능에너지 의무구입제도

재생에너지 의무구입제도(Renewable Obligation; RO)는 2002년 4월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에 다라 국과 웨일스에서 허가된 전기공급자들은 공

급전기량의 일정부분을 반드시 재생 가능 자원으로부터 충당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의무구입제도 아래에서 전기공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

비율은 점차 커지고 있다. 2000년대 초반 3.0%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5/2016에는 15.4%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2.2.2. 비화석 연료 에너지 의무구입제도

비화석 연료 에너지 의무구입제도(The Non-Fossil Fuel Obligation; NFFO)

는 재생에너지 의무구입제도가 시행되기 전(1990년)에 시행된 비화석 연료

를 이용한 전기생산자에 대한 지원제도이다. 당초에 이 제도는 원자력 발전

의 사유화 과정에서의 지원정책으로 출발하 다. 

NFFO제도란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생산한 에너지에 대해 특별지원

(premium payments)을 제공하여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즉 화석연료에 대해 일정한 부과금(전기요금의 10%)을 징수한 후, 이 

자금을 이용하여 NFFO가 체결된 전기가격에 대해 특별가격(premium 

price)을 인정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보

증 가격은  NFFO 훈령 차수에 따라 낮아지는 데, 이는 산업 스스로의 경

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2.3. 재생 가능 수송연료 판매의무

국 정부는 2005년 11월 새로운 재생 가능 수송연료에 대한 의무비율 

판매제도(Renewable Transport Fuel Obligation; RTFO)를 발표하 다. 이 

제도는 전기에 대한 의무할당 판매제와 유사한 것이며, 그 대상물이 수송

용 바이오연료라는 점만 다르다. 즉 수송용 연료를 판매하는 모든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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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판매연료의 일정 비율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얻은 수송용 연료

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RTFO 목표치는 2008/9년 2%, 2009/10에 2.8%, 2010/11에 3.5%수준이

다. 목표치는 EU 전체의 5.75%에는 못 미치나 국내 바이오연료의 증가

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2.2.4. 바이오에너지 자본보조사업 등

바이오에너지 자본보조사업((Bioenergy Capital Grants scheme)을 통해 

열과 전기생산 원료로 바이오매스를 도입하려는 경우 ￡66백만 한도 내

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이 사업으로 Lockerbie(43MW)와 Wilton 

(30MW)의 전기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으며 이들은 2007년에 완공된다. 이 

사업 내에서 바이오매스 보일러에 대한 보조,  Biomass Energy Center의 

설립(정보, 교육조직),  관련 연구사업 등이 국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2.2.5 연료부담인센티브와 자본금 세공제

연료부담 인센티브(Fuel Duty Incentives)는 재생 가능 수송연료에 대한 

의무비율 판매제도 실시 이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바이오연료 이용 촉

진을 위한 제도이다. 국 정부는 바이오디젤(2002년)과 바이오에탄올

(2005)에 리터당 20pence의 차등 부담금 인센티브(면제)를 적용하고 있다. 

2006년에는 사업의 확실성 보증을 위해 연료부담인센티브를 2008/9년까지 

연장하 다. 연료회사에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연료 리터당 추가매입가격(Buy-out price)은 15pence이다.

2005년 12월 국 정부는 일정한 탄소 관련 품질 기준에 합당한 바이

오연료가공시설에 대해 자본금 공제지원을 발표하 다. 첫해 자본자산 비

용의 100%를 세금부과 이윤으로부터 공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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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공급 인프라 정부보조와 이용촉진

국 정부는 연료공급주유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연료공급 인프라 보조 

프로그램(Refuelling Infrastructure grant programme)을 2005년 7월에 수용, 

8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연료보급소(주유소) 시설의 일부 비용을 보조

해 주는 사업대상에 바이오연료가 포함된다.

바이오연료의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는 정부기관 자동차의 바이오사용

을 권장하고 있고, 모든 신규 정부의 차량은 5%의 바이오디젤을 사용하도

록 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도 관용차량과 경찰 차량 등에 바이오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2.2.7. 저탄소건물 지원프로그램과 탄소 트러스트

저탄소건물 지원프로그램(Low Carbon Buildings Programme; LCBP)은 

2006년 4월 1일부터 향후 3년에 걸쳐 시행되는데, 건물로부터의 이산화탄

소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은 시설과 건물에 대해 별도로 

시행된다. 일반 가정과 공공건물 그리고 일부 시설교체와 전면 교체로 구

분되어 차등 지원된다. 

2001년 만들어진 탄소트러스트는 비 리조직으로 기후 변화부담금(Climate 

Change Levy; CCL)을 통해 운 재원이 조달되며, 탄소경제(A Low Carbon 

Economy)의 실현이 지향목표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효율 증대, 저탄소 이용 

기술 개발과 이용확대, 관련 기술, 제도의 개발사업 등을 하고 있다.

1.3. 바이오매스 관련 주요 정책

특별히 농촌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이오매스 이용촉진 정책들이 

있다. 주로 에너지 작물의 생산에 관련된 지원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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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에너지작물지원제도

에너지 작물 지원제도(Energy Crops Scheme; ECS)에는 임지조성 지원

제도와 생산자 조직지원제도가 있다. 임지조성 지원제도란 단기순환목과 

억새류 묘목의 구입, 식재, 육림 등의 비용을 조성 첫해에 지원하는 제도이

다. 단벌기 맹아림의 경우 1,000파운드/㏊, 억새류의 경우 920파운드/㏊가 

보조 지원된다. 그런데 이들 작물이 최종적으로 에너지용으로 이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증명을 요구한다. 특히 일반적으로 소형시설은 작물로

부터 10마일, 발전소는 25마일 이내이어야 한다. 최소재배규모는 3㏊, 농

촌환경부와 계약기간은 5년이다.

생산자조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배농민들의 법적 조직화가 필요하

다. 이들 조직에 대한 지원은 그룹당 최대 200,000파운드이다. 이 지원자금

은 전문장비의 구입, 인건비, 사무실 운 , 저장시설, 교육과 홍보 등에 사

용된다.

3.2.2. 국 임지 보조제도

2005년부터 시행된 임지 보조제도(English Woodland Grant Scheme; 

EWGS)는 6개의 세부지원제도를 갖고 있다.26 임지의 조성 계획부터 조성

작업, 재조성작업, 관리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준비되어 있다. 

이 제도는 지역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운용되는데, 스코틀랜드에서는 

“Scottish Forestry Grants Scheme”, 웨일스에서는 “Better Woodlands for 

Wales”이다.

26 Woodland Planning Grant, Woodland Assessment Grant, Woodland Regeneration 

Grant, Woodland Improvement Grant, Woodland Management Grant, Woodland 

Creation 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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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바이오 에너지 인프라 지원제도

바이오 에너지 인프라 지원제도(Bio-Energy Infrastructure Scheme)는 

바이오 에너지의 최종사용자에게 필요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제도이다. 즉 에너지 작물과 목질연료의 공급, 가공, 저장과 수확 등

을 돕기 위해 주어지는 제도이다. 해당 농민이나 임업인들이 생산자 단체

를 조직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 구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사무실과 사무

실 집기, IT장비의 임대 또는 구입비용 등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작

물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며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촌환경부와 5

년 계약이 필요하며 보조지원은 3년이다.

2. 독일

2.1. 농업과 바이오매스

독일 내에서 재정지원으로 인해 바이오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생산에 사

용되는 농지의 전체 면적이 2003년 835,547㏊에서 2006년 1,561,000㏊로 

증가하 다. 이는 전체 농지의 13%에 해당한다. 이러한 놀라운 증가 추세

는 오일식물, 곡물, 그래스, 옥수수를 재배할 경우 EU로부터 45€/㏊의 보

조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바이오에너지원생산에 사용된 농지 1.56백만㏊ 가운데 1.1백만㏊는  바

이오디젤 생산용 유채재배면적이다. 에탄올과 바이오가스 생산에 사용하는 

에너지용 곡물과 옥수수는 2005~2006년 거의 두 배 정도 증가되었다. 바

이오연료 생산은 1993~2003년 5,000톤에서 650,000톤으로 증가하 다. 과

거 10년 사이 100배 이상 증가하 다.

2004년도 독일의 공식적인 벌채량은 5,440만㎥이다. 2003년부터 2042

년까지 잠재적인 연간 수확량은 7,820만㎥(7.5㎥/㏊)이다. 독일 내 목질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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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매스의 1/3은 이미 에너지용으로 쓰이고 있다. 절반은 가정에서, 나머

지 절반은 열과 전기 생산 시설에서 사용된다. 가정에서는 주로(85%) 장작

을 사용한다.

2.2. 주요 바이오에너지 정책

2005년에 독일의 1차 에너지 소비 가운데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

은 4.6%이며, 바이오에너지는 3.3%이다. 바이오에너지는 수송 부문에서 

3.6%, 열 부문에서 5.1%, 전기생산에서 2.2% 기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에서의 비중이 그만큼 크다. 아래에서는 바이오에너지 개발과 이용촉진 주

요 제도만을 간추려 설명한다.

2.2.1. 재생에너지원법(EEG)

재생에너지원법의 지향목표 가운데 하나는 재생에너지 시장점유율을 

현재 10.2%에서 2020년까지 20% 이상 끌어올리는 것이다. 제도의 핵심은 

재생에너지원에서 생산한 전기에 대하여 20년간 최저가격을 보증하고 주

요 전기공급망(grid)으로 배전하는 것이다. 이때 재생 가능 전기를 생산하

는 경우 최소지불가격을 보증해 준다. 또한 특별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이 

있는데, 예컨대 열병합 발전법(the Combined Heat and Power Generation 

Act)에 따라 생산된 전력에 대해서는 최소 요금인 2.0cents/㎾h를 추가 보

증받는다. 재생에너지원법은 생태세(eco-tax)와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

이는 데에 가장 성공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2.2.2. 시장자극 프로그램(Market Stimulation Programme; MAP)

시장자극 프로그램은 보조금을 지급하여 열공급의 확대를 위한 것으로 

바이오연료도 지원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8~100㎾ 용량에 88%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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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며, 우드칩과 펠릿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보일러는 38.40€/㎾(30㎾ 

이하) 또는 24€/㎾(30㎾이상)의 보조를 받는다. 이 사업에 2000년 1월 1일

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총 1억2,900만€가 보조되었다. 이 사업 역시 

매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문제되는 것은 신청자들의 폭

증으로 인한 예산의 한계성이다.

2.2.3. 생물성 연료에 대한 조세 혜택

생물성 연료에 대한 연료세 면제는 그 형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고 있다. 해당 조세는 현재 9€cent에서 2012년에 45€cent로 인상될 것

이다. 

2.2.4. 주와 지방단위의 보조금

일부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바이오매스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바바리아(Bavaria)에서 농업인은 농업투자인센티브를 받아 재생에너

지원법에서 보조되지 않는 바이오매스 보일러 투자의 40%까지 충당할 수 

있다. 북 라인-베스트발렌(North Rhine-Westphalia) 주에서도 기후와 환경보

호에 기여하는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시연, 시장출시 등을 지원하고 있다. 

3. 일본

3.1.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

일본 정부는 바이오매스의 이용 촉진을 위해 2002년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을 수립하 다. 이것은 일본 바이오매스 정책의 근간이 된다. 

2006년에는 그동안의 변화, 특히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일부 전략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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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있었다. 내각부,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문부과학성 및 국토

교통성으로 구성된 “전략 책정 프로젝트팀”에 의해 만들어진 이 전략 수립

의 주된 이유는 첫째 지구 온난화 방지, 둘째 순환형 사회의 형성, 셋째 경

쟁력이 있는 전략적 산업의 육성, 넷째 농림어업·농산어촌 활성화의 수단

이다.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에서는 3가지(기술, 지역, 전국) 관점에서 목

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상당히 구체적이다. 

예컨대 기술적 관점의 목표를 보면 직접연소 및 가스화시설 등 함수율

이 낮은 바이오매스를 에너지와 관련하여, 일 처리량 10톤 정도의 플랜트, 

에너지변환효율이 전력으로써 20% 혹은 열로써 80% 정도의 기술을 개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메탄발효 등 함수율이 높은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변화하는 경우에도 일 처리량 5톤 정도 시설, 에너지변환효율이 전력으로

써 10% 혹은 열로써 40%라는 목표가 분명하다. 지역적인 목표로 2010년

까지 바이오매스타운을 약 300개 조성한다는 것이다. 전국적인 관점에서 

일본 내 중장기 에너지수습전망을 감안해서 신 에너지의 하나로서의 바이

오매스에너지의 도입을 검토하고 교토의정서 목표 달성계획에 담긴 각종

목표와의 정합성을 꾀하며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기본법의 이념을 존중하

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3.2. 바이오매스 지원 제도

일본의 경우 비록 유럽에 비해 출발은 늦지만 바이오매스 이용촉진 정

책의 틀은 짜임새가 있고 전략적이다. 바이오매스 개발과 이용촉진정책도 

세 하게 분류, 시행되고 있다.

3.2.1. 사업 도입 전 

바이오매스 사업에 있어서의 도입 전 지원 제도는, 기본 설계 작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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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개최, 보급개발·기술개발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４개의 제도가 있다. 그것은 ① 지역 신에너지 비전 책정 사업, ② 바이오

매스 미활용 에너지 조사 사업, ③ 바이오매스의 환경만들기 보조금, ④ 중

소기업·벤처 도전 지원 사업 등이다.

3.2.2. 사업 도입 시 

바이오매스 사업 도입 시 지원 제도는 농림수산성이나 환경성, NEDO

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고 있다. 지원의 내용은 사업비 조성, 융자 및 이자 

조성의 3가지이다. ① 바이오매스사업비 지원 제도, ② 융자 지원 제도, ③ 

이자 조성 지원 제도이다. 

3.2.3. 사업 시 

사업 시의 지원 제도는 세금의 감면 조치이다. ３가지의 세감면 관련 

제도는 ① 지역 에너지 이용설비와 관련한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 특례조

치, ② 에너지 수급 구조 개혁 투자 촉진 세제, ③ 고정 자산세의 과세표준 

경감 조치 등이다.

3.3. 바이오매스 타운 지원

바이오매스 타운이란 시정촌 안에서 지역의 관계자 간에 제휴된 추진 

체계하에서 지역의 다양한 바이오매스의 발생부터 이용까지의 효율적인 

수집·수송·변환·이용의 시스템이 구축하여 안정적이고 적정한 바이오매스 

이용이 실제 이루어지는 모습을 의미한다. 이것은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

략에서 매우 중시하는 바이오매스사업의 결정체이다. 바이오매스 타운으로 

되기 위한 요건은 해당 지역의 폐기물계 바이오매스의 90% 이상 또는 미

이용 바이오매스의 40% 이상을 이용할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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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현재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 전략 추진 회의에서 승인된 바

이오매스 타운 구상은 전국에 60건이다. 지역별로 보면 홋카이도 10건, 토

호쿠 13건, 간토·토신 11건, 호쿠리쿠 6건,  간사이 5건, 추고쿠 3건, 시코

쿠 2건 및 규슈 1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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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바이오매스를 정책적으로 취급하는 부처는 농림부와 산업

자원부이다. 일부 환경부와도 관련이 있지만 지금까지 바이오매스를 에너지

원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주로 산업자원부에서 에너지 차원에서 활용을 검토, 

정책화하여 오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산업자원부에서 관장하는 바이오

매스의 개념, 이용 계획과 정책 수단 등을 정리한다. 아울러 농업부분의 바이

오매스를 부문별로, 농산, 축산 그리고 임산으로 구분한 다음 부문별 바이오

매스 종류와 이용용도, 나아가 이용 실태와 문제점을 정리하 다. 문제점들

을 중심으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부문별로 제시하 다.

1. 주요 정책

1.1. 에너지원으로의 바이오매스

1.1.1 법적인 위상

법적으로, 에너지의 한 종류로서 바이오매스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

우리나라의 바이오매스 관련 정책과 과제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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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전문개정 2004.12.31 법률 7284호)”, 제2조(정의)

에 정의되어 있다. 즉 “1.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

"라 한다)라 함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

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

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해양에너지,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27 지열에너지, 수소에

너지,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에너지 등 11개 에너지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에 관련이 깊다.

신․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바이오

매스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분류된다(표 4-1). 그리고 11개 분류 가운데 

폐기물에 의한 에너지가 별도로 분류되어 있는데, 만약 에너지원으로서의 

폐기물이 유기성일 경우 바이오매스와 동일한 에너지이다. 그러나 엄 한 

구분이 어려워 바이오에너지라고 할 경우에는 대개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만을 가리키고 있다.

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12 대

통령령 제19513호)”의 “별표1”에 따르면, 폐기물에너지는, 1.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제1

호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3. 폐기물의 소각열을 변환시

킨 에너지. ※제1호내지 제3호의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부

분만을 폐기물에너지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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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신․재생에너지의 분류

분류 에너지 종류 개수

신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및 중질잔사유가스화, 수소에너지 3분야

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8분야

자료: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전문개정 2004.12.31 법률 7284

호)” 제2조 

산업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의 이해」, 

2006

표 4-2.  바이오에너지의 기준과 범위

분류 기준 및 범위

바이오
에너지

기
준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하여 얻어지는 에너지

※제1호 또는 제2호의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된 경우에는 생물유기체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바이오에너지

로 본다.

범
위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바이오에탄올․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2. 쓰레기매립장의 유기성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가스

3. 동․식물의 유지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4.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땔감․우드칩․펠릿 및 목탄 등의 고체연료 

자료: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2006.6.12 대통

령령 제19513호)”의 “별표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과 범위는 “신에너지 및 재

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

19513호)”의 “별표1”에 정의되어 있다. 이 가운데 바이오에너지에 관련된 

기준과 범위는 아래와 <표 4-2>와 같다.

1.1.2. 총에너지에서의 위상

우리나라 총에너지 수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미미하다. 

2005년도 신․재생에너지의 총에너지수요에서의 비중은 2.2%에 불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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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표 4-3). 과거 15년 전에 비해서는 1.8%포인트가 증가하 지만 

수력의 비중이 대체로 0.7%(2004년 수력 전체의 비중)를 차지한다고 볼 

때, 수력을 제외할 경우 그 비중은 1.5% 내외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를 원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바이오매스의 비중은 매

우 작다. 해양으로부터 얻어지는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7종의 재생에너지원

별 공급량과 구성비가 <표 4-4>에 정리되어 있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폐

기물에너지로 전체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7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다

음으로 수력인데 2005년도 26.1%이며 바이오매스에너지는 약 3%대를 보

이고 있다. 바이오에너지의 총 에너지수요에서의 비중은 0.06%대이다. 지

금으로 볼 때 절대적 규모와 비중이 아주 미미하다.

표 4-3.  총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단위: 천toe

구 분 1990 1996 2002 2004 2005

총에너지수요 93,192 165,209 208,636 221,076 229,009

신․재생에너지 335.3 1,159.9 2,917.3 4,582.4 5,013.1

(비중, %) 0.4 0.7 1.4 2.1 2.2

  주: ’03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대수력 포함. ’05는 잠정치임.

자료: 산업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의 이해」, 

2006

표 4-4.  신․재생 에너지원별 공급량과 비중

단위: 천toe, %

구분 폐기물 수력 바이오 풍력 태양렬 태양광 지열 계

공급량
2004 3,313.3 1,082.3 135.0 11.8 36.1 2.5 1.4 4582.4

2005 3,478.9 1,310.6 145.2 36.4 34.4 3.9 3.7 5013.1

비율
2004 72.3 23.6 2.9 0.3 0.8 0.1 0.0 100.0

2005 69.4 26.1 2.9 0.7 0.7 0.1 0.1 100.0

  주: ’05는 잠정치임.

자료: 산업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의 이해」, 

2006



우리나라의 바이오매스 관련 정책과 과제 43

표 4-5.  신․재생 에너지원별 공급목표 비중

단위: %

구분 폐기물 수력 바이오 풍력 태양열 태양광 지열 기타 목표치

2004 72.3 23.6 2.9 0.3 0.8 0.1 0.0 - 2.1

2008 68.1 14.6 8.5 4.0 1.9 0.7 0.5 1.7 3.6

2011 56.5 12.4 7.9 9.8 2.6 2.6 1.2 6.1 5.0

  주: ’04는 실적치임. 기타는 연료전지와 기타이며, 목표치는 총에너지수요에서 신․재

생에너지의 비중임.

자료: 산업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의 이해」, 

2006

한편 정부는 2011년도 신․재생에너지의 총에너지 부담비율의 목표치

를 현재의 2.2%의 두 배가 넘는 5%(13,335천 toe)로 잡고 기술개발과 보

급에 노력하고 있다(표 4-5). 폐기물과 수력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풍력

과 태양에너지, 지열과 기타의 비중을 강화하는 계획이다. 바이오매스는 

증가 후 감소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1.2.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1.2.1. 연구개발지원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기술 개발을 위해 대학과 연구소, 일

반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대학이나 전문 연구소

의 경우 경쟁에 의해 전액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 기업의 

경우 일정한 현금출자(10~15% 이상)를 전제로 50~75% 이내의 연구개발

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전체 연구개발비의 규모는 근년에 

올수록 커지고 있다(표 4-6). 최근에는 연간 투자규모가 1,200억원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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섰다. 그런데 2004년을 제외하면, 연구개발비의 증가보다 과제수의 증가가 

더디다. 이는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연구가 점차 대형화되어 가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8~2005년까지 총 5,100억원 정도의 연구개발비가 

투자되었으며, 이 가운데 정부의 지원 규모는 약 3,200억원, 전체의 63%수

준이고 나머지 1,900억원은 민간에서 부담한 액수이다.

분야별 연구개발비 투자의 비중을 보면 역시 수소와 연료전지, 그리고 

태양에너지부분에 대한 많은 투자를 엿볼 수 있다. 최근에는 풍력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다(표 4-7). 이들에 투하된 연구개발비는 1988~2005년 5,134

억원의 65.1%인 3,343억원이다. 바이오매스 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지금까지 약 430억원, 전체의 8.5%이다.

표 4-6.  신․재생 에너지 연구개발비 투자실적, 1988∼2005

단위: 개, 백만원

구분 88∼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과제수 327 40 54 50 69 116 44 700

정부지원 88,976 12,879 24,212 25,853 32,963 58,788 79,554 323,225

민간부담 67,057 5,313 11,718 13,906 18,015 31,668 42,499 190,176

합계 156,033 18,192 35,930 39,759 50,978 90,456 122,053 513,401

자료: 산업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의 이해」, 

2006

표 4-7.  분야별 연구개발비 투자비중, 1988∼2005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소,

연료전지
태양
에너지

풍력 폐기물 바이오 지열 기타 계

금액 179,140 101,026 54,108 45,415 43,454 9,918 80,340 513,401

비중 34.9 19.7 10.5 8.8 8.5 1.9 15.6 100.0

  주: 기타에는 석탄이용, 소수력, 해양, 기타 등 포함

자료: 산업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의 이해」,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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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지방보급사업과 공공기관 이용의무화

가. 지방자치단체 보급사업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70~ 

100%의 소요자금을 보조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에서 산업자원부를 통해 사업비 교부를 신청하면 에너지관리공단 내 신․

재생에너지센터에서 평가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평가하고, 그 결과 사업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지원하게 된다.

1996~2005년 동안 총 1,716억원이 지원되었다. 2005년에는 연간 지원

액이 400억원을 넘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역시 중요한 비중분야는 태

양에너지와 풍력으로 1,015백만원, 전체의 약 60%대에 육박하고 있다.

나. 공공기관 이용의무화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

의 경우, 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 설치하도록 하

고 있는 제도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관은 국가기관, 자방자체단체, 정부

투자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이다. 대부분의 관련시설이 포함되지만 군사용 

공공시설이나 학교의 교육시설 등은 제외된다.

1.2.3.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

이 지원사업은 관련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제도이다. 현실적인 신․

재생에너지 생산의 비경제성을 보완함과 함께 기술축적의 기회를 제공하

는 장기적 목표를 위한 유용한 제도이다. 즉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SMP)과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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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기준

단위: 원

대상전원
설비용량
기준

기준가격(원/kWh)

자가용 설비 사업용설비

태양광 3kW이상 716.40

풍력 10kW이상 SMP+CP 107.66

소수력 3MW이하 SMP+CP 73.69

조력 5MW이상 (방조제기설치용) 62.81

LFG 50MW이하 SMP+CP
20MW미만 65.20

20∼50MW 61.80

폐기물소각
(RDF포함)

20MW이하 SMP+CP

  주: 정부무상지원금의 비율이 30%이상의 경우에는 기준가격 적용대상에서 제외

SMP= System Marginal Price, CP= Capacity Payment, LFG= Land Fill Gas

자료: 산업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의 이해」, 

2006

표 4-9.  기준가격지원대상 발전시설과 용량(2005년 말)

단위: 개소, MW

구분 LFG 소수력 풍력 태양광 계

개소 10 36 4 15 65

발전량 30.3 48.8 83.4 1.34 164.0

자료: 산업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의 이해」, 

2006

분야에 따라 적용기간의 차이가 있는데, 태양광과 풍력은 상업발전 개

시일로부터 15년, 소수력, 조력, LFG, 폐기물은 5년으로 되어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 규모는 2002~2005년 총 

218억원이다. 최근 2005년의 지원 실적은 76억원이며 2006년 예산의 규모

는 263억원으로 획기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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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신․재생에너지 시범, 보급사업

이 사업의 목적은 신규개발기술의 보급을 증진하고, 상용화를 위한 설

비시장의 조성, 확대를 위한 것으로 관련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대부분의 사업의 공공시설, 사회 복지시설 등을 위

한 것이다(표 4-10).

신․재생에너지 시범, 보급사업은 주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부분에 

중점이 두어져 오고 있다. 대규모사업은 아니지만 소규모로 이용할 수 있

는 기술들이 상당히 축적된 결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지열과 풍력분야이

다.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메탄가스 발효시설은 1998년과 1999년, 각각 한

해에 1기씩이 건설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이후 지금까지 

한 건의 지원도 없다.

표 4-10.  신․재생에너지 시범, 보급사업 내역, 1993∼2005

단위:

구분 총용량 시설수 비고

태양광 발전 2,676kW 140개소
정부청사, 녹색연합, 성균관대, 성모수녀회, 

주택(22개소) 등

태양광 가로등 3.9kW 71기 서울, 과천, 부산, 대전시 등

태양광 시계탑 145W 29기 에너지절약 시범학교, 부산, 대전시 등

태양광 급탕 16,570㎡ 182기
학교, 사회복지시설, 공주 상정보대, 

에너지대안센터 등

지  열 2,528RT 29개소 천안교육청, 이우학교, 다니엘복지원 등

바이오 메탄 2,200ton 2기 진로발효(주), 삼성정 화학(주)

풍력발전 527kW 16개소(49기) 제주월령, 경북대, 경주화랑고등학교 등

태양광 채광 172㎡ 3개소
서울동북고등학교, 유한대학, 

한국남동발전(주)

연료전지 1kW 1개소 대림산업(주)

  주: 2005 실적은 변경될 수 있음.

자료: 산업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의 이해」,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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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신․재생에너지 시범, 보급사업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2002 2003 2004 2005 계

태양에너지 6,146 1,777 2,426 16,042 26,391

풍력 240 48 388 738 1,414

바이오 570 - - - 570

지열 - 250 1,882 3,654 5,786

기타 1,488 - - 2,866 4,354

계 8,444 2,075 4,696 23,300 38,515

자료: 산업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의 이해」, 

2006

정부의 지원 실적은 지금까지 약 380억원이었는데, 역시 태양에너지 관

련 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260억원을 상회하여 전체의 68.5%에 이른다(표

4-11). 지열에 대한 최근의 지원 규모의 확대가 눈에 띄며 이와 같은 추이

는 지속되고 있다. 풍력과 기타부분도 여전히 증가세인 반면 바이오 관련 

지원은 1998, 1999년 이후 없다. 

1.2.5. 세제와 융자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시에 설치투자금액의 10/100에 상당한 금액

을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다. 아울러 관련 생산

기자재와 이용기자재 수입시, 5개 분야(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

지, 바이오), 40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65/100 경감해 주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생산 시설에 대한 시설과 운전자금 융자지원제도도 

있다. 연리 3.75%의 저이자 자금으로 150억원 이내에서 운 된다. 소요자

금의 80~90%에 상당한 자금을 대부받아 이용할 수 있다. 2005년까지 총 

4,988억원이 지원되었으며, 2005년에는 연간 100억원을 넘어섰다.

2012년까지(2010년까지 3만, 2012년까지 10만) 태양광주택을 10만 호 

보급한다는 사업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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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 생산 시범사업

농림부는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 생산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7~2009(3년)을 사업기간으로 하는 이 사업의 규모는 1,500㏊(500㏊, 3

개소)이며 총사업비는 연간 26억원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원료용 유채재배 확대를 위한 기반 점검 및 보완(종자

보급체계, 농자재(파종, 수확기), 농업기반시설과 유채재배기술, 생력화, 쌀

과의 합리적 이모작 체계 등)과 유채의 생산과 지역별 생산물의 합리적 공

급망 구축(생산 및 수확형태, 수매방법, 직불제 지원, 생산자 조직 등과 생

산-수매-저장-가공-바이오디젤 제조의 추진 체계)사업이다.

표 4-12.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씨의 중장기 공급계획(농림부)

단위: 천ton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이후

재배면적 1.5 1.5 1.5 15 30 65 65 100

생산량 6 6 6 60 120 120 400

BD생산 2.4 2.4 2.4 24 48 48 160

예상수요 90 200∼1,000(BD1~ BD5)

자료: 박종민, “국산 바이오디젤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시스템 구축방안”, 「식물연료 바

이오디젤 보급정책, 이대로 좋은가」, 국회환경정책연구회 제43차 정책심포지엄, 

환경운동연합, 국회환경경제연구회, 2006. 6.15

1.2.7. 바이오가스 플랜트 지원사업

산자부에서는 축산분뇨를 이용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5,100만 

톤씩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이용, 연간 약 26만toe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에 대한 지원을 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산

자부는 현재 축산분뇨 10톤/일을 처리하여 시간당 5㎾h를 생산할 수 있는 

플랜트의 실증실험을 완료하 다고 발표하 다. 특히 축분이용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를 이용한 전기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2006년도 하반기에는 발전

차액지원대상에 바이오가스 발전을 신규로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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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바이오매스 이용과 개발촉진

1.3.1. 바이오매스 이용현황

바이오에너지에 관련된 생산과 이용 실적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부에서 제공한 2004년도 바이오에너지의 이용 현황

을 보면 메탄가스가 연간 1,361톤, 매립지가스가 146,927MWh의 전기와 

118,577Gcal 열량생산을 하고 있다. 바이오디젤은 2개사에서 5,900㎘를 판

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이오디젤의 경우 원료는 국내에서 생산한 

것이 아니라 수입한 것이다.

산자부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바이오디젤 생산업체 수는 2006년 당시 모

두 8개소이며 생산능력은 28만 톤에 이른다.28 바이오디젤은 BD5(경유 

95%+바이오디젤 5%) 규격과 BD20의 규격이 제정되었다. 아울러 2002. 5. 

25부터 2006. 6. 30까지 BD20 시범보급을 추진하여 왔다. 2006년 3월 후속 

조치로 BD5를 보급대상으로 석유 정유업체들과 MOU(양해각서, memo- 

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BD20 시

범사업이 BD5로 후퇴한 부분에 대해 일부에서는 부정적 지적을 하고 있다.

표 4-13.  2004년 바이오에너지 이용현황

메탄가스이용 성형탄(대체탄,착화탄) LFG 바이오디젤

천ton/년 시설수 천ton/년 업체수 생산량 시설장소 판매량 업체수

1,361 105기 81 8개
146,927MWh

118,577Gcal

8

2
5,900㎘ 2개

자료: 산업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의 이해」, 

2006

28 이상훈, “바이오디젤 보급정책, 이대로 좋은가”, 「식물연료 바이오디젤 보급정

책, 이대로 좋은가」, 국회환경정책연구회 제43차 정책심포지엄, 환경운동연합, 

국회환경경제연구회, 2006.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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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의 상용화에 앞서 나타나고 있는 자율사업의 내용을 둘러싼 

갈등은 아무래도 바이오디젤 보급사업이 후퇴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 

2006년 6월 기준, 시범사업에서 자율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나타난 두 제도

시행간의 차이를 <표 4-15>에 비교하 다.

중요한 차이점은 첫째, 현행법상 BD5는 정유업자가, BD20은 바이오디

젤 생산업자가 제조하여 석유대체판매업자를 통해 유통시키도록 되어 있

다는 것이다. 이러할 경우 판매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바이오디젤의 

판매확대는 기대하기 힘들다. 둘째, BD20의 경우 자가정비시설과 자가 주

유취급소를 갖춘, 그래서 관리가 가능한 사업자의 버스, 트럭 및 건설기계

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역시 바이오디젤의 소비 확대에 부응

한 제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석유대체연료 품질 기준상 BD100은 자동

표 4-14.  국내 바이오디젤 관련 주요 내용 변화

일자 주요 사항

2001. 10
자동차공해연구원에서 바이오디젤유의 성능평가 실시 및 산자부에 시범

보급 요청(환경부)

2002. 5

바이오디젤을 대체에너지 시행령에 포함(산자부)

국내 바이오디젤의 연료로서 표준규격 제정(산자부)

바이오디젤의 2년간 시범보급사업 실시(2002.5∼2005 12, 산자부)

(수도권과 전북 지역의 시범보급주유소 73개소)

2004. 5 바이오디젤 시범보급기간 2년 연장(시범보급주유소 200여개)

2004. 10

석유사업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시행령(2005. 4), 시행규칙(2005.6) 전부 개정

 - 석유대체연료의 품질 기준, 성능평가기준 등 제정고시(2005.12) 

2006. 1∼6

바이오디젤 시범사업 연장 시행

 - 바이오디젤 제조업체 9개사 등록, 지정주유소 80여 개 참여(2006.5)

 - 상반기 판매량: 5만㎘ 수준(지정주유소 4.5만㎘ 포함)

2006. 7∼
정부-정유사간 업체 자발적 협약(2006. 3), BD5 공급

 - 2006. 7∼2008. 6 연간 9만㎘ 이상 사용 협약

자료: 이진석, “국내바이오디젤 활용 현황 및 보급 현황”, 「식물연료 바이오디젤 보급정

책, 이대로 좋은가」, 국회환경정책연구회 제43차 정책심포지엄, 환경운동연합, 

국회환경경제연구회, 2006. 6.15, 이학노, “석유대체연료 보급사업 제도”, 이하 위

와 같음. 위 두 자료를 종합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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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바이오디젤 보급방안

구분 2002.5∼2005.12 2006.1∼2006.6 2006.7∼

BD5

제도방식 불비 제도허용 좌동

혼합주체 - 정유사/수입사 〃

(혼합비율) - (5%이하) 〃

대상지역 - 전국 〃

대상차량 - 전경유차량 〃

BD20

제도방식 시범사업 시범사업 제도허용

혼합주체 주유소/BD생산업자 BD생산업자 좌동

(혼합비율) (20+_3%) 좌동 좌동

대상지역
수도권매립지→

수도권, 전남북
전국 좌동

대상차량

청소차량→전(全) 경

유차량(버스. 트럭권

고)

전(全) 유차량-버스.

트럭에 대한 우선사용

권고)

자가정비시설과 자가

주유취급소를 갖춘 관

리 가능한 사업자의 

버스, 트럭 및 건설기

계에만 사용가능

자료: 산업자원부 보도 자료, “06년 7월부터 바이오디젤 상용화 개시- 산업자원부-정유

사 바이오디젤 보급 관련 협약체결-”, 2006. 3. 2

이상훈, “바이오디젤 보급정책, 이대로 좋은가”, 「식물연료 바이오디젤 보급정

책, 이대로 좋은가」, 국회환경정책연구회 제43차 정책심포지엄, 환경운동연합, 

국회환경경제연구회, 2006. 6.15

차용 경유 또는 바이오디젤혼합유(BD20)의 원료로 정의된다.29

바이오에탄올은 MTBE의 대체재로 최대 6.7%까지 휘발유 차량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하 다. E10(휘발유 90%+바이오에탄올 10%)을 초과할 경우 

FFV(Flexible Fuel Vehicle)의 개발과 품질규격설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러나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옥수수와 곡물류의 국내 공급

이 어려워 현재로는 수입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

29 이학노, “석유대체연료 보급사업 제도”, 「식물연료 바이오디젤 보급정책, 이대

로 좋은가」, 국회환경정책연구회 제43차 정책심포지엄, 환경운동연합, 국회환

경경제연구회, 2006.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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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는 수송용 연료로서 바이오연료(디젤, 에탄올)의 중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 당연히 생산량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표 4-16). 바이

오디젤의 경우 최근 2~3년 사이, 독일과 미국은 2배 이상의 생산 확대를 보

이고 있다. 다른 유럽의 국가들 역시 대부분 생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주요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디젤의 형태를 보면 아래의 <표

4-17>과 같다. 대부분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리고 관공서 차량을 중심으로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표준규격은 나라마다 약간씩 다른데, BD100까지도 

사용하고 있어 기술적 문제를 많이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표 4-16.  주요 국가별 바이오디젤 생산량
단위: 천㎘

구 분 2002 2003 2004

독일 450 715 1,035

프랑스 366 357 348

이탈리아 210 273 320

오스트리아 25 32 57

스페인 - 6 13

덴마크 10 41 70

국 3 9 9

스웨덴 1 1 1.4

미국 56.7 94.5 113.4

자료: 산업자원부 보도 자료, “06년 7월부터 바이오디젤 상용화 개시-산업자원부-정유사 

바이오디젤 보급 관련 협약체결-”, 2006. 3. 2(원출처: European Biodiesel Board, 

www.soystats.com)

표 4-17.  주요 국가의 바이오디젤 사용방법

국가 사용방식 사용처

미국 BD20 관공서 차량, 대형트럭, 공공버스

프랑스
BD30

BD3

도심버스, 관공서 차량

일반 경유차량

독일
BD100

BD5

대도시버스

일반경유차량

이탈리아
BD100

BD30

대도시 난방용 연료

대도시 버스

  주: BD20=경유80%+바이오디젤20%, 나머지도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을 나타냄.

자료: 산업자원부 보도 자료, “06년 7월부터 바이오디젤 상용화 개시-산업자원부-정유사 

바이오디젤 보급 관련 협약체결-”, 200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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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주요 국가의 바이오에탄올 사용방법

국가 사용방식 사용처

미국
E85
E10
E7

전용차량

FFV 차량

일반 휘발유 차량

브라질
E100
E20

전용차량

FFV 차량(판매대수 약 50%)

일본 E3 일반휘발유 차량(실증 테스트 중)

EU
E5

(거의 시판되고 있지 않음)
일반휘발유 차량

  주: E85=gasoline15%+bioethanol 85%, 나머지도 바이오에탄올의 혼합비율을 나타냄.

자료: 산업자원부 보도 자료, “06년 7월부터 바이오디젤 상용화 개시-산업자원부-정유사 

바이오디젤 보급 관련 협약체결-”, 2006. 3. 2

바이오연료 가운데 바이오에탄올 역시 선진 국가들의 중요한 관심을 받

고 있다(표 4-18). 바이오에탄올 사용방법을 보면 바이오 디젤과 같이 나라

마다 약간씩 표준규격이 다르다. 전용과 겸용차량 이외에 일반 차량의 표

준규격이 E10 수준이하이기 때문에 완전한 일반화, 즉 휘발유와 동일한 엔

진을 이용한 사용까지는 상당한 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3.2. 바이오에너지 공급목표

정부는 2003년 12월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

급 기본계획」을 발표하 다. 2003~2012년, 10년간의 계획기간 내 신․

재생 에너지 개발과 보급계획, 세부추진계획 등이 소요예산과 함께 포함

되어있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목표를 2010년 OECD의 평균치전망을 

기준으로 2006년 1차 에너지 소비량의 3%, 2011년 5%로 설정하고 있다

(표 4-19). 바이오에너지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에서의 비중이 2006년 

7.1%에서 2011년 7.9%로 확대 설정되어 있다. 총에너지에서의 바이오에

너지 비중은 0.4% 수준대로 매우 작은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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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단위: 천TOE, %

분야 2003 2006 2011

총에너지 215,825 237,589 269,323

신․재생(1):A 3,385 76.1 5,919 84.5 12,122  90.1

대수력:B 1,066 23.9 1,082 15.5  1,213   9.9

(바이오) (197.0) (4.4) (495.0) (7.1) (1,050.0) (7.9)

계(A+B) 4,451 100.0 7,001 100.0 13,335 100.0

신․재생 

계/총에너지 
2.06 3.0 5.0

  주: 신․재생(1)에는 소수력만 포함

자료: 산업자원부,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3~ 

2012)」, 2003. 12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의 목표치 역시 OECD의 전

망치를 기반으로 2006년까지 2.4%, 2011년까지 7.0%로 설정하고 있다(표 

4-20). 쓰레기 매립장의 LFG를 이용하는 발전량의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전체 신․재생에너지에서의 비중이 1/3수준 이하, 2012년 17.8%로 낮은 수

치가 제시되고 있다. 물론 절대량에서는 2006~2012년, 2,465.1GWh에서 

4,616.3GWh로 87.3%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쓰레기 매립장

의 LFG이용 발전이란 것은 수동적인 것이며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매립쓰레기가 늘어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한편 열에너지에서의 바이오의 비중을 전망해 보면 그리 커다란 증가가 

예상되지 않는다. 열에너지 전체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2006년 

77.8%에서 2012년 65.8%로 감소한다(표 4-21).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서 바이오의 비중 역시 줄어 같은 기간 5.2%에서 6.7%로 1.5%포인트 증

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바이오가스에 의한 열병합 발전,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이

용한 열과 전기의 생산에 관심이 많은 것에 비해 우리의 관심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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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총 전력 생산 중 LFG의 목표

단위: GWh, %

분야 2003 2006 2009 2011 2012

총소비량 288,594 321,179 347,673 362,924 369,973

신․재생(1) 879.4 3,508.6 8,734.9 20,503.0 25,871.0

(비중) 0.3 1.1 2.5 5.6 7.0

LFG 616.3 2,465.1 3,697.7 4,313.9 4,616.3

(LFG/신재생비중) 70.1 70.3 42.3 21.0 17.8

신․재생(2) 5143.4 7835.6 13169.9 25354.0 30938.0

(비중) 1.8 2.4 3.8 7.0 8.4

  주: 신․재생(1)에는 소수력만 포함, 신․재생(2)에는 대수력도 포함

자료: 산업자원부,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3~ 

2012)」, 2003. 12

표 4-21.  열에너지 공급추세

단위: 천TOE, %

분야 2003 2006 2009 2011 2012

총공급량 4,451 7,001 10,275 13,335 15,531

신․재생 3,266 5,447 7,631 8,699 10,227

(비중) 73.4 77.8 74.3 65.2 65.8

바이오 114 283 483 679 685

(바이오/신재생비중) 3.5 5.2 6.3 7.8 6.7

자료: 산업자원부,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3~ 

2012)」, 2003. 12

한편 연차별 바이오에너지의 보급계획을 보면 2006~2011년 2배 이상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표 4-22). 먼저 농림부는 겨울철 보리 대체작물로 유

채재배와 그로 인한 바이오디젤30 생산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30 2005년 바이오디젤 공급량이 15.5천㎘인데, 이는 전체 경유 판매량의 0.07%이

다. 향후 계획을 보면 2007~2012년, 5년 사이 바이오디젤의 양을 3배 정도 늘

린다는 계획이다. 이진석, “국내바이오디젤 활용 현황 및 보급 현황”, 「식물연

료 바이오디젤 보급정책, 이대로 좋은가」, 국회환경정책연구회 제43차 정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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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증진과 함께 바이오 디젤이 가지는 다양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이

다. 농림부는 2005년 2월에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 관련 기술 개발 계획 

수립”을 결정하고, 바이오 디젤용 유채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TF(Task 

Force) 팀을 2005. 3. 30부터 운 하 다. 그리고 최종 정부의 (안)으로 “유

채품종개발 및 생력화 기술 개발 추진(2005~2008, 3개년)”사업을 확정하게 

된다. 물론 2005년 동시에 유채재배 경제성 분석과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검토(연구)하 다. 2006년 현재는 부처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전국에 3

개소의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달리 바이오에탄올의 상업적 생산

기반과 관심이 국내에는 아직 없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은 바이오디젤이나 에탄올과 같은 수송용 연료

부분은 현재로서 중요한 관심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바이오디젤 시범사

업의 축소와 함께 최근 농림부의 바이오디젤 원료로서 유채재배사업의 진

척이 더딘 것이 이를 반증한다.

표 4-22.  연차별 바이오에너지 보급계획

단위: 천㎘

구 분 2004 2005 2006 2008 2009 2010 2011

바이오연료 147 184 184 368 368 368 552

LFG 106 159 212 291 318 344 371

기타 94 93 99 109 115 121 127

합계 347 436 495 768 801 833 1,050

  주: 기타는 합계에서 바이오연료와 LFG를 차감한 것임.

자료: 박종민, “국산 바이오디젤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시스템 구축방안”, 「식물연료 바이

오디젤 보급정책, 이대로 좋은가」, 국회환경정책연구회 제43차 정책심포지엄, 환

경운동연합, 국회환경경제연구회, 2006. 6.15

포지엄, 환경운동연합, 국회환경경제연구회, 2006.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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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바이오에너지 기술 개발목표와 로드맵

표 4-23.  단계별 바이오에너지기술개발 목표

단 계 주요 목표

제1단계(2003∼2006년)

보급촉진형 기술개발

○ 바이오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 바이오연료 생산기술 개발(500원/ℓ)

○ LFG 활용기술, 메탄가스화 기술개발

제2단계(2006∼2009년)

대량보급형 기술개발

○ 바이오디젤 생산기술 개발(450원/ℓ)

○ MW 급 바이오가스발전기술 개발

○ 유기성폐기물의 바이오가스 상용화

제3단계(2009∼2012년)

저가상품화 기술개발

○ 균주육종 및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 50MW 급 바이오가스 발전기술 상용화

○ 바이오 정제기술 개발

자료: 산업자원부,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3~ 

2012)」, 2003. 12

표 4-24.  단계별 바이오 기술 개발 로드맵

구분 1단계(2005) 2단계(’06∼’08) 3단계(’09∼’12)

Bioresources
자원/게놈 DB 구축,

고활성균주․효소개발

자원/게놈DB응용기반

구축, 고활성균주․ 

효소개발

Bioresources기반

고부가가치물질생산

기술확립

Biodiesel
폐식용류 공정개발

(500원/ℓ)

폐유지 공정개발

(450원/ℓ)

해외자원활용 

공정개발(360원/ℓ)

Bioethanol
전분질계 공정개발

(500원/ℓ)

목질계 공정개발

(500원/ℓ)

Biorefinery 

기술개발(320원/ℓ)

BIGCC
kW급 발전, 가스정제 

기술개발

MW급 기반기술, 

산업용 열병합발전

50MW급 가스화 

발전기술 실용화

Biogass

(LFG, 메탄,

수소)

기초․기반기술 및 

응용기술개발

응용 기술기반 상용화 

기초연구
상용화 기반연구

  주: BIGCC=Bio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바이오가스화 복합발전)

자료: 산업자원부,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3~ 

2012)」, 20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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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에너지 기술 개발의 목표는 제1차 에너지에서의 계획된 비

중과 량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2012년 바이오연료생산과 LFG 이용 기

술의 개발, 보급을 통해 1,082천toe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기

술 개발 목표치로 세 가지 있는데, ① 저가의 수용용 바이오연료를 개발․

보급하는 것이다. 목표 가격대는 바이오디젤의 경우 360원/ℓ, 바이오알코

올은 320원/ℓ이다. ② 바이오가스의 정제와 발전기술개발, 그리고 실용화

이다. 50MW 급 발전효율 45%, 발전단가 5c /kWh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③ 유기성 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메탄가스) 개발과 실용화이다. 이를 위

한 단계별 지향목표는 아래 <표 4-23>과 같다.

1.3.4. 기술, 보급 인프라와 관련 제도, 정책개선

정부는「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003~2012)」에서 바이오매스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과 보급 

인프라 구축, 그리고 관련 제도와 정책지원들을 구상하고 있다. 제시하고 

있는 주요 제도는 4가지이다.

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무비율 할당제 도입검토

이 제도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로 잘 알려진 제도로 전

기를 생산하여 공급, 판매하는 자는 자신의 취급 전기량 가운데 일정 비율

만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녹색가격제도(Green Pricing) 도입검토

이 제도의 내용은 소비자가 신․재생에너지구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

는 것으로 상대적인 고가의 신․재생에너지를 구입, 유도하는 제도이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 추진하자는 것이 중심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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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자금 확충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예특회계, 전력

산업기반자금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라.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입 검토

신․재생 에너지의 도입에 장애가 되는 관련된 법령들을 의제(擬制)할 

수 있는 특별법의 한시적인 도입을 검토한다. 

1.3.5. 에너지 이외 바이오매스 이용 정책

현재 바이오매스로 에너지 이외의 제품을 만드는 데 이용하거나 활용하

고자 하는 특별하고 구체적인 정부의 정책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2. 농산 바이오매스 이용활성화 과제

2.1. 농산바이오매스의 종류와 이용 특징

2.1.1. 농산바이오매스의 종류

농산바이오매스는 넓은 의미에서 수도작, 전작, 과수, 특작 등 농작물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산물과 부산물을 의미한다. 

이들 농산바이오매스는 원형 또는 가공의 형태로 식용, 사료, 퇴비, 에

너지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농산바이오매스 가운데, 협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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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농산바이오매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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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라 할 수 있는 미곡과 과실의 부산물, 최근 에너지작물로 관심을 모

으고 있는 유채를 대상으로 한다. 

미곡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의 종류로는 볏짚, 왕겨, 미강, 쇄미 등이 

있다. 과수바이오매스는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의 과수원에서 발생하는 

전정된 가지가 해당된다.

2.1.2. 농산바이오매스의 이용용도와 형태

미곡바이오매스 중 발생량이 가장 많은 볏짚은 원형상태 또는 절단해서 

조사료나 축사의 깔짚 등으로 이용된다. 

표 4-25.  농산부문 바이오매스의 이용 용도

작물 종류 이용 용도 이용 형태

미곡

볏짚 조사료, 축사 깔짚 원형, 절단

왕겨 축사 깔재, 사료, 퇴비, 공산품(헬멧) 원형, 왕겨숯, 왕초액 등

미강 사료, 퇴비, 현미유 등 원형, 펠릿화, 가공

쇄미 사료, 떡용 원형, 가공

청미 사료 원형, 가공

과실 전지 퇴비, 땔감, 타 용도(울타리) 등 파쇄, 원형

유채
줄기 사료, 퇴비용 원형

씨 식용유, 바이오디젤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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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겨는 원형 또는 가공의 상태로 사료나 퇴비로 이용되고 있다. 미강은 

가공하여 사료나 퇴비 또는 현미유의 원료로 이용되고 있다. 쇄미, 청미 등은 

가축의 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과수바이오매스인 전정된 가지는 파쇄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원형의 

상태로 땔감에 이용되고 있다. 일부 과수원의 울타리 등에 이용되기도 한다.

유지작물인 유채는 줄기의 경우 사료 및 퇴비로 이용되고 있다. 어린 

유채잎이나 줄기는 식용에 이용되기도 한다. 유채씨는 유채유 등 식용유로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바이오디젤 원료로 관심을 끌고 있다.

2.2. 미곡 바이오매스의 이용 실태와 문제

2.2.1. 볏짚 발생 및 이용 현황

가. 볏짚 발생 현황

볏짚은 미곡 바이오매스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볏짚 발생

량 파악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신원 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 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10a당 볏짚 발생량은 수확직후 수분을 함유한 상태에

서는 1,332kg, 건조한 상태로는 616kg이 발생되고 있다. 10a당 건조상태의 

볏짚 발생량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홍성구(2005)의 경우 650kg, 전라북

도(2005)의 경우 500∼550kg으로 조사된 바 있다.

10a당 볏짚 발생량과 2005년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간 

볏짚 발생량을 추정하 다. 이 연구의 조사 결과를 적용하면 6,037천 톤, 

홍성구(2005)의 경우는 6,370천 톤, 전라북도(2005)의 경우는 4,900천∼

5,390천 톤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연간 볏짚 발생량은 약 

6,000천 톤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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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10a당 볏짚발생량

수확직후 수분함유 상태 건조 상태

1,332kg 616kg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신원(수도작) 조사 결과, 2006.

표 4-27.  2005년 볏짚 발생량 추정

구   분
단위면적 당 발생량 2005

10a ha 미곡 재배면적 볏짚발생량

본 연구 616kg 6.16톤

980천ha

6,037천 톤

홍성구 연구 650kg 6.50톤 6,370천 톤

농협전북지역본부 500∼550kg 5∼5.5톤 4,900∼5,390천 톤

자료1: 홍성구 등, ｢농촌지역 바이오매스자원의 최적 이용 기술개발｣,농림부･한경대학교, 

2005.

자료2: 전라북도, ｢전북 쌀산업 발전 대책｣, 2005.

나. 볏짚 이용 현황

볏짚에는 규산, 칼리, 질소 등이 함유되어 있어 농가들은 퇴비로 이용하

는 비율이 약 60%로 가장 높고, 가축사료로 활용하는 비율도 약 25%에 이

른다. 외부에 판매하는 비율도 약 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축산농가에 

사료용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대별로 보면 도시근교나 평야지의 경우는 볏짚을 자가 논이나 밭에 

퇴비로 이용하는 비율이 63∼66%로 가장 높고, 외부에 판매하는 비율도 

19∼28%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비해 축산부문의 점유

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간이나 준산간 지역은 역시 가축사료로 

이용하는 비율이 27∼39%로 도시근교나 평야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한편, 전형적인 평야지대인 김제지역의 경우 논에 퇴비로 사용하는 경

우가 71.2%로 가장 많고, 가축사료로 판매하는 경우는 12.6%이다.

농가에서 볏짚을 퇴비로 이용할 때 80.8%의 농가는 벼 수확과 동시에 

절단하여 논, 밭에 뿌리고 있으며, 벼 수확 후 수거하여 가축 분뇨 등과 혼

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15.7%에 불과하다. 기타는 인삼이나, 복분자 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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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아서 이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볏짚을 판매하는 경우 수확직후 판매하는 비율(42.8%)과 건조상태에서 

판매하는 비율(46.7%)은 거의 비슷하다. 기타 랩으로 포장하거나 일부 토

막을 내 판매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표 4-28.  지대별 농가의 볏짚 활용 용도
단위: %

구  분
자가논, 밭에 
퇴비로 이용

본인가축
사료로 이용

외부에 
무상공급

외부에 
판매

과수원 
등에 이용

계

도시근교 66.0 - 4.0 28.0 2.0 100

평야지 62.8 18.6 - 18.6 - 100

산간지 46.0 39.0 5.0 - 10.0 100

준산간지 62.6 26.5 2.3 4.3 4.3 100

평균 59.3 25.1 2.7 8.2 4.7 1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신원(수도작) 조사 결과, 2006.

표 4-29.  농가의 볏짚 활용 용도

구    분 표본수(명) 구성비(%)

퇴비로 논에 이용 321 71.2

가축사료로 판매 57 12.6

소각 48 10.6

기타 25 5.5

계 451 100

자료: 전라북도, ｢전북 쌀산업 발전 대책｣, 2005.

그림 4-2.  볏짚의 퇴비 이용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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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0.  볏짚 판매 형태와 판매액

구분 수확직후 판매 건조상태 판매 기타 계

비율(%) 42.8 46.7 10.5 100

1마지기 판매액(원) 18,500 20,550 -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신원(수도작) 조사 결과, 2006.

볏짚의 판매단가는 수확 직후 판매할 경우 1마지기(200평)당 18,500원, 

건조상태에서는 20,550원 정도이다. 이를 10a당으로 환산할 경우 27,750∼

30,825원으로 평균 30,000원 정도로 볼 수 있다.

다. 볏짚의 활용 용도별 가치

볏짚에는 질소성분이 0.72%, 인산성분 0.95%, 칼리성분 3.40% 등 비료

성분이 들어 있어 이들 비료성분을 기준으로 볏짚의 가치를 평가해 본다. 

볏짚의 비료성분을 적용할 경우 논 10a에서 발생한 볏짚량 500kg에는 질

소가 3.5kg, 인산 4.8kg, 칼리 17.0kg, 규산 52.5kg, 유기물 145kg이 함유되

어있다. 따라서 이들 성분을 비료로 환산할 경우는 요소비료 7.6kg, 용과린 

24.0kg, 염화칼리 28.3kg, 규산 210kg, 유기비료 145kg에 해당한다.

이러한 비료성분에 성분별 비료 1kg당 판매가격을 적용하면 10a당 볏

짚의 총 비료성분 평가액은 68,680원에 이른다. 반면 볏짚을 태워버릴 경

우는 비료성분이 크게 감소하여 평가액이 11,595원에 불과하여 퇴비로 사

용할 때 보다 57,085원의 가치를 잃게 된다. 볏짚을 판매할 경우는 30,000

원 정도이므로 퇴비로 사용 시 볏짚의 가치가 가장 높다. 

표 4-31.  볏짚의 비료성분 및 비료 판매가격

구      분 질소 인산 칼리 규산 유기물

볏짚의 

비료성분

볏짚성분함량(%) 0.72 0.95 3.40 10.50 29.00

성분량(kg/500kg) 3.5 4.8 17.0 52.5 145

비료판매

가격

비료명
요소

(질소46%)
용과린

(인산20%)
염화칼리
(칼리60%)

규산질비료
(규산25%)

유기질비료

1kg당 가격(원) 332.5 245.0 287.5 105.0 207.5

자료: 전라북도, ｢전북 쌀산업 발전 대책｣,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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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2.  비료성분을 기준으로 한 볏짚의 가치

구 분
10a당 가치(원) 총가치

(억원)
비고

계 유기물 요소 용과린 염화칼리 규산

논에 

넣을 때
68,680

30,087

(145)

2,527

(7.6)

5,880

(24.0)

8,136

(28.3)

22,050

(210)
6,731 2005년 

벼재배

면적:

980천ha

태울 때 11,595
0

(0)

73

(0.22)

3,846

(15.7)

7,676

(26.7)
불용화 1,136

판매 30,000 - - - - - 2,940

  주: (  )는 비료성분(kg)이며, 평가액은 비료성분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임.

자료: 비료성분은 전북농업기술원(2004.11.1-10 조사 결과), 판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자료임.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연간 생산되는 볏짚의 총 가치는 논에 넣어 퇴비

로 사용할 때가 가장 높다. 이때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면 6,731억원에 

이른다.

2.2.2. 볏짚 외 부산물의 발생과 이용 현황

가. 볏짚 외 부산물 발생현황과 평가액

볏짚 외에 미곡 부산물의 발생량은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자료를 이

용해 추정할 수 있다. 2003년 농협 RPC는 원료곡 1,096천 톤을 가공하

고, 이 과정에서 원료곡의 약 33%인 361천 톤이 부산물로 발생하 다. 부

산물 중에서는 왕겨가 260천 톤(원료곡의 23.7%)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미강, 쇄미, 청미의 순이다.

RPC의 미곡 부산물 발생 비율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2005년 미곡 부산

물 발생량을 추정하면 총 1,571천 톤에 이른다. 부산물 종류별로는 왕겨가 

72%인 1,131천 톤, 미강이 383천 톤(24.4%), 쇄미 31천 톤(2.0%), 청미 26

천 톤(1.6%)이다.

미곡 부산물의 가치를 RPC의 부산물 톤당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평가

하 다. RPC의 부산물 톤당 판매단가는 쇄미가 425천원으로 가장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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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3.  RPC 부산물 발생 현황 및 미곡 부산물 발생 추정량

구  분
연간 가공 및 부산물 발생량 2005 미곡 

생산량(천톤)
미곡부산물추정량

(천톤)수량(천톤) 구성비(%)

원료곡 1,096 100

4,768

-

부산물

왕겨 260 23.72 1,131(72.0)

미강 88 8.03 383(24.4)

쇄미 7 0.64 31(2.0)

청미 6 0.55 26(1.6)

계 361 32.94 1,571(100)

  주: 쇄미 및 청미는 2003.11.14자 지역별 27개 RPC표본조사 결과, 왕겨 및 미강은 

2003. 9월 중 73개 RPC표본조사를 토대로 추정함.

자료: 농협 양곡부 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함.

표 4-34.  미곡 부산물 평가액

구 분
판매단가
(천원/톤)

RPC평균 미곡 추정부산물

발생량(톤) 판매액(백만원) 발생량(천톤) 평가액(억원)

왕 겨 19 1,300 25 1,131 215

미 강 84 440 37 383 322

쇄 미 425 35 15 31 132

청 미 148 30 4 26 38

계 - 1,805 81 1,571 707

자료: 농협 양곡부 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청미 148천 원, 미강 84천 원, 왕겨 19천 원 정도이다. RPC 1개소 당 연간 

부산물 발생량은 1,805톤이고 부산물 판매액은 81백만원에 이른다.  

따라서 2005년 미곡 부산물 발생 추정량 1,571천 톤의 가치는 총 707억 

원으로 평가된다. 이 중 미강이 322억 원으로 가장 많고, 발생량이 많은 왕

겨는 215억 원, 쇄미 132억 원, 청미 38억 원의 순이다.

나. 볏짚외 기타부산물 이용현황

일반 농가의 미곡 부산물 처리는 왕겨의 경우 퇴비로 사용하는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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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고, 미강은 퇴비와 가축사료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

다. 쇄미와 청미는 80% 정도를 가축사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식용으

로 이용하기도 한다.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으나 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정미소에 두고 오는 경우도 있다.

한편, RPC는 왕겨와 미강을 자체 가공하여 친환경농업자재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은 미곡 부산물을 

전문 수거업체나 농가에 판매하고 있다. 이들 부산물은 왕겨를 제외하면 

대부분 가축사료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표 4-35.  농가의 미곡 부산물 활용 실태
단위: %

구분 퇴비로 활용 가축사료/깔개 식용활용
정미소에 
두고옴

계

왕겨 82.9 9.8 -  7.3 100

미강 41.0 48.7 - 10.3 100

쇄미 - 80.0 10.0 10.0 100

청미 - 76.9 19.2  3.9 1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신원(수도작) 조사 결과, 2006.

표 4-36.  RPC부산물의 판매처와 사용 용도

구 분 판매처 주요 사용 용도

왕 겨
전문 업체 및 농가

축산용, 마늘 밭 등 퇴비용

미 강 사료용, 현미유, 친환경쌀겨농법용

쇄 미 전문 업체 및 농가 사료용, 떡용

청 미 농가 및 수요자 사료용

자료: 농협 양곡부 내부자료

다. 미곡 부산물의 유통 실태

왕겨, 미강 등 미곡 부산물은 각각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자들에 의해 

유통, 이용되고 있다. 평야지의 경우 2∼3개 시군을 범위로 해서 6∼7명의 

전문 취급업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전문 유통업자들은 RPC나 정미소에

서 부산물을 구입한 후 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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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미곡바이오매스의 유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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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겨는 축사의 깔개용이나 인삼 밭 등에서 수요가 많고, 미강은 주로 식

용유업체가 수요자이다. 미강의 경우는 수분에 빨리 변질되기 때문에 빠른 

처리를 요한다. 쇄미, 청미 등은 돼지, 닭, 오리 등 축산농가에서 수요가 많다. 

미곡 부산물 전문 유통업체는 부산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RPC가 처

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 마대도 동시에 처리해 주고 있다. 수거한 마대 가

운데 품질이 좋은 것은 분류하여 재활용으로 판매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것들은 압축 후에 판매하고 있다.

미곡 부산물을 취급하기 위한 관행으로 유통업자들은 일정금의 보증금

을 RPC에 예치해 놓는데, 이것은 RPC 측면에서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

기 위함이다. 

미곡 부산물은 대체로 40kg 단위로 거래되고 있다. 전문 업체의 구입가

격은 왕겨를 제외하면 부산물 종류에 따라 40kg당 4,000∼20,000원 수준

이다. 전문 유통업체는 구입가에 수송비를 포함한 마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 전문 유통업체의 연간 부산물 취급물량은 300톤 정도이고 소득은 

3,000만~4,0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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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RPC 부산물 이용 사례

가. 공덕농협 RPC

공덕농협은 2004년부터 왕겨는 왕겨숯과 왕초액, 미강은 미강펠릿을 만

들어 조합원 농가에 환원사업 차원에서 친환경자재로 공급하고 있다. 왕겨

숯, 왕초액 설비는 탄화시설, 연기제거시설, 소각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왕

겨숯 가공시설은 전기에 의한 간접탄화방식으로 2004년에 2기(자체사업

비), 2005년에 2기(국비 50%지원-경쟁력제고사업)를 설치하여 총 4기를 

보유하고 있다. 시설투자비는 7억원이 소요되었다. 펠릿기계는 2005년 하

반기에 9,000만원(정부지원 포함)에 설치하 다.

왕겨숯 생산능력은 월 60톤, 왕초액은 월 24톤이나 실제는 1일 24시간, 

주당 5일, 연간 10개월 가동하고 있어 왕겨숯 1일 생산량은 100리터31 포

대 기준 200포대를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월 4,000포대, 연간 40,000포대

를 생산하고 있다. 

왕초액은 왕겨숯 제조시 나오는 연기가 연통을 통해 나아갈 때 공기에 

의해 냉각되면서 응집되어 만들어지는 액체이다. 왕초액은 10일간 작업시 

2톤이 생산되며 20리터 용기로 포장한다. 미강은 펠릿 형태로 사용하고 있

으며 25kg단위로 포장한다. 펠릿으로 만드는 이유는 작은 덩어리 형태이기 

때문에 살포, 이동, 운반이 편리하고 사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왕겨숯이나 

토양미생물제제를 혼합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표 4-37.  공덕농협 왕겨숯 및 왕초액 생산능력

조제방식 월 생산량(월 생산금액)
기계설치 면적

간접가열 왕겨숯 왕초액

전기로 60톤(42백만원) 24톤(30백만원) 30평

자료: 공덕농협

31 왕겨숯 1포대(100리터)의 중량은 10kg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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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1.  공덕농협의 왕겨숯과 미강펠릿

  

공덕농협이 부산물을 친환경자재로 자체 이용하는 비율은 왕겨 60%, 

미강 80%이다. 미이용되는 왕겨는 전문 처분업자에게 5톤 차량 1대에 8만

원에 판매하고, 미강은 1kg당 100원, 쇄미는 40kg당 2만원에 판매한다.

친환경자재의 판매 기준가격은 왕겨숯 1포대 7,000원, 왕초액 1통 

15,000원, 펠릿 1포대 6,300원이다. 생산된 친환경자재는 관내 조합원농가

에는 할인가격으로 판매하고 계약재배농가(400ha)에는 친환경자재 사용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무상 공급하고 있다. 나머지는 타 농협이나 원예업자, 

골프장 등에 판매하고 있다.

사진 4-2.  공도농협 왕겨숯 및 왕초액 완성 포장상태

  

표 4-38.  공덕농협의 왕겨숯 공장 운  손익

구    분 수입(A) 비용(B) 손익(A-B)

금액(천원) 210,000 147,800 62,200

변동변수
가동시간/일
제품판매액

종사인원수
투입원료가격

손익은 변동변수에 
의해 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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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농협의 왕겨숯 공장 운 은 조합경 에도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

다. 2004년의 실적치를 기준으로 할 때, 수입은 2.1억원인데 제조비용은 

1.5억원으로 약 6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하 다. 금전적인 수익 외에 공덕농

협은 왕겨숯 공장을 운 함으로써 조합원에 대한 환원사업이 강화되는 등 

부가효과도 초래하고 있다.

나. 대야농협 RPC

대야농협의 경우도 공덕농협과 마찬가지로 미곡부산물을 이용해 왕겨

숯, 왕초액, 미강펠릿을 생산하여 관내 조합원에 공급하고 있다. 왕겨숯 가

공시설은 2005년 7월에 가동을 시작하 고, 미강펠릿은 2005년 12월에 가

동되었으며 가공시설의 건물면적은 200평이다. 왕겨숯 가공시설 설치비는 

3.5억원(군산시의 농업직불제 보조 1.5억원 포함), 미강펠릿 시설은 7,500

만원(50%보조)이 소요되었다.

사진 4-3.  대야농협 왕겨숯 탄화시설 및 왕초액 시설

  

표 4-39.  대야농협의 왕겨숯 및 왕초액 생산 현황, 2005

구  분 생산량 판매대금(천원) 비고

왕겨(kg) 1,515,788 28,134
- 2004생산량: 1,265,346kg

- 2004판매액: 11,591천원

왕초액(15리터/통) 2,600통 52,000

왕겨숯(10kg/포) 5,986포 8,068

계 8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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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겨숯 탄화시설은 전기로에 의한 간접 탄화방식으로 2기를 설치하 고, 

1일(24시간 기준) 처리용량은 왕겨숯 100포대(포대용량 75리터, 중량 10kg), 

왕초액 300kg 수준이다. 미강펠릿 처리용량은 9시간 가동 기준 300kg이다.

대야농협에서 미곡 부산물을 자체 가공처리하는 비율은 왕겨 30∼40%, 

미강 40∼50%이고, 미이용 되는 왕겨는 1kg당 35원, 미강은 1kg당 100원

에 전문 유통업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미곡 부산물 가공품의 판매가격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따라 차이가 있

고, 친환경단지32에는 모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왕겨숯의 경우 1포대

당 기준가격은 6,000원이나 조합원에는 4,000원, 비조합원에는 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왕초액의 판매 기준은 20kg당 20,000원이나 조합원에는 

10,000원, 비조합원에는 15,000원에 판매한다. 미강펠릿의 20kg당 판매가

격도 왕겨숯과 마찬가지로 조합원에는 4,000원, 비조합원에는 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다. 새만금농산 RPC

새만금 RPC는 민간 RPC로 인근 농가와 계약재배(1㎡당 1,050원)를 통

해 원료를 확보한 후, 가공하여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 쌀을 납품하고 

있다33. 현재 일부 쌀은 우 이를 이용한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되고 있는

데34, 친환경쌀은 일반 쌀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1990년대 말에 참숯을 이용하여 친환경쌀 재배를 시도하 고, 2000년

대 들어 자체 왕겨를 이용한 활성탄(일명: 왕겨훈탄)을 만들어 친환경농가

에 공급하고 있다. 당시 왕겨활성탄 제작을 위해 1억원을 들여 10기의 대

형화로 형태의 탄화시설을 설치하 고, 왕겨활성탄은 김제시에 친환경자재

로 등록되어 있다.

32 대야농협은 저농약 왕우 이 농법에 의한 친환경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2005

년은 99ha, 2006년은 200ha를 조성하 음.
33 새만금 RPC의 연간 쌀 가공량은 40kg조곡 기준 60만 포임.
34 친환경쌀 재배면적은 유기재배 80ha, 무농약재배 80ha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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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4.  새만금 RPC의 왕겨활성탄 제조시설

월간 왕겨활성탄 생산규모는 5,000포(1포당 60ℓ기준)이나 통상 3,300

포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탄화시설은 전기점화에 의한 직접연소 방식으로 

연료는 경유를 사용한다. 월간 경유 사용량은 400ℓ이고 연간 8개월 가동

하고 있다. 왕겨에서 왕겨활성탄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통상 3.5∼4시간이 

소요된다.

미강은 2005년까지 분말상태로 사용하 으나, 사용이 불편하여 2006년

에 2기의 펠릿시설을 설치하여 미강펠릿으로 사용하고 있다.35

왕겨활성탄 1포 가격은 6,800원이나 친환경쌀 계약농가에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김제시의 경우 친환경자재 사용에 따른 농가지원이 구입자

재비의 60%로 나머지 농가자부담 40%를 새만금 RPC가 부담하고 있다.

2.2.4. 미곡 부산물 이용상의 문제

미곡 부산물 가운데 볏짚은 퇴비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고 일부가 축산

농가에서 사료나 깔짚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

35 새만금RPC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미강은 99%가 사료공장에 판매되고 1% 정도

가 미강펠릿으로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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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는 시스템의 부재로 자원의 최적 활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 왕겨의 

경우는 최근 일부 RPC에서 친환경농업자재로 활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RPC는 과잉 재고 발생으로 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다.

미곡 부산물을 친환경농업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공시설이 필요

하나 시설설치에 4억∼7억 원 정도가 소요되어 외부 지원 없이는 시설설

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탄화시설의 종류가 직접연소시설이냐 간접

연소시설이냐에 따라 설치비 차이가 크고, 왕겨숯의 품질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자료는 없는 상태이다. 즉, 

미곡 부산물이 친환경농업자재로 활용되는 경우 농약적, 비료적 효과에 대

한 공식적인 인증이 없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왕겨숯과 왕초액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많은 열이 발생하고 있으

나 이 열을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집열장치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설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폐열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2.3. 과실 바이오매스의 이용 실태와 문제

2.3.1. 과실 바이오매스 발생량과 이용실태

가. 과실 바이오매스의 발생현황

과실 바이오매스는 과수원에서 발생하는 전정된 가지를 의미한다. 과수 

전정 작업은 통풍, 일조량 확보를 통해 과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과수농가에서는 연중행사의 하나이다. 과수원에서 발생하는 전정가지의 양

은 과수종류나 성목연수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물량파악이 곤

란하다. 현지 조사에 의하면 과수농가는 대체로 과수 전체가지수의 10%내

외를 전정하고 있다.

전정된 가지는 굵은 가지와 잔가지로 구분되며 과수종류에 따라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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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 과수 1그루당 굵은가지는 2∼4개, 잔가지는 50개 내외를 전

정한다. 굵은 가지 전정은 주로 전기톱을 이용하고, 잔가지는 전정가위를 

이용하고 있다. 과수 종류별로 보면, 포도와 복숭아는 대체로 잔가지의 비

율이 높고, 사과와 배는 굵은 가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과수 1그루에서 발생하는 전정가지량은 전정직후 수분이 함유되어 있

을 때는 8.8kg, 일정 기간이 지나 건조상태에서는 5.5kg으로 조사되고 있

다. 그러나 과수원 현장에서 전정가지량 파악은 중량보다는 부피를 기준으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정작업이나 수거,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피를 기준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피를 기준

으로 할 경우 1톤트럭 1대에 적재할 수 있는 전정가지량은 과수원 면적 

825평에서 발생하는 가지량에 해당된다.

홍성구(2005)는 안성지역의 50호 과수농가를 조사하여 과수원에서 발

생하는 단위면적당 바이오매스량을 산정하 다. 단위면적당 발생량은 과수 

1주당 발생량과 과수 주당 거리를 측정하여 산정하 다.

산정결과에 의하면 과수원 단위면적(㎡)당 바이오매스 최대 발생량은 

포도가 5.104kg으로 가장 많고, 복숭아가 0.957kg으로 가장 낮았다. 과수 

품목별로 볼 때 최소와 최대 발생량 간에 편차가 매우 커서 평균치를 적용

할 경우 과수 바이오매스의 발생량은 포도, 사과, 배, 복숭아 순이다.

표 4-40.  과수 종류별 전정가지 발생비율과 전정방법

구분
전정가지 발생량 비율(%)

전정방법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굵은가지 15∼20 25∼30 0 10∼15 전기톱 이용

잔가지 80∼85 70∼75 100 85∼90 전정가위 이용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 조사(17농가) 결과, 2006.

표 4-41.  과수 1그루당 전정가지 발생량 및 1톤트럭 적재 환산면적 

전정가지 발생량(kg) 1톤트럭 적재 
환산면적(평)전정직후 수분함유시 건조상태시

8.8 5.5 82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 조사(17농가) 결과, 2006.



우리나라의 바이오매스 관련 정책과 과제 77

표 4-42.  과실 부산물 바이오매스의 발생량

구 분

단위면적당 발생량1 전국 단위 발생량2

샘플수
발생량
(kg/㎡)

평균발생량
(kg/㎡)

재배면적
(천ha)

발생량
(천톤)

사과 12 0.051∼3.747 1.899 27 513

배 19 0.128∼2.738 1.433 22 315

포도 13 0.267∼5.104 2.686 22 591

복숭아  6 0.085∼0.957 0.521 15  78

주1: 홍성구 등, ｢농촌지역 바이오매스자원의 최적 이용 기술개발｣, 농림부･한경대학교, 

2005.

주2: 주1의 평균발생량을 기준으로 전국의 과수재배면적을 적용하여 추정함.

단위면적당 과수 바이오매스의 평균발생량과 과수 재배면적(2005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과수 바이오매스 발생량을 추정하 다. 역시 포도 바이오

매스가 591천 톤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사과 513천 톤, 배 315천 톤, 복숭

아 78천 톤의 순이다.

나. 과실 바이오매스 발생시기와 이용실태

과수원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의 발생시기는 전정작업이 대체로 10

월말부터 3월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이오매스 발생도 이 시기에 분포

하고 있다. 포도의 거봉을 제외하면 월동이 지난 2월 전후에 가장 많다. 특

히 복숭아는 대체로 1월 이후에 전정을 시작하여 3월까지 행하기 때문에 

바이오매스 발생이 2∼3월에 집중되어 있다.

표 4-43.  과실 부산물의 발생시기

구 분 품종 전지시기

사과 부사, 아오리, 홍로, 천추 수확후∼3월전

배 신고, 감천, 원황, 화산, 장십랑 잎이 떨어지고 2월말

포도

버팔로, 델라웨어, 신로또, 캠벨, 청포도 2월초

거봉, 마스카토 가을

시스카드 11월

복숭아 미백, 월미, 얼미, 유명, 황도, 천중도 2∼3월

자료: 홍성구 등, ｢농촌지역 바이오매스자원의 최적 이용 기술개발｣, 농림부･한경대학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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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과실 바이오매스의 이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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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 조사(17농가) 결과, 2006.

과실 부산물 바이오매스의 이용 형태는 잔가지의 경우 파쇄하여 퇴비로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굵은가지는 땔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경우

에 따라서는 모아서 울타리로 사용하기도 하나 소각하는 비율이 높고 과수

원내에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

다. 과실 부산물의 에너지 부존량

홍성구(2005)는 단위면적당 부산물 발생량과 단위중량당 발열량을 이

용하여 단위면적당 열량을 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에너지 부존량을 산정

하 다. 과실 종류별 단위면적당(㎡) 열에너지 량은 사과가 6,267.60㎉로 

가장 높고, 복숭아가 2,097.68㎉로 가장 낮다.

표 4-44.  과실 부산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부존량

구  분
단위중량당 열량(㎉/㎏) 단위면적당 

열량(㎉/㎡)

과실 부산물의 에너지량

건조 수분함유(%) 재배면적(천ha) 부존량(TOE)

사과 4,599 2,933(32.8) 6,267.60 27 169,225

배 4,532 2,702(35.1) 3,810.93 22 83,840

포도 4,486 3,176(22.9) 4,742.90 22 104,344

복숭아 4,601 3,599(24.1) 2,097.68 15 31,465

  주: 홍성구의 단위면적당 열량을 이용하여 과수 부산물 에너지 부존량을 추정함.

자료: 홍성구 등, ｢농촌지역 바이오매스자원의 최적 이용 기술개발｣, 농림부･한경대학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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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면적당 열량을 이용하여 국내 과수 재배면적(2005년)을 기준으로 전

국의 과실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량을 석유환산톤으로 계산하 다. 과실 종류

별 에너지 부존량은 사과가 169,225TOE로 가장 많고, 포도 104,344TOE, 

배 83,840TOE, 복숭아 31,465TOE의 순이다.

2.3.2. 과실 바이오매스의 발생과 이용 사례

가. 사과 및 배 농가

사과 및 배 농가의 경우 출하시기를 고려하여 보통 4개 품종 정도를 

재배하고 있다. 전정시기는 1∼2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수목갱신

이 오래된 농가일수록 굵은가지 비율이 높다. 전정가지 발생량은 농가당 

1톤 트럭 4∼6대 분으로 모두 농가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다. 굵은가지는 

땔감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잔가지는 소각되거나 과수원 내에 방치되고 

있다.

표 4-45.  사과 및 배 농가의 전정과 전정가지 처리 사례

구   분 사과 농가 배 농가

재배면적 6,700평(3,450주) 3,500평(620주)

품종 아오리, 산사, 후지, 감홍, 양광 신고, 감천, 원황, 추황

전정시기 12월에 시작하여 1∼2월에 집중실시 1월 20일경에 집중실시

전정부피 1톤 트럭 6대 1톤 트럭 4대

가지크기 수목갱신 6년차로 잔가지 위주 굵은가지: 30%, 잔가지: 70%

전정방법 굵은가지는 전기톱, 잔가지는 가위 굵은가지 전기톱, 잔가지는 가위 

전정가지

이용형태

잔가지는 모아서 태우고, 갱신고목과 

일부 굵은가지는 보일러에 이용

굵은가지는 땔감으로, 잔가지는 

모아서 과수원 주변에 방치

전정

비용

전정 1명☓20일☓100,000원=2,000,000원 1명☓20일☓60,000원=1,200,000원

수거 1명☓15일☓100,000원=1,500,000원 4명☓ 3일☓60,000원= 7200,000원

소각 1명☓ 1일☓100,000원= 100,000원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 조사 결과,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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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에 따른 비용은 과수원 면적, 수령, 이용형태, 주변의 노임 등에 따

라 다르나 6,700평 사과농가의 경우 전정 작업에만 200만원이 소요되고 있

다. 여기에 수거 및 소각 작업에 160만원이 소요되는 등 전정과 관련하여 

360만원이 지출되고 있다(ha당 160만원 정도).

나. 포도 및 복숭아 농가

포도농가의 전정시기는 거봉의 경우는 가을에, 캠벨은 이듬해 2∼3월에 

집중되어 있다. 복숭아는 월동을 한 후 2월에 집중되어 있다. 전정량은 농

가당 대체로 1톤트럭 4대분 정도이다.

포도의 전정가지는 거의 잔가지이기 때문에 과수원 면적에 비해 발

생하는 가지 부피가 많다. 포도의 잔가지는 대부분 파쇄 후 퇴비로 이용

되거나 모아서 태워 버리고 있다. 복숭아의 전정가지 크기는 굵고 긴 것

은 2∼4m, 가늘고 짧은 것은 20∼30cm 정도 되는데, 가늘고 짧은 파쇄 

후 퇴비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으나 굵고 긴 것은 태워버리거나 방치하

고 있다.

표 4-46.  포도 및 복숭아 농가의 전정과 가지 처리 사례

구   분 포도 농가 복숭아 농가

재배면적 2,000평(1,000주) 7,000평(500주)

품종 거봉, 캠벨 기도, 백도, 미백, 황도

전정시기 거봉: 가을, 캠벨: 2∼3월 2월

전정부피 1톤 트럭 4대 1톤 트럭 4대

가지크기 잔가지 100% 굵은가지 15%, 잔가지 85%

전정방법 전정가위 사용 굵은가지 전기톱, 잔가지는 가위

전정가지
이용형태

파쇄 후 과수원에 뿌리고, 일부 

잔가지는 태움

잔가지는 파쇄후 퇴비사용, 

갱신고목은 버리거나 태움

전정
비용

전정 2명☓7일☓80,000원=1,120,000원 2명☓15일☓80,000원=2,400,000원

수거 2명☓2일☓80,000원= 160,000원 2명☓ 7일☓80,000원=1,120,000원

파쇄 1명☓1일☓80,000원=  80,000원 1명☓ 1일☓80,000원=  80,000원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 조사 결과,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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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과수 바이오매스 이용상의 문제

과수는 농가에 따라 갱신 연수가 각기 다르고, 재배 형태도 상이하여 

과수 전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바이오매스에 대해 표준화된 물량파악이 곤

란하다. 따라서 소 지역 단위 또는 광역단위에서 과수 바이오매스를 이용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재까지 과

수 바이오매스의 이용분야나 이용방법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여 과수농가

에 효과적인 이용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

고 있다. 

한편, 과수 바이오매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발생한 바이오매스를 일정

한 장소에 수거해야 하는데, 이용에 따른 효과보다는 수거작업이 번거롭고 

수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여 농가 차원에서 일부 퇴비로 이용하거나 소

각, 방치하고 있는 정도이다. 현 단계에서 과수 바이오매스인 전정가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파쇄하여 퇴비로 활용하는 방법이

나, 파쇄기 구입비용이 500만원 정도이고 연간 이용 일수가 며칠에 불과하

여 농가가 파쇄기 구입을 꺼리고 있다. 인근 과수농가 간에 공동구입, 공동

사용도 고려할 수 있으나 농가 간 이동이 불편하고 관리 소홀의 문제가 있

어 과수농가는 개별 구입을 희망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과수바이오매스의 퇴비화시 비료성분에 대한 정

보가 없고, 퇴비화에 대한 농가의 기술력도 낮은 상태이다. 여기에 물량 면

에서 유기질 퇴비를 완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퇴비화보다는 방치 내지 

소각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각시 소각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화

재위험, 공해발생 등의 문제도 있다. 일부 굵은가지는 화목보일러의 원료

로 이용할 수 있으나 물량이 많지 않고 번거롭기 때문에 소각하거나 방치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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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유채 재배현황과 이용 실태

2.4.1. 유채 재배현황과 관련 지원사업

가. 유채 재배현황

유채는 보통종과 서양종으로 구분되는데, 보통종은 지중해연안과 중앙

아시아 고원지대가 원산지이고 서양종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시베리아･

카프카스 지역이 원산지이다.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것은 서양종이며 

1960년대 초부터 유지작물로 본격적으로 재배되었다. 

유채 종자에는 35∼45%의 기름이 함유되어 있어 식용유나 공업원료, 

바이오디젤의 원료로 사용된다. 또한 유채 종자에서 기름을 추출하고 남은 

유채박은 동물사료 또는 유기질비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유채 종자의 기름 

함유량은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고 종자 수량 역시 차이가 있는데 ha당 

종자 생산량은 1∼4톤 정도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유채 재배면적은 1970년에 23.2천ha 으나 2005년에는 약 

1천ha로 지속적으로 감소하 다. 이에 따라 생산량도 같은 기간 25.1천 톤

에서 1.6천 톤으로 크게 감소하 다. 유채 생산이 감소한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작목에 비해 유채소득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4-47.  유채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구 분 재배면적(천ha) 생산량(천톤) 10a당 생산량(kg)

1970 23.2 25.1 108

1980 14.7 26.5 180

1990  3.8  7.2 189

2000  1.8  2.7 150

2004  1.1  1.4 121

2005  1.0  1.6 165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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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8.  제주도의 유채생산 현황 및 수매가격, 2005

구   분 재배면적(ha) 생산량(톤) 10a당 수량(kg)
수매가격(원)

1등품 2등품

제주시   35   45 129

1,028 1,012
서귀포시   24   30 125

북제주군  407  632 155

남제주군 1,110 1,065  96

계 1,576 1,772 112

자료: 이상호 등, ｢산업용 원료(바이오에너지)로 사용 가능한 농작물의 경제성 분석 및 정

책적 지원 방안 연구｣, 미래농정연구원, 2005.

현재 유채재배의 지역별 분포는 대부분 제주도에 국한되어 있고, 경남, 

전남･북 등 남부지역과 충남지역에서 일부 재배되고 있다. 이상호 등

(2005)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유채가 재배되는 이유는 보리나 

그 밖의 작목을 재배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채 농가들은 

유채 수확량 증가를 위해 비료, 농약, 제초 등의 농 활동을 거의 하지 않

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유채농가는 유휴농지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자가 생산 종자를 이용하여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유채를 경작한다는 

것이다.

같은 조사에서, 제주도에서 유채가 주로 재배되는 지역은 남제주군으로 

제주 지역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유채 

종자를 수매하고 있는데 1등품은 1kg당 1,028원, 2등품은 1,012원 수준이

다. 수매한 유채는 국제가격 수준인 1kg당 300원에 업체에 판매하고 있다.

나. 유채 관련 국내 지원사업

유채 관련 지원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바이오디젤 원료생

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채재배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은 2007년부터 3년간 

3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총 1,500ha의 유채재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으로 2005년부터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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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9.  농림부의 유채 관련 지원사업

사업명 유채재배 시범사업(계획)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사업목적 바이오디젤용 원료생산
농촌의 공익적 기능제고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

사업기간 2007∼2009 2005∼2007

사업규모
500ha단위 3개 지자체

(총 1,500ha, 33억원)

연간 470ha

(2005년 유채 328ha 선정)

대상작물 유채
유채, 메 , 해바라기, 코스모스, 

목화, 야생화 등

직불금 

지급단가
ha당 170만원

ha당 170만원

(국고70%, 지방비30%)

자료: 농림부

이와 같이 유채의 용도가 유지나 바이오디젤 생산 외에도 농촌 경관 보

존 등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유채재배를 권장하고 있어 앞으로 유채 

재배면적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부안군의 경우 2007년에 일대 500ha의 부지에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단지를 조성하여 연료 확보 및 경관농업 추진 등으로 차세대 에너지산

업을 선점하기 위해 2006년에 5ha의 시범포를 조성하 다. 전남 광군에

서도 2005년에 수도작 2모작으로 20.4ha의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 재배

단지를 조성하여 2006년에 11.6ha 면적에서 10a당 평균 118.6kg의 유채씨

를 수확하 다.

다. 유채 관련 외국의 지원제도

유채의 국내 재배 실정과는 다르게 세계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계 총생산량은 2004년 46,256백만 톤으로 2002년의 34,249백

만 톤에 비해 2년 사이에 35%나 증가하 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2004년 

기준 세계 생산량의 28%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고, 다음이 캐나

다, 인도, 독일의 순이다. 중국, 인도 등은 식용유 생산을 위해서, 유럽 국

가들은 바이오디젤 생산을 위해 유채를 재배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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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0.  주요 국가별 유채 생산량

단위: 백만톤

구   분 2002 2003 2004

세계 전체 34,249 36,617 46,256(100)

중국 10,552 11,420 13,040(28.2)

캐나다  4,407  6,771  7,728(16.7)

인도  5,083  3,918  6,800(14.7)

독일  3,849  3,638  5,277(11.4)

프랑스  3,320  3,361  3,969( 8.9)

국  1,468  1,771  1,612( 3.5)

자료: 이상호 등, ｢산업용 원료(바이오에너지)로 사용 가능한 농작물의 경제성 분석 및 정

책적 지원 방안 연구｣, 미래농정연구원, 2005.

독일은 식량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휴경보상금 ha당 평균 

364.5유로를 지불하고 있다. 농가의 유채 판매가격은 1kg당 336원, 생산량

은 ha당 약 4톤이다. 50ha 기준으로 유채판매에 따른 수입은 67백만 원, 

정부보조금이 24백만 원으로 농가의 총수입은 91백만 원에 이른다. 정부보

조금이 농가총수입의 27% 정도이다.

표 4-51.  독일 유채농가의 농업경 비(50ha기준)

구          분 금액(천원) 비고

수입

유채판매수입 67,200

정부보조금 24,255

수입계(A) 91,455

지출

종자대  1,728

제초제  5,430

살충제   425

비료 12,260

기타  9,145

지출계(B) 28,988

소득 (A-B) 62,467

자료: 이상호 등, ｢산업용 원료(바이오에너지)로 사용 가능한 농작물의 경제성 분석 및 정

책적 지원 방안 연구｣, 미래농정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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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자체별로 보조금 차이가 커서 유채소득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 愛東町의 경우, 10a당 소득이 81,388엔이나 靑森縣은 16,104엔 정도이

다. 일본 유채농가의 판매가격은 1kg당 97엔, 수량은 10a당 200kg 정도이다.

愛東町은 국가 차원에서 계약거래를 통해 10a당 23,000엔과 전작교부

금으로 40,000엔을 지원하고 있다. 현단위의 지자체에서는 유채씨 생산개

선 장려금으로 30,000엔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이 무려 93,000엔

으로 10a당 유채농가 총수입 112,400엔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다. 

표 4-52.  유채생산의 경제성(愛東町 모델)

구         분 단가(엔) 수량 금액(엔)

수입

유채씨판매수입   97 200kg  19,400

유채씨계약거래추진사업(국가)  115 200kg  23,000

유채씨 생산개선 장려금(縣)  30,000

전작교부금  40,000

소계 112,400

지출

재배

苦土 석회  775 5포  3,875

추동채소비료 1호 1,840 1.75포  3,220

PK화성 2호 1,820 1포  1,820

트래파노 유제 2,575 0.5병  1,288

인건비 1,500 1.6시간  2,400

소계 12,603

관리

硫安(추비1회)  775 0.75포   581

硫安(추비2회)  775 1포   775

인건비 1,500 1.6시간  2,400

소계  3,756

수확

콤바인 이용료 7,000 1시간  7,000

콤바인 운반료 2,000 1시간  2,000

인건비(운반) 1,500 1시간  1,500

소계 10,500

건조 건조기 이용료   25 165kg 4,125

포장 포장작업(포장용지포함)  180 7포  1,260

지출비용 합계 31,012

경 수지 81,388

    주: 10a당 200kg산출을 기준으로 할 경우의 수익성분석 자료임.

원자료: 유채프로젝트네트워크 사무국 내부자료

  자료: 신용광･강창용, “유채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개발방안”, ｢농업경 ･정책연구｣, 

제32권 제3호, 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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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유채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생산체계

유채는 다른 작물에 비해 기름 함유비가 높아 유럽, 일본, 미국 등에서

는 바이오디젤 원료로 급성장하고 있다. 유지작물별 ha당 바이오디젤오일 

생산량을 보면, 유채가 1,000kg으로 올리브와 비슷한 수준이다.

바이오디젤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유채씨가 2.839톤 필요하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재배면적은 0.924ha이고, 이때 파종을 위한 필요 종자량은 

약 5kg이다.

유채씨 2.839톤에서 채유되는 유채유는 1.079톤 정도인데 정제과정

을 거치게 되면 약 1.052 톤의 유채유가 추출된다. 정제된 유채유를 이

용해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에스테르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1.052 톤의 유채유에서 1톤의 바이오디젤과 0.1톤의 로세린을 생산할 

수 있다.

한편, 유채를 이용한 바이오디젤연료(BDF)의 생산비용(일본 NEDO 자

료)은 BDF시설의 건설과 운 비용을 합하여 리터당 65엔에서 78엔 소요

된다. 그러나 이 금액은 원료의 구입비용과 수송 및 회수비용 등이 제외된 

금액으로 전체생산비용은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표 4-53.  작물별 ha당 바이오디젤 오일 생산량

구  분 kg oil/ha litres oil/ha

옥수수  145  172

귀리  183  217

목화  273  325

콩  375  446

참기름  585  696

쌀  696  828

해바라기  800  952

유채 1,000 1,190

올리브 1,019 1,212

자트로파 1,590 1,892

자료: http://cafe.naver.com/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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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유채를 이용한 바이오디젤의 생산체계

수 송 , 건 조 및 저 장
2,839톤 유 채 씨

유 채 유 채 유
1,097톤 유 채 유

정 제
1,052톤

0.005톤 종 자

경 작 0.924ha

에 스 테 르 화

바 이 오 디 젤
1톤

유 채 짚
2,782톤

유 채 가 루
1,575톤

글 로 세 린
0.1톤

수 송 , 건 조 및 저 장
2,839톤 유 채 씨

유 채 유 채 유
1,097톤 유 채 유

정 제
1,052톤

0.005톤 종 자

경 작 0.924ha

에 스 테 르 화

바 이 오 디 젤
1톤

유 채 짚
2,782톤

유 채 가 루
1,575톤

글 로 세 린
0.1톤

자료: 이상호 등, ｢산업용 원료(바이오에너지)로 사용 가능한 농작물의 경제성 분석 및 정

책적 지원 방안 연구｣, 미래농정연구원, 2005.

표 4-54.  BDF제조의 생산비용 

단위: 엔/리터

구         분
BDF 제조비용

합계 건설 운 ･유지비

유채 이용 
 1일 1,500리터 생산규모 65 24 41

 1일 200리터 생산규모 78 31 47

폐식용유 

이용

 1일 1,500리터 생산규모 72 27 45

 1일 200리터 생산규모 87 35 52

원자료: NEDO, "バイオマルエネルギー導入ガイドブック"

  자료: 신용광･강창용, “유채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개발방안”, ｢농업경 ･정책연구｣, 

제32권 제3호, 2005.9.

2.4.3. 유채생산의 경제성

이상호 등(2005)은 농촌진흥청 표준소득자료를 이용하여 유채재배의 

경제성을 검토하 다. 이용된 자료는 1990∼1992년 3개년의 300평당 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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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수입, 비용자료이고 쌀 및 보리의 경 지표와 비교하여 유채농가의 

경제성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10a당 유채의 농가소득은 69,766원으로 쌀의 약 

16%, 겉보리의 약 48%, 쌀보리의 46%로 다른 작목에 비해 매우 낮다. 반

면에 경 비는 쌀의 46%, 겉보리의 81%, 쌀보리의 72%로 다른 작물에 비

해 낮은 편이다. 유채재배에서 경 비가 낮음에도 소득이 낮은 것은 쌀이

나 보리에 비해 생산량이 적고, 가격도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채재배를 통해 바이오디젤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차로 

유채재배에 따른 소득수준이 겨울철 대체작물인 보리의 소득수준은 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채생산성과 유채가격이 제고되어야 한다.

표 4-55.  유채재배의 경제성(’90∼’92년의 농진청 표준소득자료)

단위: 원/10a, %

구  분 쌀 겉보리 쌀보리 유채 유채/쌀
유채

/겉보리
유채

/쌀보리

총수입 611,683 227,718 243,653 135,809 22.2 59.6 55.7 

경 비 143,811 81,685 92,028 66,044 45.9 80.9 71.8 

소  득 442,871 146,033 151,625 69,766 15.8 47.8 46.0 

생산량 453.0 249.0 269.0 176.7 39.0 71.0 65.7 

가격(kg) 1,350 915 906 769 56.9 84.0 84.9 

면적(천ha) 1,131 29 59 3.1  0.3  5.3 10.7

표 4-56.  유채의 신품종 도입 시 경제성 분석

단위: 원/10a, %

구  분 쌀 겉보리 쌀보리 유채 유채/쌀
유채

/겉보리
유채

/쌀보리

총수입 972,192 318,768 352,468 328,000 33.7 102.9 93.1 

경 비 300,964 148,582 170,113 121,106 40.2 81.5 71.2 

소  득 671,228 170,186 182,355 206,894 30.8 121.6 113.5 

생산량 656 408 401 400 61.0 98.0 99.8 

가격(kg) 1,482 781 879 820 55.3 105.0 93.3 

주: 쌀, 보리는 ’02~’04년간의 농진청 표준소득자료이며 유채의 경우 제주도 수매가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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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의 유채생산성은 10a당 100kg 정도이나 농촌진흥청이 개

발 중인 고수확 신품종의 경우 포장시험에서 570kg, 농가실증시험에서 

약 400kg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고수확 신품종이 유채농가에서 실용

화되고 수매가격이 현재 제주도가 적용하고 있는 1kg당 820원을 유지

할 경우 유채소득은 쌀의 31%, 겉보리의 122%, 쌀보리의 114% 정도가 

된다.

한편, 10a당 유채생산량이 400kg이라 가정할 때 쌀소득과 균형을 이루

기 위한 1kg당 유채가격 수준은 1,981원, 겉보리에는 728원, 쌀보리에는 

759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채의 고수확 품종이 도입되고 1kg당 가격이 

760원이 되어야 소득 측면에서 동계 유휴지 유채생산이 가능하다. 이는 현

재 유채의 국제시장가격 330원/kg을 감안할 때 ha당 172만원의 소득보전

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2.4.4. 유채 재배･이용상의 문제

현재 유채는 재배에 따른 소득이 낮아 판매보다는 경관 조성 등의 목적

으로 일부 재배되고 있다. 유채가 에너지 작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최소

한 보리수준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국내 유채 생산성이 10a당 100kg 정도로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품종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개발된 품종의 대규모 경작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유채는 대부분 수도작과 이모작으로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수확 시기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수확하기 위해서는 기계화가 필수적이

다. 그러나 수확전용 콤바인의 가격이 7천만원 정도로 개별 농가 입장에서

는 현실적으로 구입하기가 어렵다. 또한 유채씨를 수확 후 비닐 온실 내에

서 건조할 경우 발아하거나 부패하는 경우가 많아 수확 후 즉시 건조를 위

해 건조기도 보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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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농산바이오매스 이용활성화를 위한 과제

바이오매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농산바이오매스의 이용

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는 기후 변

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바이오매스 활

용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도 강화될 것이다. 여기에 바이오매스 선진국들은 

바이오에너지 및 제품개발을 활발히 전개하여 수출 품목으로 육성할 계획

이다.

농산바이오매스는 축산이나 임산분야에 비해 활용용도가 다양하여 그

동안 농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그 활용 

측면에서 보면 퇴비정도에 불과하고, 과수 바이오매스의 경우는 방치되는 

경우도 많아 농촌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농산바이

오매스의 발생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수집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

다. 또한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려 해도 이용을 위한 투자비가 과다하게 소

요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하에서는 농산바이오매스 이용상의 SWOT분

석을 통해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 다.

표 4-57.  농산바이오매스의 이용상의 SWOT 분석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바이오매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 기후 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 예상

- 바이오선진국의 바이오연료, 제품 

수출 추진

- 화석연료 의존도 상존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농산바이오매스의 활용용도가 다양

- 유지작물을 경관조성작목으로 활용 

가능

- 유휴지 등 유지작물 재배면적 

확보가 용이

- 지역적으로 분산, 수집의 어려움, 

물량 파악 곤란

- 이용방법,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미흡

- 바이오매스 이용을 위한 시설투자비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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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농산바이오매스의 이용 촉진을 위한 기계･설비 보급

미곡바이오매스는 활용 용도가 다양하여 농산바이오매스 중 가장 활발

히 이용되고 있다. 현재 볏짚은 농가단계에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

제는 없으나 왕겨는 퇴비로서 이용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 

RPC를 제외하면 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왕겨 및 미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퇴비화를 위한 탄화시설이 보급되어야 한

다. 왕겨 및 미강을 퇴비화 할 경우 친환경자재로 사용이 가능하고, RPC의 

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시에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어 

대부분의 RPC가 적극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과실바이오매스도 퇴비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지적

되고 있어 파쇄기 구입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파쇄기 구입에 대한 지원

은 개별 농가단위로 추진하되, 규모가 작은 과원에 대해서는 공동 이용을 

전제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유채의 경우는 수확작업과 건조작업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

문에 이들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농기계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

표 4-58.  농산바이오매스 이용 촉진을 위한 기계･설비 종류와 지원 대상

구    분 기계･설비 종류 기계･설비 소요액 지원대상

미곡바이오매스 탄화시설, 펠릿시설 4억∼7억원 RPC

과실바이오매스 파쇄기 5백만원 개별 과수농가

유채 콤바인, 건조기 7천만원 유채 재배단지

2.5.2. 농산바이오매스의 공급자, 수요자 연결 고리 마련

농산바이오매스는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어 물량 파악이 

곤란하고 수집에 어려움이 많다. 농산바이오매스가 보다 활용되기 위해서

는 바이오매스의 종류와 발생량이 파악되고, 바이오매스의 수요자와 수요

량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급자와 수요자

를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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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스템은 광역단위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으나 분산된 자원을 

수집하고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2∼3개 시군 단위가 유리할 수도 있다. 

이 시스템의 운 주체는 지역농가에 대한 정보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농협

이나 농업기술센터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5.3. 농산바이오매스의 이용과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

현재 농산바이오매스의 발생량에 대해서 극히 제한적인 연구는 수행된 

바 있으나 지역별, 작물별 발생 원단위에 대한 자료는 없다. 농산바이오매

스의 유효한 이용을 위해서는 일차로 작물별 전문가에 의한 발생량에 대한 

자료가 구비되어야 한다.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농산바이오매스의 이용분

야나 이용방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그 결과가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농산바이오매스는 퇴비화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퇴비

화가 대부분 농가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비료성분에 대한 검증과정이 

없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농가 단위에서 퇴비화시 퇴비 제조방법이나 

시비방법, 효과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농가지도가 추진되어야 한다. 퇴비

화와 관련하여 더욱 바람직한 방법은 농가 단위의 제조보다는 지역 농협 

등에서 전문가가 제조한 후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비료효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규모의 유리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유채를 이용한 바이오디젤의 경우도 현재 BD5 사용에 한정되어 있으

나 일부 농촌 현장에서는 BD20, BD100까지도 트럭과 경운기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바이오디젤의 사용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5.4. 에너지작물의 발굴과 안정적 생산유도

일반적으로 바이오에너지 선진국들은 자국에서 생산하기 가장 유리한 

작물을 생산하여 이를 바이오에너지 자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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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은 사탕수수, 미국은 옥수수, 스웨덴은 목질 바이오매스의 이용이 

활발하다. 생산적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가장 생산성이 높으며 비용 면에

서도 유리하고 병해충에도 강하여 농약 등의 사용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지역별로 가장 적합한 바이오에너지 작물을 발굴하고 생산

하여 이를 바이오에너지원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여건에서 유채가 

에너지 작물로 가장 근접해 있으나 에너지 작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해결

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 유채가 바이오디젤 원료로 재배되기 위해서는 최

소한 겉보리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높은 생산성

을 가지는 품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유채재배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유채가 바이오디젤의 원료작물로 재배되

기 위해서는 대단위 단지조성이 필요하고, 가공업체, 농협, 정부 등 관련 

주체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6.  유채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추진체계

생산자 단체

(농협)

생산자 단체

(농협)

생산자생산자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련기관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련기관

가공업체가공업체

수매

정산

매입

협약

감독

지원
기술지도

보조금

생산자 단체

(농협)

생산자 가공업체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련기관



우리나라의 바이오매스 관련 정책과 과제 95

3. 축산 바이오매스 이용활성화 과제

3.1. 축산 바이오매스의 종류와 이용용도

3.1.1. 축산 바이오매스의 종류

축산부문의 바이오매스는 소･돼지･닭 등의 축산물 양축 과정에서 발생

하는 대사 생성물로써 주로 가축 분뇨를 지칭하며 기타 도축 과정에서 발

생하는 가죽이나 털 등이 있다.

3.1.2. 이용 용도

그림 4-7.  축산부문의 바이오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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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단계
최종물
(이용)

처리단계
기계적처리 불질이용 생물학적처리열화학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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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부문의 바이오매스 가운데 가축 분뇨는 대부분이 기계적이용, 

물질이용, 열화학적 처리단계를 거쳐 자원화(퇴비화, 액비화)로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생물학적 처리단계를 거쳐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로 이

용되기도 한다. 도체는 대부분이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털, 가죽은 

가공단계를 거쳐 제품원료(피혁, 모발, 사료, 조미료･화장품 원료)로 이

용되고 있다. 

3.2. 축산분야 바이오매스 이용 실태와 문제점

3.2.1. 바이오매스 이용발생량 추정

가. 가축 사육두수와 가축 분뇨 발생원단위

가축 사육두수의 변화 추이를 축종별로 살펴보면 <표 4-59>와 같다. 

1970년대까지 축산업은 한우의 경우 경작농업 과정에서 노동력 확보를 위

한 보조수단으로 사육되었으며 닭․돼지는 개별 농가에서 농가부업 형태

로 사육되었다. 1970년대 들어서 축산진흥정책과 국민소득 증가로 인하여 

육류 및 유제품에 대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가축 사육두수가 증가하

으며 사육규모도 전업화․대규모화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가축 사육두수가 정체 또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돼지와 말의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있다.

축종별 가축 분뇨의 배출원단위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1997년부터 3년

간 축종별 분뇨 및 세정수 발생량을 조사하여 환경부에서 고시 제99-109 

(1999년 7월)호로 제정되었다. 축산연구소에 따르면 가축 마리당 가축 분

뇨 배출량은 한우가 14.6kg/일, 젖소가 45.6kg/일, 돼지가 8.6kg/일, 닭이 

0.12kg/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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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9.  가축 사육두수 변화 추이             

         단위: 천두, 천수

년도 한우 젖소 돼지 닭 사슴･양 말

1975  155.8  85.5 1,247.2  23,633   9.5  5.8

1980 1,427.2 206.9 1,783.5  40,130  15.0  3.9

1990 1,621.7 503.9 4,528.0  74,463  56.6  4.9

1995 2,594.0 553.5 6,461.2  85,800 101.8  8.3

2000 1,590.0 543.7 8,214.4 102,547 151.3 10.6

2003 1,480.0 519.0 9,231.0  99,019 145.9 16.3

자료 : 농림부･환경부. 2004. 

표 4-60.  축종별 가축 분뇨 발생원단위

(단위 : ℓ/일/두(수))

구분
축산분뇨 배출원 단위

비고
배설량 분뇨계 세정수 배출원단위

한우
분 10.1

14.6  0.0 14.6

환경부고시
제1999-109호

뇨  4.5

젖소
분 24.6

35.6 10.0 45.6
뇨 11.0

돼지
분  1.6

 4.2  4.4  8.6
뇨  2.6

닭 분   0.12   0.12 -   0.12
축산연구소
(2000)

자료: 축산기술연구소. 2000.

나. 총 발생량추정

가축 분뇨의 총 발생량은 축종별 사육두수에 축종별 발생원단위를 곱하

여 계산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의 총량은 하루에 14만 톤이 발생하

고 있으며 이는 연간 약 5,100만 톤에 상당한다. 축종별로는 돼지에 의한 

가축 분뇨 발생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발생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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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1.  가축 분뇨 발생량 현황   

         단위: 톤/일

구분 계 허가대상 신고대상 신고미만

계 141,930 63,496 51,915 26,519

소․말  21,850  4,567  8,915  8,368

젖소  23,650  7,568 11,257  4,825

돼지  79,384 51,361 22,863  5,160

닭․오리  12,964 -  8,880  4,084

사슴, 양, 개 등 
기타가축

 4,082 - -  4,082

자료 : 농림부. 2003. 

다. 가축분뇨의 에너지 환산량

가축분뇨는 온도, 유기물 농도 등의 조건을 최적화하여 메탄 발효시키

면 메탄가스가 발생한다. 메탄가스는 수분, 부식성 가스(H2S)를 제거한 다

음에 보일러나 발전기의 연료로 이용되며 온수, 증기 또는 전기로 전환하

여 필요시설에 공급할 수 있다. 가축 분뇨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에너

지로 환산하는 방법은 산업자원부(2006)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BOD발생량 = 가축 분뇨 발생량 × BOD발생원단위

= 5,100만 톤 × 30kgBOD/㎘ = 153,000만kgBOD/년

- 메탄가스발생량 = BOD발생량 × 메탄가스발생원단위 × 메탄반응률

= 153,000만kgBOD/년 × 0.35㎥/kgBOD × 0.80 

= 41,840만㎥/년

- 에너지발생량 = 메탄가스발생량 × 메탄발열량원단위

= 41,840만㎥/년 × 8,500kcal/㎥ = 3.6조kcal/년

= 36만toe/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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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분뇨의 에너지 환산에 이용된 원단위 자료

 □ 가축 분뇨 발생량(2004년 기준 환경부 백서) = 약 5,100만 톤

 □ 가축 분뇨에 의한 BOD발생 원단위 = 30kgBOD/㎘ = 30,000㎎/ℓ

 □ BOD에 의한 메탄가스발생 원단위 = 0.35㎥/kgBOD

 □ 메탄 반응률(제거율) = 0.80

 □ 메탄발열량 원단위 = 8,500kcal/㎥

자료 : 산업자원부 보도자료(2006).

또한 가축 분뇨에 의한 메탄가스의 에너지를 원유로 대체시키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메탄가스에 의한 에너지 1toe는 원유 7.41bbl

과 동일한 발열량을 지니므로 전국의 가축 분뇨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36만 toe는 2,667,600bbl의 원유대체효과가 있다. 만약 수입되는 원유가격

이 $70/bbl이고 환율이 980원/$라고 가정할 경우 36만toe는 원유 

2,667,600bbl에 상당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1,830억원의 원

유 대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2.2. 축산분야 바이오매스이용실태

가. 가축 분뇨 이용실태

주요 가축에서 배설되는 1일 가축 분뇨량은 약 14만 톤이다. 이를 법적

규제수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미규제 및 신고미만의 농가에서 발생하

는 분뇨량이 약 27천톤/일으로 19%를 차지하며 허가 및 신고 농가에서 발

생하는 가축 분뇨량이 약 115천톤/일으로 81%를 차지하고 있다. 

가축 분뇨 발생량을 처리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규제 및 허가대상 농가에

서는 공공처리가 0.5천톤/일이며 자체자원화처리가 26.5천톤/일이다. 허가 

및 신고 농가에서는 공공처리가 5.8천톤/일, 해양배출이 5.5천톤/일, 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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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가축 분뇨 이용실태

가축분뇨

142천톤/일

미규제,신고미만

27천톤/일(19.0%)

허가•신고 농가

115천톤/일(81.0%)

공공처리 0.5천톤/일(0.4%)

자체처리(자원화) 26.5천톤/일 (18.6%)

공공처리 5.8천톤/일 (4.1%)

해양배출 5.5천톤/일 (3.9%)

공동처리(퇴비공장) 9천톤/일 (6.3%)

퇴비 82.8천톤/일 (58.3%)

액비 7.6천톤/일 (5.4%)

정화 4.3천톤/일 (3.0%)

자체처리
(94.7)

가축분뇨

142천톤/일

가축분뇨

142천톤/일

미규제,신고미만

27천톤/일(19.0%)

미규제,신고미만

27천톤/일(19.0%)

허가•신고 농가

115천톤/일(81.0%)

허가•신고 농가

115천톤/일(81.0%)

공공처리 0.5천톤/일(0.4%)

자체처리(자원화) 26.5천톤/일 (18.6%)

공공처리 5.8천톤/일 (4.1%)

해양배출 5.5천톤/일 (3.9%)

공동처리(퇴비공장) 9천톤/일 (6.3%)

퇴비 82.8천톤/일 (58.3%)

액비 7.6천톤/일 (5.4%)

정화 4.3천톤/일 (3.0%)

자체처리
(94.7)

  주: 가축 분뇨 발생량은 돼지, 소, 말, 양, 사슴, 닭, 오리를 대상으로 계측.

자료: 농림부･환경부. 2004.

공장의 공동처리가 9천톤/일이 처리되며 나머지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94.7

천톤/일을 자체처리(퇴비․액비․정화)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는 자원화(위탁포함) 비율이 

88.7%, 정화처리 비율이 7.3%, 해양배출 비율이 4%로 비료자원화의 비율

이 높은 편이다. 메탄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으로는 이용하지 못하고 있

으며 현재 대학이나 연구소, 농가 등에서 실증실험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나. 지역별․처리 형태별 가축분뇨 이용실태

지역별로 설치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현황과 위탁처리 현황 등을 살펴

보면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퇴비화시설 설치농가가 

83.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농가 가운데 약 1,795호

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다. 위탁처리농가 가운데 공공처리시설에 의존하고 있

는 농가는 허가농가가 478호이고 신고대상이 1,317호이며 해양배출에 의존하

는 농가는 총 60호이다. 해양배출에 의한 위탁처리의 경우 바다와 인접한 경

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의 농가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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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2.  지역별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개수 및 처리 현황

구분
사육
규모

설치
농가수

시설설치 위탁처리

미설치
계 정화 퇴비화

저장
액비

공공
처리

재활용
업자

해양
배출

경기도

허가 2,073 1,877 148 1,657 72 149 34 13 0

신고  9,014  8,264 807  6,831 625 426 218 83 23

계 11,087 10,141 955  8,488 697 575 252 96 23

강원도

허가 742 653 10 577 66 77 4 8 0

신고 3,993 3,173 16 2,919 238 66 12 0 0

계 4,735 3,826 26 3,496 304 143 16 8 0

충청
북도

허가 665 645 17 592 36 18 0 2 0

신고 2,446 2,347 91 2,121 135 42 37 0 0

계 3,111 2,992 108 2,713 171 60 37 2 0

충청
남도

허가 1,286 1,253 223 921 108 23 6 4 0

신고 5,498 5,284 441 4,309 534 170 44 0 0

계 6,784 6,537 664 5,230 642 193 50 4 0

전라
북도

허가 1,115 968 18 908  42 29 57 61 0

신고 4,773 4,336 260 3,946 130 338 66 33 0

계 4,888 5,304 278 4,854 172 367 123 94 0

전라
남도

허가 808 782 10 732  40 13 10 3 0

신고 4,913 4,848 5 4,607 236 21 21 0 23

계 5,721 5,630 15 5,339 276 34 31 3 23

경상
북도

허가 1,323 1,272 26 1,171 75 0 7 44 0

신고 6,082 5,833 23 5,439 368 51 81 55 0

계 7,343 7,105 49 6,610 443 51 88 99 0

경상
남도

허가 1,511 1,319 35 1,251  29 169 1 22 0

신고 4,487 4,235 246 3,659 330 203 15 31 3

계 5,998 5,554 281 4,910 359 372 16 53 3

제주도

허가 340 338 6 159 173 0 1 1 0

신고 343 343 12 240 91 - - - -

계 683 681 18 399 264 0 1 1 0

총계

허가 9,863 9,107 493 7,968 641 478 120 158 0

신고 40,725 38,663 1,901 34,071 2,687 1,317 494 202 49

계 50,588 47,770 2,394 42,039 3,328 1,795 614 360 49

자료: 환경부. 2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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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부산물

털, 가죽, 도체는 식용을 제외하고는 제품의 원료 다시 말하면 모피원

료, 사료원료, 조미료원료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정확한 양을 파악하기

가 어려운 실정이다. 배합사료용으로 이용되는 축산 바이오매스는 <표

4-63>과 같이 육골분, 육분․수지박, 우모분, 도축 및 가금도축부산물, 혈

분, 동물성단백질혼합사료, 동물성유지 등이 있다.

표 4-63.  배합사료용 축산바이오매스 제조업체 현황

종류 시설 (개소) 생산능력 (톤/일)

육골분  4  52.0

육분․수지박 26 267.1

우모분  8  59.0

도축 및 가금도축 부산물 14 108.0

혈분  7  35.1

동물성단백질 혼합사료  6  29.5

기타 동물성단백질 혼합사료  9  25.7

동물성 유지 42 578.5

자료 : 한국단미사료협회. 2006.

3.2.3. 가축 분뇨 처리시설 및 지원현황

농림부는 축산농가 중 허가․신고대상 등 법적규제농가에 대하여 가축 

분뇨 처리시설 설치지원 및 자원화시설 설치․운  사업비를 1991년부터 

2003년까지 9,645억원 지원하 다. 축산농가 58천 호에 퇴․액비시설 및 

정화처리시설, 기계 장비 등을 지원(보조 30%, 융자 70%)하 으며 경종농

가에게는 액비이용 확대를 위해 액비저장조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463개소(처리용량 약 585천톤), 95억원 지원하 다. 또한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액비유통을 위한 축분비료 유통센터를 2003년 말 기준 35개소에 

27억원 지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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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4.  연도별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실적

(단위 : 개소, 억원)

구분
96년
까지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사업량 53,567 5,546 4,662 4,686 2,430 1,597 1,700 1,904

지원액  4,520 1,238 1,273  865  561  362  411  412

자료 : 농림부. 2004.

가. 가축분뇨 액비화시설

농림부는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에서의 액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액비저장조에 대한 지원을 실시 중에 있다. 

가축 분뇨 액비화시설에 대한 지원 조건은 총 사업비의 80%가 보조(국

고 30%, 지방비 50%)이며 자부담이 20%이다. 지원 단가는 액비저장조 

200톤 규모에 1,700만원이다. 현재까지의 지원실적은 2001년도에 339기

(41억원), 2002년도에 442기(22억원), 2003년도에 682기(32억원) 및 2004

년도에 800기(41억원)로써 총 1,463개소에 95억원이 지원되었다.

표 4-65.  연도별 액비저장조 보유현황

(단위 : 천톤)

시도별 계 2001 2002 2003

계 1,463 339 442 682

인천 5 - 1 4

경기 182 64 46 72

강원 209 60 53 96

충북 72 28 21 23

충남 182 33 41 108

전북 383 61 130 192

전남 94 27 36 31

경북 128 25 55 48

경남 143 20 45 78

제주 65 21 14 30

자료: 농림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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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1년부터 보조 80%(국비 60%, 지방비 20%) 및 융자 20%의 지

원 기준으로 친환경농업지구(가족농단지)조성사업 지구내 액비시설에도 

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91기에 약 8.6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한 지역 특화사업, 쌀 생산대책실적 가산금으로도 가축 분뇨 액비화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환경부는 신고미만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

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을 지원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

치․운 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1991년부터 총사업비 4,833억원(국고․지방양여금 3,552

억원)으로 전국 75개 시군에 지원하고 있다. 국가에서 설치비의 50~80% 

(2004년까지는 지방양여금에서 광역시 60%지원, 시군 80%지원이었으나 

2005년부터는 국고에서 광역시 개선사업 50%, 시군은 재정능력지수에 따

라 70~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 다. 그러나 가동률이 62%로 저조

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규제미만 농가의 축산폐수 유입부진 등의 문

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표 4-66.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 현황(2003년 12월기준)

구분 계 운 중 설치중 비고

시설수 75 41 34 - 95년까지 

  국고보조

- 98년 이후

  양여금지원

- 05년부터

  국고보조로

  재전환

시설용량(㎥/일) 12,690 9,745 2,945

재원
(억원)

계 4,833 3,225 1,608

국고․양여금 3,552 2,279 1,273

지방비 기타 1,281 946 335

처리
방법

단독 26 18 8

연계 47 23 24

자원화 2 - 2

자료 : 환경부. 2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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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센터

가축분뇨 퇴비유통센터는 축산과 경종농가를 연계하여 축분 퇴․액비

의 판매를 알선하고 축분 퇴비의 생산, 수요, 가격 등의 유통정보를 제공하

여 가축분뇨의 수급을 관리함으로써 경종농가 및 양축농가가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 및 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 다.

가축분뇨 퇴비유통센터에 대한 농림부의 지원은 1999년부터 시작되어 

24개소(축협 9개소, 단위농협 15개소)가 지원을 받고 있으며 농협퇴비제조

장 70개도 유통센터에 포함되어 운 되고 있다. 특히 농림부는 액비이용확

대를 위하여 2003년부터 “가축분뇨 퇴․액비유통센터”를 지원 중이다. 사

업 대상자는 지역 농․축협 및 대한양돈협회 시․군지부로 제한되며 지원

비율은 보조 80%(국비 40%, 지방비 40%) 및 자부담 20%로 구성되어 있

다. 현재까지 액비유통센터 지원 현황은 총 35개소에 지원하고 있다.

표 4-67.  액비유통센터 설치 및 지원현황(2003)

지역

개소수

설치지역
계

축협
(a)

농협
(b)

양돈협
(c)

계 35 7 2 26

인천 1 1 - - 강화(a)

경기 5 2 - 3 고양, 파주(a), 이천, 여주, 연천(c)

강원 1 - - 1 원주(c)

충북 1 - 1 - 제천(b)

충남 7 3 - 4
천안, 논산, 당진(a), 연기, 청양, 홍성, 

예산(c)

전북 8 - - 8
정읍, 군산, 임실, 완주, 부안, 김제, 순창, 

고창(c)

전남 1 - - 1 광(c)

경북 5 1 1 3 군위(a), 경주(b), 포항, 주, 천(c)

경남 6 - - 6 진주, 의령, 함안, 합천, 거창(c)

자료 : 축산연구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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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축분퇴비공장

가축분뇨 등을 이용하여 부산물비료를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는 비료

관리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 비료생산업체는 1994년 334개소에서 2003년 

1,197개소로 10년간 3.6배 증가하 다. 이 가운데 부산물비료 생산업체수

는 1994년 109개소에서 2003년 809개소로 10년간 8배 증가하 다. 

표 4-68.  연도별 비료생산 산업체 추이

년도 1994 1996 1998 2000 2002 2003

계 개소 334 505 751 858 1,080 1,197

보통비료 

부산물비료

개소

개소

144

190

154

351

257

494

289

569

 356

 724

 388

 809

자료 : 농업과학기술원. 2003.

전국의 부산물비료 생산업체 809개소에서 생산하는 부산물의 종류는 

1,094품목이며 이 가운데 퇴비와 그린퇴비가 713개 품목으로 전체 부산물 

1,094품목의 부산물비료 가운데 62.5%에 해당한다.

표 4-69.  부산물비료 품목별 생산업체수

구분 업체

품목별(개소)

계 퇴비
그린

퇴비

건

계분

부속

톱밥

아미

노산

발효

미생물

제제

부엽

토

건조

축산

폐기물

부속

겨

분뇨

잔사
재

합계 809 1,094 625 88 65 78 101 94 14 10 9 3 7

자료 : 농업과학기술원. 2003.

농업과학기술원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간 총 4,498점의 비료

에 대한 품질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기준미달이 547점으로 전체 검

사점수의 약 12.2%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물 비료의 경우에는 기준미달

점수가 1998년 50점(13.0%)이었으나 2003년 46점(7.3%)으로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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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0.  연도별 비료의 품질검사 결과, 1998~2003

단위 : 점, %

년도

계 보통비료 부산물비료

검사
점수

기준
미달

기준미달
비율

검사
점수

기준
미달

기준미
달비율

검사
점수

기준
미달

기준미달
비율

1998 683  96 14.1 297 46 15.5 386 50 13.0

1999 713 141 19.8 339 65 19.2 374 76 20.3

2000 665  85 12.8 214 27 12.6 451 58 12.9

2001 734  73  9.9 225 36 16.0 509 37  7.3

2002 809  73  9.0 227 32 14.1 582 41  7.0

2003 894  79  8.8 268 33 12.3 626 46  7.3

자료 : 농업과학기술원. 2003.

마. 해양배출

폐기물의 해양배출제도는 국제협약(런던협약)에 의해 국제적으로 규제

되고 있으며 이는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에 근거하고 있다. 해양오염방지

법 제16조에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동법 제

16조 제4항에서는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을 지정된 해역에서 해

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해양 배출되는 폐기물은 유기물 농도가 높아 육지에

서 처리가 곤란하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 비교적 무해한 

폐기물을 대상으로 연안에서 먼 해역에 배출토록 허용하고 있다. 해양배출

은 육상매립, 소각 등에 의한 고비용, 2차 오염 등 육상처리 문제점을 일부 

해소하고 육지 가까운 연안오염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표 4-71.  2003년 폐기물 해양배출량 현황

단위 : 천㎥

계 축산폐수
폐수처리
오니

사업장
폐수

분뇨
하수처리
오니

무기물류 기타

8,874 2,006 1,692 1,660 1,593 1,364 368 191

자료 : 해양수산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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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폐기물의 해양배출 총량은 887만 4천㎥이었으며 폐기물 종류

별로는 축산폐수가 23%에 해당하는 200만6천㎥로 가장 많은 양을 배출하

고 있다.

바. 대체에너지 생산시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양돈분뇨를 이용한 메탄

가스의 발생연구와 기술개발이 이루어졌지만 메탄가스 발생의 기술적인 

문제점과 경제성 문제 때문에 연구가 거의 중단된 실정이다. 

  최근에는 산업자원부에서 국제원유가격상승에 따른 대체에너지개발의 

일환으로 축산폐수를 적용한 대체에너지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ꊱ 이상혐기성 축산폐수 적용을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에너지 이용 

기술 실증

산업자원부(2006)에 의하면 현재 경기도 이천 모전 농단지에 대우건

설과 공동으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에너지 이용 기술의 실증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이며 가축 분뇨 10톤/일(돼

지 800두)을 처리하여 시간당 5kW 발전이 가능한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개발 완료하 으며 현재 시범보급 중에 있다.

총 23억원이 소요되는 연구와 실증사업에 산업자원부가 6억원, 시범보

급에 8억원을 지원하 으며 바이오가스 플랜트에 대한 실증사업완료 및 

시범보급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축산농가에 시범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에 있다.

ꊲ 농가형 축산분뇨 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화 처리공정 실증

산업자원부(2006)에 의하면 충청남도 청양군 여양농장에서 유니슨과 

공동으로 바이오가스화 처리공정 실증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005

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 14억원 가운데 정부가 1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양돈 4,000두를 사육할 때 발생하는 20㎥/일의 돈분을 처

리할 수 있으며 인근 우유공장의 폐우유와 돈분을 같이 발효시켜 바이오가

스 생산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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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축 분뇨 처리 이용사례 분석

3.3.1. 가축 분뇨 퇴․액비화

2006년 8월에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이용실태와 문제점을 조

사하 다. 조사대상은 양돈농가 20호, 한우농가 3호, 양계농가 3호, 도축장 

2개소(양계1개소, 소․돼지1개소)로 총 28호(개소)이다. 조사 내용은 가축 

분뇨 발생량 및 이용실태와 처리상의 문제점을 조사하 다.

가. 양돈

전국의 양돈농가 20호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농가의 평균 사육두수

는 1,360두로써 전국의 평균적인 사육두수로 사료된다. 가축분뇨의 평균발

생량은 연간 2,127톤/호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가운데 59.3%

에 해당하는 1,234톤이 액비화로 처리되며 40.7%인 893톤이 퇴비화로 처

리되고 있다.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자원화비율은 <표 4-73>과 같다. 액비화 비율이 

59%이며 퇴비화 비율이 33%로 총 92%가 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액비화비율이 퇴비화비율보다 높은 이유는 양돈농가에 슬러리돈사가 

보급되면서 배설되는 가축분뇨의 성상이 액상분의 형태로 배설되기 때문

으로 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액비화 방법이 선호되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또한 해양배출 비율은 3%, 정화처리 비율은 5%로 조사되었다. 

사례농가와 농림부와 환경부에서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를 비교하면 사

례농가에서 자원화 비율이 약간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표 4-72.  양돈농가의 일반현황

사육두수
가축 분뇨
발생량

액비 퇴비

처리량(톤) 비율(%) 처리량(톤) 비율(%)

1,360 2,127 1,234 59.3 893 40.7



우리나라의 바이오매스 관련 정책과 과제110

표 4-73.  양돈농가의 가축 분뇨 처리실태

자원화
해양배출 정화처리

액비화 퇴비화

처리량(톤) 864 1,012 150 56

처리비율(%)  59   33   3  5

표 4-74.  양돈농가의 가축 분뇨 이용실태

구분
발생량
(톤)

이용방법(%)

자가 판매 무상 야적 교환 정화 해양

액비 1,234 22 9 52 2 0 10 5

퇴비 893 10 27 34 0 13 16 0

표 4-75.  양돈농가의 가축 분뇨 처리상의 문제점(복수응답)

문제점 응답자수(명) 응답비율(%)

저류조 용량부족 9 16.7

살포경지부족 7 13.0

살포경지가 멀다 2 3.7

노동력이 부족 1 1.9

뒤집기 작업능력부족 2 3.7

부자재 및 수분조절제 부족 0 0.0

시설을 건설할 토지부족 3 5.6

고액의 시설설치비 필요 2 3.7

처리 및 관리의 시간부족 8 14.8

시설유지비 등의 경비가 비싸다 1 1.9

적절한 처리방법이 없다 6 11.1

악취가 심하다 7 13.0

가축 분뇨의 질이 나쁘다 1 1.9

기타 5 9.3

계 54 100.0

가축분뇨의 이용방법은 액비와 퇴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액비의 경

우에는 무상공급이 52%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자가 환원(22%), 정화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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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10%), 판매(9%), 해양배출(5%), 야적(2%)의 순이었다. 퇴비의 경우에는 

무상공급이 34%로 가장 많았지만 다음으로 판매(27%), 위탁(16%), 교환

(13%), 자가 이용(10%)의 순으로 조사되어 상품화(판매와 교환)되는 비율

도 40%로 높은 편이었다.

가축분뇨 처리상의 문제점은 <표 4-75>와 같이 처리시설에서 처리비

용, 유통까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문제점

으로 지적된 사항은 저류조의 시설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처

리 및 관리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과 살포경지 부족, 악취문제, 적절한 

처리방법의 부족이 대체로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타사항으로

는 계절적인 수요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도 5호의 농가가 지

적하고 있다. 

양돈에서는 슬러리돈사가 보급되면서 발생하는 가축분뇨가 슬러리 형

태로 배설되기 때문에 액비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액비는 퇴비와 

비교하여 노동력과 비용이 적게 투입되는 장점이 있지만 고형분(분)과 액

상분(뇨)이 혼합됨으로써 저류조가 대규모로 필요하고 액비화(발효) 과정

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민원발생의 소지가 된다. 또한 액비에 대한 경

종농가의 선호도가 낮아 유기질 자원으로써 판매되는 경우가 낮으며 살포

할 수 있는 경지도 한정된다는 단점이 있다. 더욱이 가축 분뇨에 대한 계

절적 수요는 액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나. 한우

한우농가 3호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의 이용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 다. 

사양형태를 농가별로 살펴보면 A농가는 번식과 비육을 동시에 실시하는 

일괄번식체계이며 B농가와 C농가는 비육농가이다. 한우농가는 양돈농가

와는 달리 가축분뇨의 생산량 전량을 퇴비화로 처리하고 있었다. 부자재로

는 왕겨와 톱밥이 2호의 농가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부숙촉진제나 미생물

제를 사용하는 농가도 2호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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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6.  한우농가의 일반현황

A농가 B농가 C농가

사양형태 일괄번식 비육 비육

가축사양두수 195두 60두 850두

가축 분뇨 발생량 269톤/년 24톤/년 4,327톤/년

부자재
왕겨, 톱밥

(96톤/년)
미사용

톱밥

(1,173톤)

뒤집기 6회이상/년 미실시 미실시

부숙촉진제 및 

미생물제
사용 사용 미사용

가축 분뇨의 이용방법은 자가환원과 교환이 각각 50%씩을 차지하고 있

지만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77.  한우농가의 가축 분뇨 이용실태

자가 환원 판매 교환 야적 소각 기타

A농가 50% 0 50% 0 0 0

B농가 100% 0 0 0 0 0

C농가 0 0 100% 0 0 0

한우농가에 있어서 가축분뇨 이용상의 문제점은 <표 4-78>과 같다. 조

사 대상 농가 3호 모두 노동력부족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설

치비용이나 시설 토지 부족 문제 그리고 뒤집기 작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표 4-78.  한우농가의 가축 분뇨 처리상의 문제점

농가 문제점(복수응답)

A농가 노동력부족, 시설토지부족, 시설설치비가 고액, 악취 심함

B농가 노동력부족, 고액의 시설설치비 필요

C농가 노동력부족, 뒤집기 작업기계 등의 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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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계

양계농가 3호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의 이용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

다. 양계농가의 사양형태는 산란계 농가가 2호, 육계농가가 1호로 조사되

었다. 양계농가는 한우농가와 마찬가지로 가축분뇨의 생산량 전량을 퇴비

화로 처리하고 있었으며 부자재로는 왕겨와 톱밥이 이용되고 있었다. 뒤

집기 작업은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부숙촉진제 및 미생물제도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표 4-79.  양계농가의 일반현황

A농가 B농가 C농가

사양형태 산란계 산란계 육계

가축사양두수 50,000수 30,000수 80,000수

가축분뇨발생량 1,825톤/년 1,095톤/년 1,500톤

부자재 미사용
왕겨, 톱밥

(132톤/년)

왕겨

(1,500톤)

뒤집기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부숙촉진제 및 

미생물제
미사용 미사용 사용

가축분뇨의 이용방법에서는 판매와 교환, 야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양계농가의 가축분뇨 이용실태의 특징으로는 모든 양계농

가에서 자가 환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비록 1호의 농가이지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상품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표 4-80.  양계농가의 가축 분뇨 이용실태

자가 환원 판매 교환 야적 소각 기타

A농가 0 0  70% 30% 0 0

B농가 0 0 100% 0 0 0

C농가 0 100% 0 0 0 0

가축분뇨 처리상의 문제점은 경지부족, 노동력부족, 시설설치비가 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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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계절적 수요로 인한 수급 불균형 문제를 지적

한 농가도 있었다. 

표 4-81.  양계농가의 가축 분뇨 처리상의 문제점

농가 문제점(복수응답)

A농가 살포경지부족, 노동력부족, 고액의 시설설치비

B농가 시설유지비가 높음.

C농가 적절한 처리방법 부족, 수요의 계절성이 존재

라. 도축장

도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 부산물의 발생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2개의 도축장(한우와 돼지 1개소, 닭 1개소)을 대상으로 일반 현황

과 기타부산물의 이용실태를 조사하 다.

표 4-82.  도축장의 일반현황

A업체 B업체

도축두수(1일) 소15두, 돼지 800두 닭 120,000수

부산물
생산량

뼈 ? 3,504톤

내장 ? 5,606톤

혈액 ? 2,102톤

털 520톤 6,307톤

가죽 ? -

분뇨 2445톤 -

주: ?는 파악불 가능, -는 발생이 없거나 미미한 발생량을 의미.

A업체에서는 부산물 가운데 뼈, 내장, 혈액, 가죽의 처리를 외부업체

에 위탁하고 있어 정확한 총량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털과 분뇨는 내부에

서 처리하고 있었다. 털의 발생량은 연간 520톤이며 분뇨는 연간 2,445톤

이 발생하고 있었다. B업체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는 뼈, 내장, 혈액, 털

이 있으며 생산량은 각각 연간 3,504톤, 5,606톤, 2,102톤, 6,307톤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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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별 부산물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A도축장에서는 뼈, 내장, 혈액

이 60% 정도가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40%는 비료 및 사료

로 이용되고 있다. 털은 100%가 소각되고 있으며, 소가죽은 피혁제품원

료로 100%이용되고 있다. 가축분뇨는 85%가 비료자원으로 이용되고 있

지만 15%가 해양배출 되고 있다. B업체에서는 뼈, 내장, 혈액이 식용과 

비료 및 사료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털이 제품원료로 이용되고 있지만 

부산물 처리과정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총량을 파악하기 어려

웠다.

표 4-83.  도축장의 부산물 이용현황

부산물 종류 A업체 B업체

뼈 식용(60%), 비료․사료(40%) 식용, 비료․사료

내장 식용(60%), 비료․사료(40%) 식용, 비료․사료

혈액 식용(60%), 비료․사료(40%) 식용, 비료․사료

털 소각(100%) 제품원료

가죽 피혁(100%) -

분뇨 비료 85%, 해양배출 15% -

도축장에서 부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표 4-84>과 

같다. 2개 시설에서 공통적으로 시설부족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작업 환

경이 열악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도축장에서는 부산물의 이용 및 처리와 관련한 과정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도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시저장소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

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84.  도축장의 부산물 처리상의 문제점

A업체 B업체

애로사항1 부산물 관련 시설이 부족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에 제품

보관창고 미흡

애로사항2 현장내 작업환경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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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가축 분뇨 퇴․액비 유통센터

가. 가축 분뇨 퇴비유통센터

축협의 축분 비료공장은 전국에 7개소가 운 되고 있다. 축분퇴비공장

의 연간 평균생산능력은 17,140톤 규모이며 대부분의 시설이 가축분뇨에 

톱밥이나 왕겨 등을 섞어 발효시킨 후에 퇴비로 판매하고 있으며 군위, 용

인, 양평축협에서는 생석회를 섞어 발효시킨 후에 퇴비를 생산하고 있다. 

2004년 평균적으로 9,382톤이 생산되어 9,149톤이 판매되었으며 수익은 

100만원이었다. 

축분비료공장의 공통적인 운 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지

적할 수 있다. 

첫째, 경 수지의 적자가 가중되고 있다. 축분퇴비공장은 가축분뇨처리 

목적으로 운 됨에 따라 부득이한 고정투자 및 운 비가 증가하여 제조원

가가 높지만 판매는 일반 업체에 맞추어져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퇴비에 

대한 경 수지가 적자이지만 농축협의 경제사업의 일환으로 경 을 지속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후 퇴비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에 경 압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퇴비화 처리시설의 노후화 문제이다. 가축분뇨는 발효과정에서 

유해한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시설이 쉽게 부식된다. 현행 퇴비센터

는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이 많지만 손익이 적자인 상황에서 퇴비시설에 

재투자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행 국고보조 시설비 지

원의 누진제로 인해 추가자금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표 4-85.  축분퇴비공장의 현황

시설수

(개소)

생산능력

(톤)

2004년

생산량(톤)

2004년

판매량(톤)

손익(백만원)

2000 2002 2004

7 17,140 9,382 9,149 ▲17 ▲21 1

주 : 생산능력, 생산량, 판매량, 손익은 7개소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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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부자재가격의 상승문제이다. 가축퇴비의 부자재로는 톱밥과 왕겨

가 이용되지만 퇴비의 질적 측면에서 톱밥이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목재

가격의 상승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부자재 가격이 상승되고 있지만 일

반 업체의 덤핑 및 과당경쟁으로 이를 제품(퇴비)원가에 추가시킬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나. 가축분뇨 액비유통센터

파주시의 공공처리시설이 신고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를 

실시함에 따라 신고농가의 가축분뇨 처리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2003년에 7억 8,650만원을 투자하여 파주시 액비유통센터가 건립되었다. 

액비유통센터의 경 수지는 2005년 총비용이 5억원이며 수입이 3억원으로 

연간 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의 일환으로 지속적

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파주시 액비유통센터를 이용하는 농가는 축산농

가 28농가와 경종농가 50농가이다.

파주시 액비유통센터의 운 은 센터가 축산농가에게 액비처리를 의뢰

받아 가축분뇨 수거와 운송, 액비화, 살포까지를 위탁 처리하고 있다. 축산

농가의 수수료는 2005년까지 7,000원/톤이었지만 2006년부터 15,000원/톤

으로 인상되었다. 이 비용은 해양투기가 20,000원/톤 이상임을 고려할 때 

저렴한 편이다. 한편 경종농가의 비용부담은 액비저장소설치비 1,700만원

/200톤(80%보조, 20%자부담)이지만 액비저장조 임대료 100만원/200톤과 

액비 무상살포, 친환경 쌀의 판매장소를 제공 받고 있다. 

표 4-86.  파주시 액비유통센터의 역할분담

축산농가 액비유통센터 경종농가

편익 ･ 가축분뇨 안정적 처리 ･ 농가지도사업

･ 쌀 판매장소획득

･ 저장조 임차료

  (1백만원/1년)

역할

･ 비용부담

  (15,000원/1톤)

･ 살포장소계약

･ 수거,운반,발효,살포

･ 토양성분위탁

･ 농기계구입

･ 저장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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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에 유입되는 축산폐수의 수거는 민간위탁으로 수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처리시설의 운 도 일부 민간위탁으로 수행하

고 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의 연간운 비는 인건비가 전체비용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전력비, 약품비, 시설보수 및 슬러지 

처리비의 순이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문제점은 수거체계상의 문제와 시설운 의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수거체계상의 문제점으로는 축산폐수의 반입량확

보가 곤란하다는 점과 수거비 및 처리비 징수의 적정성이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 의 문제점으로는 축산의 고농도 분

뇨가 유입됨으로써 시설의 과부하가 발생하고 또한 시설이 쉽게 부숙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2003년 기준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슬러지는 연간 

약 8만여 톤으로 대부분이 폐기물 재활용업자 및 비료생산업자를 거쳐 처

리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부숙시설을 거치지 않고 농가에 공급됨으로써 부

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표 4-87.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운 비 비율
단위: %

계 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슬러지처리비 시설보수비 기타

100 32.6 16.2 18.3 8.0 8.7 16.2

자료 : 환경부. 2004b.

3.3.3. 대체에너지 생산 시설에 의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가. 해외사례36

ꊱ 독일

독일에서는 1990년대에 400개소의 농가형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설치되

36 해외사례는 2005년 10월 16~23일(독일)과 2006년 7월 24~29일(일본)의 해외출

장결과를 정리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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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2004년에는 7,000호에 달하는 농가에서 바이오가스화 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분뇨 처리 및 비료생산, 전기 및 열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다. 

독일 전역에 농가형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증가하는 이유는 첫째, 1993

년 재생 가능 에너지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었으며 2004년 8월 1일에는 바

이오가스에 의해 생산된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kw당 17.5cent로 판매가 가

능해짐에 따라 농가의 부수입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농가에서 작물

을 재배하여 투입할 경우 전기요금을 20cent/kw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물을 재배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의 원료로 이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

고 있다.

① Freising의 Martin Barth 농가

Martin Barth 농가의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1981년에 설치되었으며 바

이오가스화 시설로는 최초의 형태이다. 처음에는 양축업에서 발생된 가축 

분뇨를 원료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 으며 현재에는 작물을 재배하여 함

께 투입하고 또한 인근 식당 등으로부터 유래된 기름성분의 음식쓰레기를 

투입하여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처리 규모를 증가시키기 위하

여 3년 전부터 시설을 보강하여 왔으며 이 시설들은 지하에 매설된 콘크리

트 구조물이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로는 발효조(300㎥ 용량의 원형 콘크리트 발효조), 

교반기(수직이동형 잠수 모터 사용), 발전기(37kwh 용량, 10% diesel 혼소

방식, 트랙터 엔진 개조)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설치비의 25%를 주정부

에서 지원받았다.

시설운 은 마을의 음식쓰레기를 수집하여 혐기발효 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음식쓰레기 처리비용에 의한 수입이 가장 많았다(20유로/㎥). 음식

쓰레기는 지역 66호 농가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수거업체를 통해 수집되며 

(2㎥/day) 도축장에서 유입되는 기름덩어리 및 고형물(짚)과 함께 혼합되어 

발효조에 투입한다.

이곳에서는 37kwh 용량의 10% diesel 혼소 방식의 발전기를 1일 23시

간 가동하여 연간 약 330,000kw의 전기를 생산하고 10.23cent/kw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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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발효 후 수집된 액비는 액비 저장조에 모아 두었다가 Martin씨 

소유의 자가 농지 35ha에 전량 살포하고 있다.

이 농가에서는 kw당 18.2cent의 가격으로 전기를 사서 사용하고 있으나 

음식물 쓰레기 수거비용에 의한 수입과 Martin씨 소유의 토지 35ha 가운데 

6ha에 옥수수와 나머지 면적에 사탕무를 재배하고 있어 현재의 수입이 과

거 양축업에 전념할 때 보다 높다. 시설 설치 후 7년 정도 운 하여 투자

비를 회수하 다.

② Freising의 Josef Pellmeyer 농가

Josef Pellmeyer씨는 현재 독일 바이오가스 협회의 회장으로 이 농가의 

바이오가스 시설 역시 초기에 건설된 형태이다. 가축단위 150두 규모의 소

를 사육하고 있으며 옥수수 및 보리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이다. 발효조

의 투입재료로는 가축 분뇨, 음식쓰레기, 기름덩어리, 채소, 사일리지, 비행

장 주변의 풀을 사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이 부업이었

지만 현재는 전업으로 전환한 농가이다.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로는 발효재료를 교반하고 혼합하는 전처리조

(100㎥), 발효조(900㎥와 700㎥의 원형콘크리트), 발전기(190kw 및 330kw

의 바이오가스 전소엔진과 160kw diesel 10% 혼소엔진)가 있다.

시설의 운  현황은 발효재료(가축분뇨 9,000㎥/year, 기름덩어리 1,000

㎥/year, 음식쓰레기 6,000㎥/year, 식물 2,000㎥/year)를 발효시킨 후에 수

집된 액비는 저장하 다가 연간 ha당 20㎥씩 4회 살포하 으며 일부 액비

는 ㎥당 3.5유로로 판매하고 있다. 액비의 운송비용이 약 4.0유로로써 액비

를 판매하는 측면에서는 손해이지만 음식물 쓰레기 수거비용으로 ㎥당 20

유로를 받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이익이다. 

이곳에서는 약 6,000㎥/일의 바이오가스가 발생하며 24시간 발전기를 

가동하여 12,000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③ Steinkirche의 Shulmeyer 농가

소규모의 전업농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혐기발효 재료로 축분과 



우리나라의 바이오매스 관련 정책과 과제 121

농가 자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료로 투입하고 있다.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로는 발효조(1차 발효조 450㎥, 2차 발효조 300

㎥), 발전기(Schorch 40.0 kw), 액비저장조(330㎥), 가스저장조(발효조 위에 

가스포집포)가 있다.

시설의 운 은 착유우 50마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와 농가의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40kwh 용량의 

발전기를 가동시켜 kw당 0.16유로에 판매한다. 발효 후 생산된 액비는 저

장 후에 농가 소유의 자가 농지 65ha에 살포한다.

④ 양돈농가의 바이오가스화 시설 

돼지 500~600두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와 사일리지를 

혼합하여 발효재료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1,000㎥ 용량의 발효조(직경 

16m, 높이 5m) 2기를 사용하여 2단으로 운 하고 있다. 발전기 엔진은 

300kw 용량을 사용하고 있다.

⑤ 독일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시사점

독일의 경우 가축 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가스와 발전)의 이용 등

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가축 분뇨를 처리

하는 기존의 시스템에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활용한 전기발생

이라는 기술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독일의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시사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축분뇨를 이용한 대체에너지의 생산을 위하여 독일에서는 30

여 년간 꾸준히 기술개발에 전념해 왔다는 점이며 지금도 기술개발에 심

혈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 현장 적용에 대한 꾸준한 간접적 지원(설비지

원 25%, 전기료지원)을 통하여 산업기술의 발전과 축적을 돕고 있다. 셋

째, 바이오매스 자체에 대한 직접 지원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회피

하기 위하여 전기료를 보전해 주고 장기계약을 해주는 간접적인 지원방법

을 통한 바이오매스의 개발과 사용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넷째, 바이오에

너지 생산 과정에서 축산농가는 가축분뇨의 순환적 처리 가능, 전기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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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소득획득,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따른 소득확보 등의 이득을 실현

하고 있다.

ꊲ 일본

이 연구에서는 일본 미야자키현의 계분소각발전사업((株)南國興産)을 

사례로 바이오에너지 이용사례를 정리한다. 미야자키현 축산업은 착실하게 

발전하여 농업 조생산액의 50%를 차지하고 브로일러 사양수수는 전국 2

위의 규모이다. 특히 양계산업이 번성한 지역으로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부산물인 계분은 지금까지 발효퇴비화 등의 1차 처리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료자원으로서의 한계에 접근하고 있다. 또한 최근 환경

의식이 높아지면서 축분처리에 대한 법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러한 가축배설물의 적정처리 및 유효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야자키현

에서는 계분을 대량으로 소각하고 이때 발생하는 열을 전기로 회수함과 더

불어 소각재를 비료원료로 이용함으로써 지구환경을 배려한 발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미야자키현의 계분소각시설인 (株)南國興産의 현황과 특징

을 소개한다.

① (株)南國興産의 개요

(株)南國興産은 농축산분야에 대한 공헌을 통하여 지역농업과 사회발전

에 공헌한다는 경 이념으로 창업한지 30년이 경과하 다. 자본금 9000만

엔, 종업원 180명, 매출고 약 60억엔/1년 규모의 기업이다.

(株)南國興産은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축산부산물 및 폐기물을 독자적인 

처리기술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의 주요사업 내용

은 ①사료제조 및 판매, ②사료용유지의 제조 및 판매, ③식용유지의 제조 

및 판매, ④피육가공, ⑤비료제조 및 판매, ⑥애완용사료의 제조 및 판매, 

⑦축산배설물 처리 등이다.

(株)南國興産은 가축의 뼈나 내장 등의 미이용 부분을 열처리하여 기름

과 단백질로 분해하고 이를 다시 이용하여 사료를 제조하고 있다. 또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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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사업의 원료인 가축내장이나 뼈 등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지역

에서 처리가 곤란한 계분을 대신 처리함으로써 지역과의 연대를 도모하고 

있다.

② (株)南國興産의 계분소각발전사업

계분보일러시설의 개요는 <표 4-88>과 같다. 연간 100,619톤의 계분을 

처리할 목적이며 총사업비는 약 22억 5천만원(국고보조 10억 6,870만 1천

엔, 현보조 3억 5,623만 2천 엔)이 투자되었다.

보일러에서 얻은 전력은 보일러 및 주변기기와 렌타링부분에 이용하고 

있다. 렌타링 부분은 야간에 조업하고 있으며 발전도 24시간 이루어지고 

있지만 잉여전력은 전력회사에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가격은 5엔/kw

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매전수입이 높지 않다.

표 4-88.  계분보일러시설의 개요

사업명 축산진흥종합대책사업

사업비
- 22억 4,529만 4천 엔

  (국고보조 10억 6,870만 1천 엔, 현보조 3억 5,623만 2천 엔)  

목적

- 가축배설물 관리의 적정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계분을 에너지로 이용하고 더불어 발생하는 

  소각재를 비료로 유효하게 이용한다.

수익호수
- 宮崎 내 양계농가 232호(11,914,000수)

  (브로일러 8,841,000수(203호), 채란계 3,073,000수(29호))

처리계획
- 계분 100,619톤/1년

  (브로일러 82,495톤, 채란계 18,124톤)  

소각재의 발생량 - 10,664톤(비료로 판매)

시설개요

① 보일러 및 부대설비(증기발생량 41톤/1시간)

② 증기터빈발전설비(발전출력 1500KW)

③ 유도발전설비(발전전력 460KW)

④ 보일러 건축공사(연면적 1,623㎡)

⑤ 造粒설비(造粒능력 6톤/1시간)

⑥ 소각재 창고(600㎡×2동)

⑦ 포크리프트(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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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분을 소각하여 얻은 소각재는 계분 원료량의 10%정도인 연간 10,664

톤이 발생한다. 소각재는 조립(造粒)시설을 이용하여 직경 3㎜ 정도로 조

립(造粒)한 후에 화학비료의 원료로 이용하고 있다. 소각재의 성분은 인산 

25%, 칼리 17%, 고토(苦土) 7%, 석재 27% 정도이다.

계분소각사업의 사업수지는 <표 4-89>과 같다. 사업수입으로는 소각재판

매, 전기요금수입, 중유보일러 절감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입은 약 4억 8천

만 엔이며 이 가운데 소각재의 판매수입이 전체 수입의 50%인 2억 6,660엔이

고 다음으로 전기요금도 32%인 1억 3,826만원이다. 지출은 총지출비용을 파

악할 수 없지만 연료비가 가장 높은 비율인 24%이며 감가상각비가 21% 다. 

그림 4-9.  계분보일러 개념도

계 분
1 0 만 톤 /년

보 일 러 시 설
증 기 발 생 량
4 1 톤 /시 간

보 일 러
주 변 기 기

제 조 공 장

증 기 터 빈 발 전 설 비
발 전 출 력 1 5 0 0 K W

유 도 발 전 설 비
출 력 4 6 0 K W

구 동 분 3 3 0 K W
잉 여 분 1 3 0 K W

증 기 1 3 .5 톤 /시 간

전 력 5 5 0 K W

계 분 1 3 톤 /시 간

압 력 1 .6 7 M P a

증 기 2 7 .3 톤 /시 간

증 기 0 .2 톤 /시 간

증 기 1 4 .4 톤 /시 간

전 력 9 5 0 K W 전 력 1 3 0 K W

압 력 0 .7 8 M P a

증 기 2 0 .5 톤 /시 간

계 분
1 0 만 톤 /년

보 일 러 시 설
증 기 발 생 량
4 1 톤 /시 간

보 일 러
주 변 기 기

제 조 공 장

증 기 터 빈 발 전 설 비
발 전 출 력 1 5 0 0 K W

유 도 발 전 설 비
출 력 4 6 0 K W

구 동 분 3 3 0 K W
잉 여 분 1 3 0 K W

증 기 1 3 .5 톤 /시 간

전 력 5 5 0 K W

계 분 1 3 톤 /시 간

압 력 1 .6 7 M P a

증 기 2 7 .3 톤 /시 간

증 기 0 .2 톤 /시 간

증 기 1 4 .4 톤 /시 간

전 력 9 5 0 K W 전 력 1 3 0 K W

압 력 0 .7 8 M P a

증 기 2 0 .5 톤 /시 간

표 4-89.  계분보일러시설의 사업수지

사업수입 사업지출

항목 금액(엔) 비율(%) 항목 비율(%)

소각재 266,600,000 50
연료비

(보일러중유․계분)
24

전기요금
(판매분, 절전분)

138,259,000 32 규슈 전력기본요금 12

중유보일러 절감분
중유대금

 77,065,000 18 인건비 12

수선비 13

재造粒비 18

기타(감가상각비) 21

자료: (株)南國興産의 내부자료



우리나라의 바이오매스 관련 정책과 과제 125

③ 계분공급농가

계분공급농가로는 채란계 농가와 브로일러농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

의 농가가 계분보일러사업을 이용한 전후의 경  변화에 대하여 설명한다. 

채란계농가의 총 사육수수는 10만 수이며 일당 10톤의 계분을 처리하고 있다. 

표 4-90.  채란계농가의 계분보일러시설 이용실태

(株)南國興産 반입 전 (株)南國興産 반입 후

계분처리량 10톤/일 10톤/일(토일제외)

처리시설․기계 벨트, 2톤 트럭 벨트

처리방법 계사건조 → 비료 계사건조 → (株)南國興産

비용 불명 운반 : 2엔/kg, 연소 : 1엔/kg

반입 전후에서 가장 변화된 부분은 비용부담과 처리방법이다. 반입 이

전에는 몇 년간 퇴적한 계분을 비료로 이용하 지만 반입 이후에는 계분의 

질소함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1년 이상은 퇴적하지 않고 있다.

브로일러농가의 총사육수수는 여름이 6만4천 수, 겨울이 8만 수인 농가

이다. 농가에서는 (株)南國興産에 계분을 반입함으로써 축분처리 시설이나 

기계가 줄어 감가상각비의 절약이 이루어졌다. 비용은 반입이전에는 파악

하지 않아 정확한 비용 변화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

표 4-91.  브로일러계농가의 계분보일러시설 이용실태

(株)南國興産 반입 전 (株)南國興産 반입 후

계분처리량 4.2톤/일 10톤/일(토일제외)

처리시설․기계 퇴비사, 트랙터, 펌프, 2톤트럭 트랙터

처리방법
계사 → 퇴비사에서 건조교반→ 
비료

계사건조교반 → (株)南國興産

비용 불명 운반 : 2엔/kg, 연소 : 1엔/kg

계분공급농가의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다음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

째, 2004년에 제정된 「축산폐기물의 야적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야적

이 금지되었지만 (株)南國興産으로 계분을 처리할 수 있다. 둘째,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으며 계분의 운반은 운반업자에 위임하여 운반업자에

게 2엔/kg, (株)南國興産에 계분소각료 1엔/kg을 지불하고 있다. 셋째, 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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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비용은 채란계 농가가 연간 약 800만 엔, 브로일러 농가가 약 150만 

엔 발생하지만 (株)南國興産에 계분처리를 위탁함으로써 자기노력비와 시

설감가상각비를 절약할 수 있다. 

④ 소각재비료의 이용농가

소각재비료를 이용하는 경종농가의 사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농가는 농지가 870a이며 4인이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농가이다. 

소각재 비료의 이용 비율은 전체의 15%로써 모든 농작물에 사용하고 

있다. 소각재비료의 구입방법과 가격은 일반적으로 경제연과 농협을 거쳐 

생산자에게 50엔/kg에 판매되지만 사례농가에서는 (株)南國興産에서 직접 

5엔/kg에 구입하고 있으며 소각재비료 구입량은 연간 20톤이다. 

소각재 비료를 사용함으로써 생산량의 판로․수량변화는 특별히 없지

만 빛깔이 좋고 쉽게 부패되지 않아 작물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좋

아졌다고 한다.

⑤ 계분소각발전사업의 효과

계분소각발전사업의 효과로는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계분의 대량소각에 의한 감량화(약 1/10 이하)와 소각재비료에 의

한 자원순환, 둘째 환경 부하의 절감(냄새, 토양․지하수에의 향), 셋째 

개별 농가의 설비투자를 경감함으로써 축산업의 안정적 성장, 넷째 계분의 

소각열에 의한 발전으로 석유․석탄 등과 같은 발전용 연료사용을 감소하

여 지구 온난화방지에 공헌하고 있다.

나. 국내사례

ꊱ 경기도 성환 축산시험장(코오롱건설)

2002년에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가축분뇨처리 및 바이오가스 이용 

기술’을 충남 성환에 설치하 다. 현재에는 관리상의 문제로 가동 중단 상

태에 있지만 농촌진흥청(2002)에 의하면 소화조 용량이 200m3이며 1일 

10m
3
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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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축산시험장의 바이오에너지 이용시스템

IBES : Integrated Biogas Energy System

혐기성 소화부

소화액 고도처리 Biogas 발전기

새로운 Biogas 이용 시스템 개발 착수

IBES : Integrated Biogas Energy System

혐기성 소화부

소화액 고도처리 Biogas 발전기

새로운 Biogas 이용 시스템 개발 착수

ꊲ 충청남도 홍성군(디에이치엠)

개별 농가 수준의 시설은 충남 홍성군의 농가에 설치한 바이오에너지 

이용시스템이 있다. 이 농가는 양돈 1,500두 규모로 평균적인 규모의 양돈

농가라고 할 수 있다. 조사대상 농가의 특징으로는 음식점 등의 음식물 찌

꺼기를 수거하여 음식물 사료로 생산한 후에 이를 자가 배합사료로 이용하

고 있다는 점이다. 자가 배합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에너지

가 필요해짐에 따라 시설비 8,400만원을 공동 투자하여 혐기성소화시설을 

설치․운 하고 있다. 

그림 4-11.  Biogas와 디젤 혼소형 발전기의 바이오에너지 이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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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농가의 생산 공정은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메탄 발효시켜 

메탄가스와 액비를 생산한다. 액비는 주로 자가에서 이용하고 일부 무상으

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메탄가스는 자가 배합사료 생산에 필요한 열에

너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장래 난방에너지로도 이용할 예정이다. 

농가는 메탄발효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초기투자비(8,400만원)가 소요되

었지만 자가 배합사료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또한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다. 국내 대체에너지 생산시설의 문제점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강화와 국제 원유가격의 상승으

로 인하여 대체에너지 생산시설이 새로운 가축분뇨 자원화방법으로 대두

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ꊱ 시설설치비용 과다

혐기성 소화법은 퇴비화와 액비화 방법과 비교하여 초기투자비 및 운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혐기성 소화법의 초기투자비는 신용광 등(2002)에 

의하면 2,000두 규모를 가정할 경우 약 5억원이 필요하며 이는 액비화 시

설의 1억 3천만원과 비교하면 약 3배의 시설투자비용이 필요하다. 운 비

용에서도 3배 정도의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ꊲ 에너지(가스와 전력)생산시설의 생산기술 부족

혐기성 소화시설과 관련하여 선진국에서는 집약형과 개별형으로 구분

되어 이미 실용화된 시설들도 많이 존재하지만 국내에서는 시험단계에 있

는 실정으로 실용화단계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ꊳ 잔유물의 처리곤란

혐기성 소화법으로 바이오가스를 회수할 수 있지만 잔유물(찌꺼기)은 여전

히 적정히 처리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특히 액비처리가 곤란한 지역이나 농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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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잔유물의 발생량 자체를 감량화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ꊴ 대체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미비

혐기성소화법이란 슬러리를 혐기성으로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회수하

고 남은 슬러리를 액비화하는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바이오매스 처리방식

으로 잘 사용하면 열과 전기를 만들 수 있으며 또한 전기 생산 과정에서 

양질의 비료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투자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를 개별농가가 도입하기 어려우며 또한 발생되는 열과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곳도 많지 않다.

에너지 선진국에서는 RPS법과 같은 지원 제도하에서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세제혜택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도 많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도입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3.4. 가축 분뇨 이용상의 문제점

가.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부처의 분산

가축분뇨의 처리 및 이용과 관련해서는 농림부와 환경부 그리고 산업자

원부가 관여하고 있다. 농림부는 주로 가축분뇨의 자원화(퇴비와, 액비화, 

퇴․액비유통센터)와 관련한 제도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축산

폐수공공처리시설과 같은 정화처리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산

업자원부는 최근에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축분뇨 자원화와 관련한 관련 부처가 농림부, 환경부, 산자부로 

다원화되어 있어 관련법의 입법체계와 운용면에서 중복되거나 회피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나.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부족과 노후화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은 직접 농가소득으로 연계되지 않는 전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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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외부불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축분뇨 처리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기 

어렵다. 또한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현저하게 낮다는 단점이 

있다. 

현실적으로 농가단계에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노천야적, 

무단방류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지만 발생･처리 과정에서의 악취발생으

로 인해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공처리시설과 퇴․액비유

통센터에서는 고농도의 혼합분뇨가 유입되어 시설이 조기 부식됨으로써 

시설가동률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 축분비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축분비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세 가지 측면에서 기인하고 

있다. 첫째, 경종농가의 노동력 부족과 축분비료에 대한 신뢰도 부족으로 

인하여 유기질비료에 대한 경종농가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현행 비료관

리법상 부산물 퇴비업체는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누구나 등록할 수 있어 관련시설을 적절히 관리하기 어렵다. 또

한 부산물 비료의 경우에는 기준미달건수는 1998년 50점(13.0%)에서 2003

년 46점(7.3%)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경종농가에서의 불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둘째,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공장형 축분비료에 대한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친환경농가에서 축분비료의 사용을 기피하고 있으

며 축분비료는 유기농업자재에도 포함되지 않아 정부지원도 없는 실정이

다. 셋째, 가축분뇨는 연중 발생하는데 비하여 수요는 봄이나 가을 등에 편

중되는 계절적 수요가 존재한다. 계절적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중 

발생하는 축분비료의 저장이나 유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라. 국제적인 환경 규제의 강화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대부분이 현재 유기물 제거가 목적으로 퇴비화와 

액비화처리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처리 과정에서 메탄 등이 대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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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 변화협약으로 

인하여 메탄가스 등의 규제가 우리나라에서도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2012년 이후에는 해양배출이 금지되면서 가축분뇨 처리의 약 4%에 해

당하는 200만6천㎥의 축산폐수처리가 더욱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3.4. 축산바이오매스 이용활성화를 위한 과제

이 절에서는 SWOT(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Threats)분석

을 이용하여 축산 바이오매스를 둘러싼 내외부적 환경 변화를 분석하 다. 

SWOT분석은 내외부적 환경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내

부와 외부적 여건을 동시에 판단할 수 있고 강점･약점･기회･위협요인 등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축산바이오매스 이용상의 SWOT

분석을 통해 축산 바이오매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 다.

표 4-92.  축산 바이오매스 이용상의 SWOT 분석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대체에너지에 관한 관심 증가

￮ 기후 변화협약에 의한 환경규제강화

￮ 화석연료 의존도 상존 

￮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처리곤란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자원(비료와 에너지)으로 활용가능

￮ 비료 자원화 시장의 불균형

￮ 자원화시설의 노후화 및 수익성 악화 

￮ 대체에너지 이용 기술의 부족

￮ 관련 부처의 이원화

3.4.1. 가축분뇨 관련 부처의 일원화 

가축분뇨 관련 부처의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5

년 6월에는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하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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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는 기존의 오분법 가운데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으

로 통합하고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을 제정함으로써 가축분뇨를 보다 체계적인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농림

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입법함으로써 가축분뇨 관리정책의 연계성을 강

화하고자 의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축 

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축분뇨 문제는 지역별, 계절별 축분비료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

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료자원으로서의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대체에너지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와의 업무일원화도 차후

에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농림부, 환경부, 산업자원부의 공

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3.4.2. 노후화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개선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축산농가

가 가축분뇨 처리에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충남 홍

성의 사례에서와 같이 경 내부에서의 범위의 경제(양돈생산과 자가 배합

사료)를 유도하거나 지역 내에서 축산과 시설농가 등을 연결시킴으로써 가

축 분뇨에 의한 에너지 자원생산을 유도하여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처리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가축분뇨 처리시설 보조금의 국고 누진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함으로써 개

별이나 공동처리시설 등의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자금지원을 확대할 필

요가 있다. 

3.4.3. 축분비료의 수요확대 

축분비료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종농가의 불신을 해소하고 해

당 축분비료의 정확한 정보를 경종농가에게 제공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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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첫째, 이해 당사자(축산농가, 경종농가, 유통업체 등)의 의

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

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축분비료와 관련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관리함으

로써 축분비료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공개한 사례도 축분비료에 대한 

경종농가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부산물 퇴비업체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거나 불량 축분비료 유통

근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경종농가의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금후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시 일정한 인증과정을 거

친 축분비료의 사용을 인정함으로써 축분비료의 수요를 확대할 필요가 있

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축분비료의 부숙도 판단기준을 조기에 마련할 필

요가 있다. 

3.4.4. 바이오에너지 개발을 위한 동기부여  

국제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됨으로써 가축분뇨 문제는 축산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선결과제가 되었다.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로 인하여 가축 

분뇨 처리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의 자원화뿐만 아니라 대체에너지에 필요한 경제적․제도적인 지

원이 필요하다. 

해외의 바이오매스 선진국에서는 바이오매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 방침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 세제우선조치, RPS제도 

등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EU에서는 농업정책

과 환경정책을 연계하여 직접지불제도 등의 방법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세제우선조치 등의 구체적인 지원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전기사

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RPS법)를 제정하여 

전기사업자는 판매전력량의 일정 비율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구입할 의

무가 있으며 전력판매금액은 전기사업자와 공급자가 협의에 의해 결정하

게 함으로써 바이오에너지로 발전된 전기사용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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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초기 단계의 바이오에너지 산업이 조속히 정착되기 위

해서는 바이오에너지 개발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는 제도적․경제적 지원

정책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4.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활성화 과제

4.1. 산림 바이오매스의 종류와 이용 방법

4.1.1. 산림 바이오매스의 종류

산림 바이오매스(forest derived biomass)는 숲에서 유래하는 바이오매스 

전체를 일컬으며, 수목뿐만 아니라 조릿대, 대나무, 하층식물 등도 포함한다. 

이 가운데 자원가치가 낮고 숲의 지력유지를 위해 숲에 방치하는 것이 바람

직한 잎, 잔가지 등을 제외하고 자원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목질계 바이

오매스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한다. 목질 바이오매스(woody biomass)는 산

림 바이오매스 가운데 목질부분을 가리키며, 바이오매스 연구 분야에서는 

목재를 기원으로 하는 바이오매스의 총칭으로 사용한다. 목질 바이오매스는 

수목 그 자체 외에도 원목, 제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등의 목질보드류, 

칩 등의 제품, 임지잔재, 제재공장에서 배출되는 수피와 톱밥, 죽데기 등 가

공폐목재, 건물의 신축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목재, 목질계의 물

류폐잔재 등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통 바이오매스 연구는 널리 

활용되어 오던 제품류는 제외하고 기존에 폐기물로 간주되어 온 부분에 관

심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림 바이오매스의 종류는 <표 4-93>과 같다.

이 연구는 농업 분야의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와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목질 바이오매스는 제외하고 숲 가꾸기 과정

에서 발생하는 임지잔재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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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3.  산림 바이오매스의 종류 

종  류 내   용

임지잔재

주벌이나 숲 가꾸기 등 산림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며 반출되지 않고 

벌채지내에 방치된 잔재를 말한다. 여기에는 말구직경 7㎝이상으로 

공업원료로 이용될 수 있는 목재도 있으며, 직경 6㎝이하의 어린나

무, 가지, 초두부 등 미활용되고 버려지는 것도 있다. 

표고폐골목
표고버섯 재배에 사용되는 골목은 보통 3∼5년이 지나면 폐기되는데 

이는 접종량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도시가로수 도시가로수의 전정 가지

가공폐목재

제재, 합판, 칩, 보드류, 펄프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1차 

가공폐목재와 가구, 악기, 건재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2

차 가공폐목재로 분류할 수 있다. 목재편, 톱밥, 수피 등이 발생한다.

건설폐목재
건물을 신축 또는 해체할 때 버려지는 목재와 토목공사에서 폐기되는 

목재를 말한다.

생활폐목재
가정에서 폐기하여 시․군․구에서 수집하는 대형폐기물 중의 폐목

재를 말하며 폐가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물류폐목재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보관, 운반,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이용된 

목재가 일정 기간 사용된 후 수명이 다하여 폐기된 목재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팔레트, 포장상자, 전선드럼, 철도침목, 전주 등의 폐목재

를 말한다.  

흑  액
화학펄프제조 공정에서 목재섬유의 셀룰로오스를 추출하기 위해 리

그닌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은색의 유기성 폐액.

4.1.2.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의 형태

가.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변환 기술

목질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변환기술은 크게 직접연소, 열화학적 변환, 

생물화학적 변환으로 분류된다. 

ꊱ 직접연소

대용량의 자동화된 난방시스템에서는 목재 칩이 주로 사용된다. 목재 

칩은 수집된 임산 부산물을 분쇄하여 제조한다. 분쇄 과정에서 소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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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는 2∼5㎾h/t로 잠재 열량의 0.5% 이하이다. 자동화 난방 시스템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적 균일 크기를 유지하는 것과 수분 함량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분 함량에 따라 발열량이 크게 달라지므

로 저장방법도 중요하다. 목재 칩은 가공이 단순한 반면에 함수율이 높고 

불균일하며 양이 많아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그러한 단점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목질 펠릿(wood pellet)이 주목받고 

있다. 목질 펠릿은 톱밥이나 목피 및 폐목재를 균일하게 파쇄하고 압축하

여 성형한 것이다. 펠릿의 길이는 10~20mm, 직경은 6~15mm로 하며 최대 

25mm까지도 가능하며, 가정용으로는 6mm 정도가 적합하다. 목질 펠릿은 

최소 발열량이 약 4,000~5,000㎉/kg이며, 함수율 8~13%, 무게 650kg/㎥, 

등유 1㎥=펠릿 2.1t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모양과 함수율이 일정하여 자

동 운전기기에 적합하고 도가 높기 때문에 수송에도 적합하며 건조된 것

은 장기간 저장할 수도 있다. 단점으로는 습기에 약하고, 성형 과정에 에너

지가 소비되며, 연소 후에 재가 남기 때문에 그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유럽에서는 펠릿을 사용하는 난로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난방에서

도 펠릿의 사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역난방이 가능하지 않은 독립주택에서

는 지하실에 소형 펠릿 보일러를 설치하여 온수난방 하는 경우도 있다. 목질 

펠릿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상의 균형을 확보해야 하고 품질표준화가 필

요하고 석유와 동등한 수준의 안정적인공급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ꊲ 열화학적 변환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변환을 위한 열화학적 방법에는 가스화(Gasification), 

열분해(Pyrolysis) 등이 있다. 열화학적 방법들은 반응시간이 수초 이내로 짧

아 반응기 단위부피당 처리량이 많고, 공정폐기물 발생량도 매우 적다. 가

스화는 800℃ 이상의 고온에서 바이오매스에 열을 가하여 수소와 일산화

탄소 등으로 구성된 혼합가스를 생산하는 기술로서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

를 자체적으로 얻기 위하여 산소나 공기를 첨가한 부분 산화반응이 이용되

기도 한다. 열분해 기술은 공기나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외부에서 공급되

는 열에 의하여 바이오매스의 유기물을 액상이나 가스, 목탄으로 전환하는 



우리나라의 바이오매스 관련 정책과 과제 137

기술이다. 가스화에서는 생성물질이 대부분 가스인 반면, 열분해에서는 기

상, 액상, 고상의 3가지 물질이 모두 생성된다. 이처럼 에너지 변환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에너지로서의 편리성을 높이는 각종 기술이 개발되어 앞으

로 실용화가 기대된다.

표 4-94.  목질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 기술의 개요와 과제

구  분 기술의 개요 현재 기술수준

연소

직접연소

▪제재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단재 등을 직접연
소하여 열을 이용한다. 발전하는 경우는 보일
러 증기터어빈 장치가 일반적이다. 외연기관
의 실증도입도 시도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이 10∼20% 정도로 낮
은 것이 많음.

혼  소
▪석탄 화력발전소 등에서 석탄과 목질칩 등 목
질 바이오매스를 혼합연소하는 기술

▪전력의 안정 공급확보와 발전효율
의 저하 억제가 과제

고형연료화
▪펠릿은 톱밥과 수피를 가압하여 성형고체화
시킨 것. 펠릿 생산은 증가 추세.

▪펠릿의 수요창출방안이 필요

열화
학적 
변환

가
스
화

용융가스화
▪400∼600℃로 열분해가스화를 행하고 가열성
가스를 발생시키고 소각탄을 1300℃이상의 
고온에서 용융 처리하는 기술

▪에너지 효율의 향상을 추진함과 동
시에 타르의 분해촉진 등이 중요

부분산화
가스화

▪부분산화에 의한 생성가스를 제조. 열이용, 
발전 외 메탄올 합성도 기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소규모 시스템
에 대한 적용기술 개발

저온유동층
가스화

▪600℃정도로 가스화하는 기술로, 가스를 이
용하여 발전과 열이용을 행함.

▪타르의 생성이 문제

초임계수
가스화

▪초임계수에서 가수분해를 일으켜 효율적으로 
가스화하는 기술

▪효율의 개선과 고온고압조건이므로 
에너지 회수가 과제

액
화

급속
열분해

▪500∼600℃에 급속히 가열하여 열분해시켜 
유상생성물을 얻는 기술

▪수송용 연료로 전환하기 위해 생산
비용절감이 과제

슬러리
연료화

▪고온고압의 열수로 개질하고, 탄화시켜 분쇄
후 물과 섞어 슬러리화한다. 목초액상성분을 
부산물로 생성함. 

▪효율적 제조와 부산물의 용도개발
이 과제

탄화
▪혼소기술의 실용화를 지향함. 최근에는 토양
개량, 수질 정화 등 원료이용도 증가.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에스테르화
▪폐식용유 등을 메탄올과 반응시켜 디젤연료
로 하는 기술

▪목질 바이오매스에 대해서는 연구
단계

생물
화학
적

메탄
발효

습식
메탄발효

▪가축배설물, 식품폐기물을 혐기성 발효시킨 
것.

▪목질 바이오매스에는 응용하기 어
려움.

건식
메탄발효

▪저수분에서 메탄발효를 행하는 미생물을 이
용하고 있다.

▪목질 바이오매스에의 응용 기술의 
실증을 행하고 있음.

에탄올발효
▪전분, 당계에서는 실용화되고 있는 기술로, 
발효에 의해 에탄올을 만든다.

▪목질바이오매스에서는 셀룰로오스 분
해를 당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자료: 일본에너지학회(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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ꊳ 생물화학적 변환

바이오매스를 미생물로 발효시키거나 혹은 메탄올을 더하여 에스테르

화하는 등의 기술이 있다. 가축배설물 등을 원료로 하여 메탄가스를 생성

하는 메탄발효와 식품폐기물인 폐식용유에서 바이오디젤 연료를 만들어 

내는 에스테르화 등의 기술은 이미 이용되고 있지만 목질 바이오매스에 대

해서는 연구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전분을 원료로 하여 에탄올 발효하여 

액체연료를 제조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이미 실용화되어 있으며 셀룰로오

스계 바이오매스인 목질계 폐재와 미이용재를 당화하여 에탄올 발효하는 

기술개발은 실증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 

목재에서 에탄올을 만드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전분을 주성

분으로 하는 농산물에 비해서 제조공정이 다단계(칩화, 탈리그닌, 당화, 정

제)이며 생산비가 높기 때문에 현실적인 제조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목질계 바이오매스로부터 휘발유 대체연료인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 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양산 공정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직 문제점이 많아 현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요소기술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나.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방법

산림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이용하는 가장 초보적인 형태는 장작과 목

탄이다. 전통적인 임산 에너지 이용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하 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원이

다. 특히 저개발국가에서는 취사용 연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임산 에너지의 이용 형태는 열, 발전, 동력이 있다. 열을 이용하는 경우

는 전통적인 장작과 탄의 이용 외에도 목재칩, 펠릿 등 다루기 쉽도록 개

발한 형태가 있다. 이들을 연소하여 증기, 온수, 온풍 등 열로 변환시켜 최

종적으로 난방과 급탕에 이용한다. 

개별적 이용 외에 지역난방으로 이용하는 형태도 있다. 산림 바이오매

스를 연료로 사용하여 보일러에서 증기(온수)를 집중적으로 생산하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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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에 효율적으로 열을 공급하는 것이다. 지역난방 시스템은 북유럽에서 

발달하 는데 일부 기술적인 문제와 정부지원이 보장되면 단기간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난방의 연료는 임목 폐기물과 벌목재로 가공

한 목재칩이 사용된다. 

바이오매스 발전시스템에는 바이오매스 증기 터어빈 발전과 바이오매

스 가스화 발전이 있다. 바이오매스 자원을 태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보일러로 증기를 발생시켜 증기터빈을 구동시켜 발전하는 방식으로 화력

발전소의 석유를 바이오매스로 바꾸는 방식이다. 그리고 바이오매스 가스

화 발전은 바이오매스에서 가연성의 가스를 만들어 가스엔진으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다. 바이오매스 가스화 발전은 소규모에서도 효율이 높아 자

본비용이 낮은 바이오매스 발전으로 주목된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면 목질

계 바이오매스를 단순 연소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효율이 낮아 경제성

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 

그림 4-12.  목질 바이오매스의 연료이용형태와 이용방법 

목질연료형
태

에너지변환방식 이용장치 이용형태

석유와 동시
이용가능

난 방
급 탕

냉 방

발 전

자동차

가스화․엔진
장치

보일러․증기
터어빈 장치

스털링엔진

땔감 스토브
펠릿 스토브

증기 보일러
온수 보일러

흡수식냉동기

액화

연료

가스화

(전통적 가공)
땔감
탄화

(성형연료화)
펠릿
톱밥탄

(파쇄․치핑)
톱밥
칩

자료: 大場龍夫(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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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효율이 높은 가스화에 의한 열병합 발전기술이 필

요하다. 가동 중인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바이오매스와 석탄을 혼합 연소

(co-firing)하는 것은 바이오매스 소비량이 많아 대체 에너지 보급 효과가 

크다. 이러한 바이오매스의 다량소비는 바이오매스의 조달가능성에 따라 

공정의 적용 여부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바이오매스의 

수집비용이 높은 곳에서는 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높은 비용 때문에 개발단계에 있지만 액체연료화가 가능해

지면 석유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등의 수송기관에도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

게 된다. 

이들 연료 형태는 지역의 전통과 생활관습, 산업발전의 방향, 지역개발

구상 등 그 지역의 특성을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4.1.3.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의 효과

가. 임업 및 산촌진흥에 기여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은 다른 화석연료와 달리 재생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바이오매스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산림

의 생산조건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가 필요하다.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은 안정적인 연료 확보를 위한 산림자원 조성과 

숲 가꾸기 사업, 목재의 수확․운반, 에너지 생산을 위하여 농․산촌 지역

에서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임업과 산촌지역 진흥에 기여할 것이

다. 프랑스 환경․에너지청(ADEME)은 목재 에너지 부문에서 약 2만여 개

의 일자리가 있으며, 1000toe의 목재에 5개의 일자리가 있음을 제시하

다. 스웨덴에서 목재 에너지의 수확과 생산은 임산업과 농업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목재에너지 부분의 고용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어렵지만 

1000toe당 3.5개의 일자리를 추산한다. 독일 환경부는 바이오매스 전체에 

약 30,000개의 일자리가 있다고 추산한다. 

이처럼 산림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확대하는 것은 임업 및 목재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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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임업․임산업의 발달과 구조개선을 동시에 고려

해야 한다.

나. 국토 보전에 기여

우리나라의 산림은 Ⅲ, Ⅳ 급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간벌 등 숲 가

꾸기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간벌재의 활용도가 낮아 숲 가꾸

기 작업이 충실히 행해지지 못하 다. 그뿐만 아니라 숲 가꾸기 작업의 산

물들이 숲에 방치되어 산불이나 홍수와 같은 대형 재해의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하 다.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은 숲 가꾸기 산물의 활용도를 높여 숲 

가꾸기 사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미래의 산림자원을 더욱 충

실히 가꾸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숲에 방치되는 폐잔재를 제거하여 산

불이나 홍수 등 대형재해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 농․산촌 지역 복지에 기여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농․산촌 지역 주민에게 지역에서 발생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시스템을 공급하는 것은 농․산촌 지역 복지

향상에도 기여한다. 유가의 상승은 저소득층에게 높은 부담을 주기 때문이

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림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은 농․산촌 지역 복지 향상에도 바람직하다.

라. 에너지 자급도 향상

산림 바이오매스는 국내 가용 자원량이 풍부하여 에너지 자급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림 바이오매스는 국토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원의 해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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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도를 낮출 수 있다. 

이와 함께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개발은 에너지 수입의존도 증가에 

따른 위험성과 취약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

지원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큰 충격

을 받아 왔다. 바이오매스 에너지에 대한 활용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이러

한 외부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장치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마. 지구 온난화방지에 기여

바이오매스는 원료를 변환하여 에너지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지 않는 친환경적인 연료이다. 실제로 바이오매스를 

연소시킬 경우 이산화탄소는 분명히 배출되지만,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탄

소는 원래 대기 중에 있던 것을 광합성 작용으로 흡수한 양과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 총량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 바이오매스 에너

지는 이처럼 탄소중립적(carbon-neutral) 특성을 가진 에너지로 국제사회에

서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은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하게 되므로 그만큼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바. 환경친화적 에너지원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 시스템보다 환경성의 목적 달성

에도 유리하다.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앞으로 화석연료의 대량소비나 

원자력 의존이 어려워질 경우 대체에너지로 거론되는 태양열, 풍력, 지열 

등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 바이오매스의 연소 과정은 화석연료와 비교해서 중금속과 아황산

화물, 질소산화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환경 부담이 적은 청정에너지

라 할 수 있다. 또한 목질 에너지는 산성비 오염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산림 바이오매스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재가 발생하지만 이는 

목재 무게의 1% 이하에 불과하며 이를 비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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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5.  연료별 환경효과 비교

난방유 천연가스 전기난방 목재칩

이산화탄소 방출량(g/KWH) 350 295 875 30

일산화탄소 방출량(g/KWH) 0.2 0.18 0.21 1.6

이산화황 방출량(g/KWH) 0.55 0.02 0.58 0.23

자료: CARMEN

사.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이론적으로는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석유화학 제품을 모두 생산할 수 

있으므로 기술 수준이 향상된다면 바이오매스 산업은 일상생활과 산업전

반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바이오매스를 구성하는 탄수화

물은 석유를 구성하는 탄화수소와 마찬가지로 이론적으로는 화학, 생물공

학 기술을 응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거의 모든 화학제품을 만들 수 

있다. 다만 탄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값싸게 공급되는 석유화학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성에서 뒤지고 있을 뿐이다. 최근에는 미국의 카길사

가 네브래스카주에 바이오 리파이너리(Biorefinery)를 건설하여 옥수수를 

원료로 Lactic acid를 포함한 수개의 화학제품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인 

Polylactic Acid를 생산하기 시작하 다. 

아. 순환형 사회 구축

지금까지는 유한한 자원에서 대량으로 상품을 생산하고 대량으로 소비, 

폐기하는 일방통행의 사회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여 폐기물

의 발생을 억제하고, 유한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순환형사회로 이

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순환형사회의 구축을 위해 재생 

가능한 자원인 바이오매스의 역할이 중요하다. 바이오매스의 종합적인 활

용을 통해 순환형사회의 구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 바이오매스를 퇴비, 목탄, 목초액 등으로 사용할 경우 축사의 분뇨

정화,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의 감소 등으로 유기농업을 가능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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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의 생명력을 살리고 수질을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농경지 멀칭제, 도

로포장제, 황폐지 녹화재 등 친환경 자재 등으로 개발할 경우 자연과 친화

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4.2.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실태와 문제점

4.2.1. 산림 바이오매스 자원의 부존 및 발생량 추정

가. 산림 바이오매스의 부존량과 생산잠재력

우리나라 산림은 조선시대 말의 임정 공백과 일제시대의 임목자원 수

탈, 한국전쟁, 사회 혼란기를 거치면서 크게 황폐해졌으나 1970년대부터 

지속적인 조림과 사방사업, 산림보호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오늘

날과 같은 숲으로 회복되었다. 숲이 성숙함에 따라 임목축적도 크게 증가

하 는데 우리나라 임목축적은 2004년 말 현재 4억8,906만㎥이고, 단위면

적당 임목축적량은 76.4㎥/㏊로 30년 전인 1974년(15.4㎥/㏊)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하 다<표 4-96>.  

표 4-96.  우리나라의 급별 산림면적과 축적(2004년)

단위:  ㏊, 천㎥

Ⅰ Ⅱ Ⅲ Ⅳ Ⅴ Ⅵ 죽림지 계

면
적

시업지 321,507 813,717 1,959,296 1,383,778 382,495 90,414 5,264 5,068,579

제한지 45,904 150,112 500,171 423,998 131,130 43,707 836 1,331,722

계
367,411

(5.7%)

963,829

(15.1%)

2,459,467

(38.4%)

1,807,776

(28.2%)

513,625

(8.0%)

134,121

(2.1%)

6,100

(0.1%)

6,400,301

축
적

시업지 - 35,772 126,667 150,293 55,073 16,846 - 384,651

제한지 - 6,466 30,652 43,005 16,782 7,505 - 104,411

계
- 42,238

(8.6%)

157,319

(32.2%)

193,298

(39.5%)

71,855

(14.7%)

24,351

(5.0%)

- 489,061

자료: 산림청. 2005. 임업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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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축적은 산에 있는 나무의 뿌리와 가지를 제외한 줄기의 부피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실제 건축재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의 

총부피를 말한다. 특정한 나무나 숲이 광합성을 통해 생장함에 따라 입

목축적이 증가하지만 입목생장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인자들은 보통 

길이로 나타내므로 이를 부피로 환산하여 임목축적으로 표시한다. 그리

고 축적은 보통 줄기를 대상으로 하지만 바이오매스는 줄기뿐만 아니라 

가지, 잎, 뿌리 등도 구성요소로 포함하며 축적과는 달리 전건중량으로 

표시한다. 

우리나라 산림의 유형별 임목축적에 전건비중, 지상부 확장계수, 뿌리/

지상부 현존량 등을 곱하여 구한 2004년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바이

오매스는 5억 519만 톤으로 추산되었다<표 4-97>. 

우리나라의 산림은 Ⅲ 급을 지나서 Ⅳ 급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소경재 간벌시대가 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숲의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고 산림자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벌과 가치기기 등 숲 

가꾸기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주요 수종의 급

별 표준임목재적은 <표 4-98>과 같다. 이를 기초로 30%의 간벌률을 적

용하면 표준재적이 가장 낮은 중부소나무의 경우에도 Ⅲ 급에서 26㎥

/ha 이상의 간벌재가 생산되고 Ⅳ 급에서는 42㎥/ha의 간벌재를 생산할 

수 있다. 

표 4-97.  산림의 유형별 바이오매스 부존량(2004) 

산림유형

줄기재적
(천㎥)

전건비중
(톤/㎥)

줄기바이오
매스(천톤)

지상부
확장계수

뿌리/지상부
현존량

전체바이오
매스(천톤)

A B C=A×B D E F=C×D×E

침엽수림 209,303 0.47  98,372 1.29 1.28 162,433

활엽수림 132,858 0.80 106,286 1.22 1.41 182,834

혼 효 림 146,900 0.64 94,016 1.26 1.35 159,921

전 체 489,061 298,674 505,188

자료: 산림청. 2005. 임업통계연보.

임업연구원. 1994. 우리나라산 주요 목재의 성질과 용도

김갑덕 등. 1988. 국내 산림바이오매스 생산에 관한 연구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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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8.  주요 수종의 급별 ha당 임목재적과 직경 

단위: ㎥, ㎝

수종

급  

강원소나무
(10)

리기다
(10)

잣나무
(14)

낙엽송
(14)

중부소나무
(10)

상수리
(16)

재적 직경 재적 직경 재적 직경 재적 직경 재적 직경 재적 직경

Ⅱ 급 77.8 4.1 83.6 6.3 61.0 4.6 87.0 6.5 31.9 4.2 43.1 6.5

Ⅲ 급 183.2 10.0 157.8 10.0 144.8 9.6 169.0 10.6 86.9 8.3 89.7 8.6

Ⅳ 급 231.3 15.5 238.3 13.0 206.0 12.9 230.8 13.5 139.4 11.4 134.0 10.2

 주1: (  )의 수치는 지위지수 

 주2: 재적은 주부림목 합계이며, 직경은 숲 가꾸기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림목의 평균 

흉고직경임. 

자료: 임분수확표 

우리나라 산림의 전국 시업지 가운데 Ⅱ, Ⅲ, Ⅳ 급 4,156,791ha를 대

상으로 10년 주기의 숲 가꾸기를 실시한다면 연간 숲 가꾸기 대상면적은 

약 41만6천ha가 된다. 숲 가꾸기 과정에서 ha당 약 30㎥의 간벌재를 생산

하다고 가정하면 발생하는 산물은 연간 1,247만㎥에 이른다. 숲 가꾸기 사

업의 대상이 되는 부림목(副林木)의 평균 흉고직경을 보면 10㎝ 내외의 소

경재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숲 가꾸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경 간벌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앞으로 산림관리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나. 산림잔재의 발생 현황

산림잔재는 주벌이나 육림 등 각종 산림사업에서 발생하여 산지에 버려

지는 말목(末木), 가지, 근주(根株) 등 숲에서 반출되지 않는 미이용 잔재를 

말한다. 산림잔재가 발생하는 산림사업에는 숲 가꾸기 사업, 일반 육림 사

업, 목재벌채 사업 등이 있다.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에는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풀베기, 천연림 보육, 기타 사업 등이 있지만 자원으로

서 이용 가능한 산림 바이오매스를 생산하는 사업은 간벌과 천연림 보육이

다. 

<표 4-99>은 산림잔재가 발생하는 산림사업의 추진 실적을 나타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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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거보다 숲 가꾸기 사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

라의 숲이 Ⅲ 급에서 Ⅳ 급으로 이동 과정에 있으므로 숲 가꾸기 사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므로 이 사업은 앞으로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 바이오매스 자원에는 관목, 어린나

무, 수간부, 지엽부, 수피, 피해목, 고사목, 불량목, 자투리나무 등이 있으

며, 수종에 따라 이들 각각은 다양하게 이용된다. 잣나무, 소나무, 편백 등

의 잎과 가지는 향료용으로 이용되며, 그리고 거의 모든 수종의 잎과 잔가

지는 사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작은 줄기(말구직경 12㎝이하)와 가지는 칩

이나 톱밥으로 가공하여 토양개량용이나 가축사의 깔개, 퇴비 등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며, 소경재(직경 7~15㎝)는 조경재, 갱목, 펄프용, 연료재, 보드

류, 축사 정화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중경재는(직경 16~30㎝) 제재소를 

거쳐 수간부는 건축자재로, 수피는 연료용으로, 피죽은 펄프 또는 축사정

화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먼저, 목재벌채 허가사업에서 발생하는 산림잔재를 추정하기 위해 벌채

허가재적에 (1-조재율)/조재율을 곱하여 산출하 다. 조재율은 주벌, 수종

갱신, 기타를 벌기령 40년생 기준으로 0.85를, 간벌은 20년생을 기준으로 

0.6을 적용하 다.(오민  외, 1987)

표 4-99.  산림 잔재가 발생하는 산림사업 실적

단위: ha

숲 가꾸기 사업 임목벌채허가실적

간벌
천연림
보육

주벌 간벌
수종
갱신

피해목 기타
용재생산
(천㎥)

1998 37,276 27,296 7,300 20,813 5,945 - 10,800 1,428

1999 54,177 52,588 10,173 26,031 7,200 - 10,685 1,694

2000 51,740 52,055 9,271 24,029 6,907 3,109  7,774 1,592

2001 44,392 44,605 9,296 23,734 8,532 2,403  6,486 1,533

2002 56,186 61,656 8,263 26,312 6,106 3,362  4,875 1,605

2003 68,432 103,312 7,754 25,721 6,292 1,892  6,324 1,740

2004 68,349 110,838 8,864 21,646 6,591 3,044  5,929 2,037

자료: 임업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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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5.  산림사업 후 방치되는 산림잔재

  

산림잔재는 대부분 숲 가꾸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

목벌채사업에서도 주벌이나 수종갱신보다는 간벌사업에서 산림잔재가 다

수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숲 가꾸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목재들은 활

용가치가 매우 낮아 산림잔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민단체에서 수

행한 숲 가꾸기 사업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조사된 결과를 보아도 숲 가꾸

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산물의 대부분은 흉고직경 8~18㎝의 소경재이고, ha

당 약 32.9㎥의 숲 가꾸기 산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 수치를 연간 숲 가꾸

기 사업면적에 곱하여 숲 가꾸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산림잔재의 발생량을 

추정하 다. 여기에서 일부 수집하여 활용되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

장에 버려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 산림은 정상적으로 관리할 경우 매년 약 1,000만㎥ 

이상의 산림 바이오매스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연간 약 700만㎥의 산림 바이오매스를 생산하고 있다. 이를 에너지로 환산

하면 연 1,417,500 TOE로 평가할 수 있는데,37 이는 2004년도 석유 소비량

의 1.4%에 해당한다. 

37 입목재적 × 전건비중(0.45 dry ton/㎥) × 에너지 환산계수(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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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0.  시민단체의 숲 가꾸기 사업 모니터링 결과

조사지역 주요수종 임령 경급 수고
ha당 입목축적 ha당 간벌량 간벌률

(%)본수 재적 본수 재적

월 연하리 소나무 30 16 9  1,945  208.78 561 30.41 14.6

월 판운리 낙엽송, 신갈 22 14 9  1,510  174.06 506  37.68 21.6

인제 어론리 낙엽송 27 16 20  1,067  169.56 477  45.97 27.1

인제 상남리 소나무, 참나무류 40 24 16  1,605  269.23 635  45.84 17.0

가평 봉수리 잣나무 25 20 12  3,750  257.20 1,825  80.81 31.4

가평 봉수리 소나무, 신갈 21 12 7  3,950  194.61 1,833  64.67 33.2

안성 산하리 참나무류, 아까시 33 18 13  1,391  107.33 233  19.83 18.5

안성 지문리 리기다, 참나무류 33 18 14  1,175  151.30 275  40.69 26.9

김해 대감리 소나무, 편백, 상수리 32 12 10  2,380  152.44 560  24.58 16.1

진주 승산리 잣나무 등 26 10 9  2,375  138.24 400  23.28 16.8

진주 청담리 아까시, 굴참 20 9 8  1,951  73.37 571  23.39 31.9

함양 죽산리 소나무, 참나무류 35 14 8  1,735  140.34 524  20.90 14.9

함양 마산리 소나무, 상수리 25 16 9  1,845  149.03 518  36.82 24.7

성주 성원리 소나무, 참나무류 25 14 8  2,033  145.29 745  34.42 23.7

성주 성산리 소나무, 아까시 25 6 8  2,765  135.27 1,290  35.94 26.6

천 월곡리 리기다 30 12 9  1,692  50.44 467 6.96 13.8

천 월곡리 소나무 30 12 9  2,419  95.44 950  20.76 21.7

장흥 신리 해송, 기타 28 10 7  1,712  60.17 603  11.60 19.3

함평 우치리 소나무, 리기다 27 12 10  1,597  124.93 553  24.55 19.7

함평 우치리 소나무, 리기다 30 16 11  1,568  212.20 562  45.65 21.5

화순 쌍봉리 소나무, 상수리 25 16 9  1,933  155.08 524  23.71 15.3

장수 오산리 소나무, 리기다 32 14 11  1,784  145.33 650  30.72 21.1

장수 학선리 낙엽송, 소나무, 신갈 25 12 10  2,056  98.13 778  22.60 23.0

천안 석교리 소나무, 참나무류 30 16 13  1,275  141.42 451  29.83 21.1

홍성 형산리 소나무, 참나무류 30 14 11  2,161  182.00 864  45.00 24.7

충주 종민동 소나무, 참나무류 25 14 11  1,413  177.67 352  24.74 13.9

충주 종민동 낙엽송 40 14 13  1,270  172.40 490  36.84 21.4

평  균 28.6 14.2 10.5 1,939 151.16 674 32.90 21.5

자료: 생명의숲국민운동(2005)

정상적인 숲 가꾸기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2배 정도의 숲 가꾸기 사업이 

실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정부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에 따라 숲 가꾸기 

사업량은 점차 확대될 것이며 그에 따라 산림 바이오매스의 생산량도 증가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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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1.  산림잔재 발생량 추정

단위: 천㎥

계 숲가꾸기사업
임목벌채

주벌 간벌 수종갱신

1998 2,776 2,260 41.01 441.70 33.40

1999 4,376 3,737 56.22 543.51 39.79

2000 4,221 3,633 50.98 499.17 37.98

2001 3,691 3,115 49.85 480.79 45.75

2002 4,783 4,124 47.84 575.53 35.35

2003 6,723 6,011 49.62 621.81 40.26

2004 7,030 6,272 69.16 638.00 51.42

4.2.2.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실태

가. 현행 산림잔재 수집 시스템

국내의 산림잔재 수집은 간벌, 주벌 등 벌채형태 및 인력, 기계 등 작업

형태와 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임업 기계화가 크게 지연되

어 주로 인력작업에 의존하고 있다. 경사지 30°이상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벌목작업은 기계톱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데 집재는 대부분 인력과 소형

윈치, 굴착기 등 소형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단목집재(재장 4m 이하) 방

법을 사용하고 있다. 경사도 25% 미만의 완경사지는 농업용 트랙터를 이

용한 집재, 25~60%의 중경사지는 집재로를 이용한 집재, 경사도 60%이상

의 급경사지는 가선집재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

라는 가선집재 방법이 국유림 일부를 제외하고는 널리 적용되고 있지 않으

며 4륜 구동의 트럭을 이용하기 위해 급경사지에 무리하게 작업로를 개설

하여 임지훼손 문제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산림잔재 수집 시스템을 목재 생산

방법과 관련하여 구분하면 전목생산에 의한 방법, 전간재 생산에 의한 방

법, 단목생산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전목생산 방법은 임분내에서 벌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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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스키더, 타워야더 등으로 전목집재를 한 뒤 임도변에서 가지 자르기, 통

나무 자르기를 한 다음 잔재를 수집하는 작업 형태로 소요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전간재 생산 방법은 숲에서 벌도와 가지자르기만을 실시하고 벌

도목을 임업용 트랙터, 스키더, 타워야더 등을 이용하여 임도변까지 집재

하여 그곳에서 원목생산을 한 다음 잔재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노동생산성

을 높일 수 있다. 단목생산 방법은 임분내에서 벌도, 가지자르기, 통나무 

자르기 등 전체적인 조재작업을 실시한 다음 잔재를 수집하여 임도변이나 

토장까지 운반․집재하는 방법으로 주로 인력작업에 의존한다. 

현재는 단목생산에 의한 산림잔재 수집 시스템이 대부분이고 전간재나 

전목생산에 의한 방법은 일부 국유림이나 또는 기계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제시되고 있을 뿐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와 같이 인력 위

주의 단목생산에 의한 집재의 경우 잔재를 수집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는 

수집비용이 벌채 등 생산비를 훨씬 상회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산림작업 현장에서 소경재는 그대로 폐기되고 있다. 산림잔재를 효율적으

로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간재나 전목생산에 의한 방법을 도입하

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숲 가꾸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집산물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칩이나 톱밥 가공장비를 보조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시

범사업에 불과하고 널리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다. 

나. 산림잔재 수집 및 이용실태

산림잔재 가운데 현재 수집되어 활용하는 것은 숲 가꾸기 사업 일부에 

국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계곡으로부터 계곡부 홍수위 폭 만큼의 거리 

이내지역, 수변부의 만수위와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30m 이내 지역, 또는 

숲 가꾸기 산물이 유입될 수 있는 집수유역 안의 지역, 도로․임도․농경

지․택지로부터 30m 이내 지역 등 수해와 산불 등 산림재해 예상구역에서 

산물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에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은 집재하지 

않고 지면에 최대한 닿도록 처리하여 부식을 촉진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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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되어 이용되는 산림 잔재는 연간 20만㎥ 내외로 파악되며, 수집된 산림 

잔재의 주요 용도는 원목매각, 임산연료 등이다. 

특히 일반 육림사업이나 목재벌채허가사업의 경우 전적으로 인력에 의

한 벌채에 의존하고 있어 산림잔재가 거의 수집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잔재의 이용 실태 조사 결과 말구직경이 7~15cm 이하의 잔재는 톱밥, 

칩 등으로 일부 활용되나 직경 6cm 이하의 작은 나무, 간벌재와 주벌재의 

초두목, 가지목 등은 거의 전량 폐기되고 있었다. 

임업연구원(2000)의 조사에 의한 1998년도 산림 잔재의 유통경로는 

<그림 4-13>과 같다. 용도별 유통구성비를 살펴보면, 산지에서 발생하는 

1998년 잔재 발생량은 823천㎥이었고, 표고재배에서 발생하는 폐골목은 

88천㎥로 전체 911천㎥에 달한다. 잔재 발생량 가운데 톱밥으로 22%가 활

용되고 있으며, 화목용으로는 11%, 목탄 및 목초액으로 1%, 조경용이나 

해태목, 인삼지주목으로 26% 정도가 이용되고 있으며 산림 내 버려지는 

물량도 4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톱밥이나 조사료, 지주목으로 

활용되는 부분은 중간수집상을 거쳐 제조업자에게 유통되고 있으나 火木

用은 농가에서 자체 수집하여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2.  최근 3년간 숲 가꾸기 산물 수집 및 활용실적

단위: ㎥ 

’03 ’04 ’05 계

매 각

톱  밥 4,942 1,632 228 6,802

벌도목 1,000 37 350 1,387

원  목 72,049 72,671 81,433 226,153

기  타 4,875 2,134 11,963 18,972

활 용

축산농가지원 4,658 10,448 7,905 23,011

임산연료(주민활용) 90,755 75,084 67,233 233,072

비료(양묘장 등) 14,692 4,105 3,474 22,271

조경용(목구조물 등) 473 632 167 1,272

기  타 17,463 12,501 20,159 50,123

계 210,907 179,244 192,912 583,063

자료: 산림청 내부자료

  주: 2005년도는 잠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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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산림잔재의 유통경로 

  주: (  )안은 산림잔재와 폐골목의 재활용률임. 

자료: 임업연구원(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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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림잔재 수집․활용의 문제점

ꊱ 용도의 미확보

산림 바이오매스 발생의 특징은 ‘얇고, 넓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

한 특징 때문에 숲 가꾸기 사업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소경재 또는 가지 

등을 경제적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많지 않다. 기술적으로는 

소경재를 활용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어 있지만 여기에 공급하기에

는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 일부 지역에서는 톱밥으로 가공하여 지역 축산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마땅한 용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산림작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숲 가꾸기 산

물 수집에 소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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ꊲ 수집비용의 과다

농․산촌의 인력이 부족하고 현행 산림작업이 대체로 인력에 의존하고 

있어 숲 가꾸기 산물의 수집비용이 매우 높다. 인력으로 집재하여 트럭으

로 1차 소비지까지 운반하는 데에 입방당 10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실정이

다<표 4-11>. 수집․운반비용 중에서도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수집비용이 

특히 높다. 이처럼 높은 수집비용은 바이오매스의 활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또한 우리나라 산림의 경사가 급하여 소형 기계장비 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소수 인력으로 무거운 나무토막을 반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

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임내에 상당한 산림 바이오매스가 쌓여있어

도 반출이 어렵고 활용되지 못한다. 일부 국유림에서는 궤도형 케이블 집

재기, 초소형 케이블 집재기, 집재기 등을 개발하여 시험적용하고 있지만 

소면적 사업을 주로 맡고 있는, 산림조합을 비롯하여 민간에는 아직 보급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2003년부터 기존의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일반 육림사업으로 전환

되면서 숲 가꾸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산물의 활용 부분에도 국고보조가 이

루어지고 있다. 이후 산림자원관리가 산림으로부터 생산되는 경제적 산물

을 중심으로 하는 협의의 산림자원관리개념에서 벗어나 건전한 산림생태

계의 종합적 관리체제로 전환하면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

청 훈령 제785호, 2004.2.12)이 마련되어 숲 가꾸기 산물의 처리 지침이 제

도화되었다. 이에 따라 숲 가꾸기 사업후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 즉, 임도, 

마을 등을 중심으로 30m 이내 지역에 한정되어 산물을 수집, 활용할 수 있

도록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적용 범위가 적고 산물활용의 

용도도 톱밥과 칩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표 4-103.  간벌재의 수집․운반 비용 

수  집 운  반

작 업 량 1.5㎥/인 10㎥/트럭

비    용 130,000원/인 120,000원/트럭

단위비용 87,000원/㎥ 12,000원/㎥

자료: 가평군 산림조합 면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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ꊳ 임도 등 기반시설의 부족

숲 가꾸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산물을 반출하는 데는 차량과 기계장비가 

필요하나 민유림에는 임도시설이 부족하여 이를 반출하지 못하고 있다. 차

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곳에는 인근 지역의 주민이 자발적으로 산림 바이오

매스를 수집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차량진입이 어려운 곳에서 인력

으로 산물을 반출하여 활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임내에 방치하고 

있다. 특히 인력작업에 의존하는 현행 수확 및 집재 시스템의 경우 임도나 

운재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으면 작업이 어려워지고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

어 실질적인 산림잔재의 수집․활용은 기대할 수 없다. 

ꊴ 산림작업의 분산

육림과 간벌 등 산림보육작업은 우량재 생산비율을 현격하게 증가시킴

과 동시에 잔존 임분의 생장을 촉진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자원을 갖추는 

데 일조하는 필수적인 작업이다. 

이러한 산림보육작업이 집단적으로 발생할 경우 기계화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생산되는 산림잔재의 수집 및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이들 산림보육작업이 동일 시․군 지역에서도 

소규모로 여러 곳에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있어 산림잔재의 수집 및 활용이 

매우 비효율적이다. 

ꊵ 산주와의 이해관계 문제

우리나라 산림의 소유구조는 세산주가 많고 부재산주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시․군에서는 숲 가꾸기 사업을 계획하면서 산주

동의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산주들은 산림경 에 대한 관

심은 적지만 산림작업에서 발생하는 산물을 반출하는 데는 부정적이어서 

숲 가꾸기 산물의 활용 과정에서 민원발생을 초래한다. 이러한 이유로 담

당 공무원들은 숲 가꾸기 작업을 수행하면서 적극적인 산물 활용에 나서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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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지원 정책

산림청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5.6) 재정지원 가능 사업 항목에 산림바이오매스(산림에서 생산된 목

질 임산물을 말한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난방시설의 설치 사업과 산림 

바이오매스를 수집․유통․가공하는 사업을 포함하 다.38 산림청은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시설에 대하여 연간 4개소 지원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그

러나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정비하 지만 이

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추진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산림잔재의 수집 비용에 대하여 보조하는 제도가 있다. 현재 산림

잔재의 수집은 숲 가꾸기 사업후 재해우려지역을 중심으로 30m 이내에만 

가능하고 산물의 활용용도도 톱밥과 칩에 국한하여 생산 장비 구입을 지원

하고 있다. 숲 가꾸기 산물을 수집, 활용할 수 있도록 ha당 인공림은 

710,571원, 천연림은 556,030원을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보조하고 있다. 산림잔재를 활용하기 위해 톱밥과 칩을 겸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산물활용장비(4,800만원 상당)에 대해 국고 50%, 지방비 50%로 

보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숲 가꾸기 산물 활용에 관심이 높은 곳은 강원도

이다. 강원도는 간벌․천연림 보육 등의 산물 활용을 위해 산촌농가의 나

무보일러 설치를 보조지원하고 있다. 지원 조건은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로서 대당 10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1,500

대 정도를 지원하 다. 지원하는 보일러는 겸용보일러가 300만원 내외이

며 내구연수는 5년 정도인데, 연료는 숲 가꾸기 산물이나 수해가 났을 때

의 원목 등을 활용하고 있다. 

38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재정지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이 경우 산림의 공익

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 정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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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사례

4.3.1. 농․산촌 나무보일러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산촌 지역에서 난방을 위해 나무 보일러를 이

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나무 보일러를 보급하여 산림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데에는 강원도가 적극적이다. 강원도의 적극적인 노력

으로 도내 많은 농가들이 나무보일러 설치를 추진했고 또 희망하고 있다.  

나무 보일러의 이용은 근처 숲에서 버려지는 나무들을 직접 수집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므로 연료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이 때문에 유가상승

으로 부담을 느끼는 농․산촌에서 나무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구가 증가

하고 있다. 

나무보일러를 활용하는 데에도 문제점이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정

적으로 연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산림 바

이오매스를 모두 이용하게 되면 점점 더 먼 곳까지 땔감을 수집하러 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임도 주변에 적재되어 있는 산림잔재는 자신의 차로 직

접 운반할 수 있지만 임내에 방치되어 있는 산림잔재를 개인이 인력으로 

수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농․산촌의 인구가 노령화되어 바이

오매스의 직접 수집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연

료 적재부지 문제이다. 나무보일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연료를 

적재해야 하므로 토지비용이 높은 지역에서는 활용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

점으로 지적된다.

표 4-104.  나무보일러 설치의 경제적 효과(1개월당)

구분 기름보일러(A) 나무보일러(B) 증감(A-B) 비고

연료사용량 유류 400ℓ(2드럼) 나무 2,000kg
-등유 958원/ℓ

-화목 6만원/톤연료비용 383천원 120천원
△263천원

(△69%)

자료 : 강원도청 산림과 내부자료(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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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보일러를 이용하는 농가에 대한 면담 조사에 의하면 나무 보일러를 

설치하는 비용은 100만~300만원으로 다양하며 연료 형태는 주로 장작을 

이용하고 있다. 1년에 사용하는 연료량은 4~5톤이며, 겨울철에는 1개월에 

1~3톤의 땔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일러 설비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 2~3회 정도 땔감을 공급하여야 하고 1주일에 한번정도 재를 치워주

어야 하는 것도 불편함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나무

보일러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 

농․산촌 지역에서 나무 보일러의 보급을 확대하여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 나무 보일러 이용자들이 연료 수집을 위해 접근할 수 있

는 곳까지 산림 바이오매스가 집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는 마을 근

처 또는 유휴지에 부피생장이 빠른 수목을 식재하여 지역 주민의 에너지원

으로 활용하는 에너지 조림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구상으로 산촌개발계획

을 수립할 때 산림자원을 에너지로 이용하는 방안을 반 하여 바이오매스 

타운이 되도록 계획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나무 보일러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일러 

설비의 개선, 바이오매스 에너지 형태를 변환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개발도 필요한 과제이다. 

4.3.2. 열병합발전

㈜케너텍은 간벌재와 각종 개발사업 현장에서 배출되는 임목 폐기물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목질계 바이오 에너지 열병합발전을 운 하는 업체

이다. 이 업체는 현재 서대구 산업단지에서 목질계 바이오 에너지 열병합

발전 시스템을 운 하고 있다. 주로 이용하는 연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

집하는 폐가구와 폐건축자재를 목재칩으로 가공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독

자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자로 등록하여 목질 연료를 확보하고 있다. 도시

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를 처리하면서 비용을 지원받아 수집하며 이를 에너

지로 변환하여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바이오매스 관련 정책과 과제 159

현재 이 업체가 이용하는 연료에는 숲 가꾸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간벌

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업체는 칩으로 가공된 목재를 구입하는 경우는 

23,000원/ 톤에 구입할 계획이며, 40,000원/톤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제성

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숲 가꾸기 사업 부산물을 이용하여 목재칩

을 제조할 경우 공급가격은 대략 10만원이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에너지업체의 지불 의사액과는 대략 6만~7만원의 가격차가 존재한다. 이

처럼 시장기능에만 의존해서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제조된 목재칩의 

공급가격과 지불 의사액 사이의 격차로 인해 시장 형성이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격

격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4.3.3. 폐기목 재활용

제재소에서는 원목을 가공하여 제재목을 생산하며 목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목은 20,000원/톤에 MDF(Medium Density Fiberboard)제조

표 4-105. ㈜케너텍의 목질바이오매스 이용 에너지 사업 개요 

구    분 1단지 2단지 3단지

계약금액(VAT별도) 116억원 119억원 55억원

시
설
개
요

Biomass CHP 보일러 10.7t/h ×1기 10.7t/h ×1기

Biomass Aux 보일러 10.7t/h ×1기 10.7t/h ×1기 10.7t/h ×1기

LNG Aux 보일러 15t/h ×1기 10t/h ×1기 1단지와 공통

Steam Turbine/Generator 750㎾ ×1식 10.7㎾ ×1식 -

환경설비 Multi-Cyclone, 전기 집진기

부대시설
연료공급설비, 회처리설비, 수처리설비, 증기공급배관망, 
증기축열기, 탈기기, 수․배전설비, 자동제어설비, 비상
발전기, 약품주입장치

부지면적 1,272평 1,063평 1단지와 공유

부지구입비(천원) 3,052,800 2,489,760 -

유틸리티공급대상업체 대웅섬유 외 7개 서광산업 외 8개 재구실업 외 3개

Wood Chip 소모량
(100% 운전시)

일간   145톤   145톤    65톤

월간  4,360톤  4,360톤  1,957톤

연간 52,320톤 52,320톤 23,484톤

자료: (주)케너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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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6.  목재 가공업체의 나무 보일러 이용 

H 업체 S 업체

주요 제품 제재목, 합성목 악기

보일러 용량 50톤/h 10톤/h

연소 시스템 직화식 직화식

연  료 sanding dust sanding dust 및 파목

공장에 판매하고 있으며, 톱밥은 2,000원/포로 퇴비생산용으로 판매하고 

있다. 수피 등 기타 부산물은 원예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제재소에서는 보

일러를 열원으로 가동하고 있지 않으며 제재목을 건조하지 않으므로 열에

너지가 거의 필요 없는 실정이다. 

제재목과 합성목 또는 악기 등을 생산하는 임산업체들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재와 sanding dust로 보일러를 가동하여 제재목 건조로 및 온

수를 사용하고 있다. 

4.3.4.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상의 문제점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을 제고하는 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바이오매스의 

수집과 운반에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산림은 다른 나

라와 비교해 볼 때 지형적으로 굴곡이 심하고 경사가 급하여 산림작업이 어

려워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임업의 인프라 시설이라 할 수 있는 

임도가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산림작업의 기계화가 미진하여 산림작업의 많

은 부분을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력으로 수집하여 1차 소비지까

지 운반하는 데에 입방당 10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바이오매스 수집 비용이 높은 것은 산림작업의 인프라가 

되는 임도가 부족한 것에 원인이 있다. 근래에 정부에서 임도확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많은 임도를 개설하기도 하 지만 하절기 산사태

나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 임도 개설을 위한 예산이 상당 부분 축소되고 

남은 예산도 기존 임도의 유지․보수에 많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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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바이오매스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임도와 같은 인프라의 확충, 우리나

라 산림 지형에 적합한 기계화 장비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

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용되는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형태

는 장작이나 칩을 직접 연소하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산림 바이

오매스 이용을 보다 보급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많이 쓰이는 펠릿의 개

발과 이를 사용하는 펠릿 스토브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보다 장기적

인 전망을 가지고 알코올 발효, 가스화 등에 대한 기술 개발 노력이 필요

하다. 

4.4.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활성화를 위한 과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

지 보급을 위해 다양한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있지만 2011년도 신․재생에

너지 보급목표인 5% 달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이오매스 

에너지라고 평가하고 있다(배정환, 2006). 특히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탄소

중립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사용하면 환경보

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산림 바이오매스는 국토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풍부한 산림자원

에서 생산되므로 이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 산림이 성장함에 따

라 숲 가꾸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의 발생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다. 이렇게 증가하는 산림 바이오매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림 지형이 불리하고 임업 인프라의 부족, 기계화 

미진, 높은 인건비 등으로 산림 바이오매스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데에 많

은 장애 요인들이 있다. 이하에서는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의 SWOT 분석

을 통해 이용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 다.  



우리나라의 바이오매스 관련 정책과 과제162

표 4-107.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의 SWOT 분석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기후 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 예상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 바이오매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 숲 가꾸기 사업량 증대 예상

- 한계농지에 대한 임업적 활용 전망

- 화석 연료 의존도 상존

- 농․산촌 지역 인력 부족, 높은 인건비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풍부한 산림자원

- 고급 이용 기술 미확보

- 임업 인프라 부족

- 기계화가 미진하여 수집비용이 높음

4.4.1. 이용 기술의 개발

숲 가꾸기에서 발생하는 산물들은 대개 소경재이므로 목제품으로 활용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를 파쇄하여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

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은 장작형태

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빈번하게 연료를 투입해 주

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으며, 에너지 효율도 낮다. 이를 목재 칩이나 

펠릿 형태로 가공하면 이러한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에

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목질 펠릿은 아직 국내에서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펠릿 보일러의 보급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바이오매스 

이용의 미래기술로서 가스화, 에탄올 발효 등의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

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노력도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표 

4-107>. 

에너지 이용을 위한 중심기술 외에도 주변기술의 개발도 중요하다. 목

질 바이오매스를 수집․운반할 때 우리나라 산지 조건에서 작업할 수 있는 

기계장비의 개발이나 수집한 간벌재의 칩가공 또는 압축성형 등 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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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 이처럼 산림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높이기 위

해서는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우선적인 당면 과제이다. 

4.4.2. 수집비용의 절감을 위한 지원

산림 바이오매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수집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인력에 의존하는 수집 작업을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국내 

현실에 적합한 기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수집 비용 절감을 위한 숲 가꾸기 

작업의 집단화도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다. 숲 가꾸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산물은 많지만 수집인력이 부족하고, 수집비용이 높아 정부보조가 없으면 

수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임도주변에서 발생하는 산물은 수집, 정

리하고 있으나 기타 지역에서는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이

다. 임도 주위에서도 윗부분에서는 수집이 용이하나, 임도 아랫부분에서는 

작업이 어렵다. 

표 4-108.  일본 임야청의 바이오매스 관련 사업 및 예산 

사 업 명 내   용
2007년요구
예산(천엔)

목질 바이오연료
제조기술개발
촉진사업

목질 바이오매스에서 에탄올 제조기술의 개발의 
가속화를 위한 최적의 시스템 설계

30,000

저비용 목질자원
이용 기술
개발사업

미이용 목질자원의 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목
질성분중 미개척 천연자원인 리그닌을 저비용으
로 분리․정제하는 기술 및 그 성분을 이용한 고
도이용 기술의 개발을 실시

95,269

목질 바이오매스
이활용 추진
대책사업

민간기업이 제안하는 지역 모델을 실천하고 목질
바이오매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한 모델의 구축을 
도모. 목질 펠릿의 규격화 추진과 보급활동 실시

91,856

삼림정비 효율화
지원기계
개발사업

일본의 산림조건에 대응한 저비용․효율적인 바
이오매스 수집․운반 시스템 개발. 소형 또는 경
량의 수집․운반기의 개발

173,000

강한 임업․ 
목재산업

만들기 교부금

민간의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지역의 목질 바이오
매스를 에너지와 제품 원료로서 종합적으로 이활
용하도록 시설을 정비

8,125,395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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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가꾸기 산물의 수집은 숲의 건강성 유지, 재해예방 등 시장외적인 

편익을 많이 제공하지만 자발적인 산물의 수집과 활용은 현재 어려운 실정

이다. 이에 산물의 수집․활용에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미국은 2003년에 제정된 ‘Healthy Forests Restoration Act'에서 산불예

방을 목적으로 벌채된 목재를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내무부, 환경부,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운 하는 

Energy Policy Act of 2005에 따라 Woody Biomass Grants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산림복원활동에서 발생하는 소경재와 

가치가 낮은 나무들에 대하여 시장을 창출하고 활용함으로써 산림복원 활

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기금은 지역과 기업, 기타 등이 산림복원활동에

서 발생하는 폐잔재를 상업적인 임산물 또는 에너지 제품으로 변환하는 것

을 지원하는 것이다. 

4.4.3. 제도적 지원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세부적인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수집과 운반, 이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

럽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 실행하고 있다.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이 필요하다. 바이오매스의 공급비용이 매우 높아서 에너지업체의 구입을 

위한 지불 의사액과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정

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전력 부문에 대해 

적용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바이오매스 부분에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전력 및 난방공급회사들로 하여금 일정 수준 이상

의 에너지에 대해서는 바이오매스 에너지업체로부터 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구매하거나 직접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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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는 의무구매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를 도입하는 방

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4.4.4. 산림 인프라 구축

산림을 효과적이고 적극 관리하는데 임도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임도의 연간 조성 길이는 최근 급속히 줄어들어 1995년에 2,022km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119km에 불과하 다. 반면에 임도 도는 꾸준히 늘어나 

1995년 1.46m/㏊ 던 것이 2004년 2.44m/㏊에 이르 지만 아직도 독일

(45m/㏊), 미국(12m/㏊), 일본(5m/㏊) 등 선진 임업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

족한 실정이다. 

임도는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을 높이는 데에 필수적인 인프라이다. 임

도 도가 증가할수록 기계장비의 진입이 가능하여 목재 생산비도 감소하

게 되는데, 산림 바이오매스의 수집․운반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미 임도가 개설되어 있는 곳에서는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산림

잔재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바이오매스 활용의 경제성을 제고하

기 위해서 임도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표 4-109.  임도 도에 따른 목재 생산비 절감효과 

임도 도 3 5 7.5 10 15 20

목재 생산비(원/㎥) 18,713 15,809 14,577 13,750 11,897 10,827

절감효과(%) 100 115.5 122.1 126.1 13645 142.1

  주: 절감효과는 임도 도 3m/㏊를 100% 기준했을 경우의 수치임.

자료: 이기호(2006)

4.4.5. 에너지 작물 조림

산림작업에서 발생하는 폐잔재를 이용하는 것도 필요한 과제이지만 

농․산촌에 발생하는 한계농지에 에너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을 추

진하는 것도 필요한 과제이다. 에너지 조림은 목질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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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변환시설에 연료로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피생장이 빠른 속

성수를 조림하는 것이다. 특히 경쟁력 약화로 농업생산에서 려나는 한계

농지에 식재하면 기계화가 가능하며 시비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

다. 그뿐만 유휴농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한 숲에서 발

생하는 소경재 이상의 나무들에 대해서는 임산업체의 수요도 있으므로 용

도간의 경쟁을 피하기 위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안정적으로 연료를 확보하

기 위해서도 별도의 에너지용 조림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 

조림을 목질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설비를 중심으로 단벌기 임

업을 조직하면 바이오매스 타운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생

장이 큰 인공림의 단기육성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고정

에도 기여하므로 지구환경보전의 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다만 농지의 조림은 산림전환행위로 여겨져 농지전용절차가 필요하고, 

임야는 농지보다 토지 가격이 낮아 농지소유자의 자발적인 조림을 기대하

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에너지 조림에 주로 이용하는 수종은 토지생산성이 높은 억새류(miscanthus), 

버드나무(willow), 포플러(poplar), 유칼리, 아카시아 등이다. 북유럽과 국에서

는 품종 개량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된 버드나무를 이용하여 5년 전후의 주

기로 수확을 반복하는 단벌기 임업(Short Rotation Forestry)을 행하고 있

다. 저비용으로 높은 토지생산성의 에너지 조림을 실현하기 위해 바이오테

크놀로지를 이용하는 품종개량도 필요하다. 한편, 단기간에 벌채․수확을 

반복하면 지력이나 생물 다양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기

술 개발도 필요하다. 

4.4.6. 바이오매스 타운형 산촌개발

산촌은 산림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거주 주민이 적은 지역을 의미하

는데, 산림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산촌개발이 적절한 조건을 갖추

고 있다. 산촌이 가진 자원조건을 활용하여 산촌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산림

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바이오매스 타운형 산촌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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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타운 개발의 기본 구상은 다음과 같다. 열과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이 시설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전력회사에 

판매한다. 전기 생산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열은 지역의 농산물 

건조시설, 원예시설, 주택, 공공시설과 연결하여 열에너지로 공급한다. 지

역 주민은 이 시설에서 사용하는 바이오매스를 생산, 공급하여 추가적인 

소득을 얻는다. 

기본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시범마을을 정하고 사업 추진과정에 면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가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바이오매스 이용

은 지역 실정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역의 특성과 

이용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바이오매스 타

운 사업을 공모하여 지자체에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면 심사하여 선정하

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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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1.1. 정책

우리나라는 대체에너지 사용 비중이 상대적으로－전체의 2.2%－낮다. 그 

가운데에서도 바이오매스 사용 비중은 아주 미미－전체에서 비중 0.06%수준

－하다. 이는 관련 연구비 투자의 저위, 관련 지원제도의 미흡 등으로 나타나

고 있다. 지방보급사업, 공공기관 의무화, 시범사업 등의 제도와 정책적 지원이 

있으나 바이오매스와는 거리가 멀다. 현재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LFG

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대상이 되는 정도이다.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바이오매스의 사용촉진, 이를 이용한 에너지

와 신물질․신제품의 개발은 중요하다. 이런 까닭에 농림부는 유채생산과 

바이오디젤 생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비농업 분야가 관심을 보이지 않

아 사업이 표류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히, 산업자원부는 축산분뇨를 이용

하여 전기를 생산하면 발전차액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하 다.

산업자원부의 「제2차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

계획(2003~2012)」에서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다양한 제도의 도입 가

능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매스에 관련된 부분은 매우 취약하

다. 따라서 바이오매스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려면 부처를 포괄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바이오매스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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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산 부문

농산바이오매스는 수도작, 전작, 과수, 특작 등 농작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산물과 부산물을 이르는 말이다. 이 연구에서는 미곡과 과실의 

부산물, 최근 에너지작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유채를 대상으로 하 다.

농산바이오매스 가운데 미곡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로는 볏짚․왕

겨․미강․쇄미 등이 있고, 과수원에서 잘라 낸 가지는 과실바이오매스에 

해당한다. 이들 농산바이오매스는 원형 또는 가공한 형태로 식용, 사료, 퇴

비, 에너지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볏짚은 퇴비와 조사료로, 왕겨와 미강은 퇴비, 쇄미와 청미는 가축 사

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전정가지는 보통 퇴비나 땔감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소각이나 방치하는 경우도 많다. 유채는 유채씨도 유채유나 바이

오디젤을 생산하고, 유채 줄기는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기도 한다.

미곡바이오매스 중 볏짚은 활용 용도가 다양하여 농산바이오매스 가운

데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왕겨, 미강은 주로 퇴비로 이용되고 있는데, 

퇴비화에 따른 시설투자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과실바이오매스인 전정가지를 파쇄하여 퇴비로 사용하면 효과적이지만 

파쇄물을 수거하기 어려워 소각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유채는 경관을 조성할 목적으로 일부 재배하고 있으나 생산성이 

낮고, 판로 문제 등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드물다. 그리고 유채는 짧은 기간

에 씨를 수확하고 건조해야 하므로 기계화가 필요하다.

1.3. 축산 부문

축산 부문의 바이오매스는 소･돼지･닭 등의 축산물 양축 과정에서 발

생하는 대사 생성물로서 주로 가축분뇨를 지칭하며 기타 도축 과정에서 발

생하는 가죽이나 털 등이 있다.  

축산 부문의 바이오매스 가운데 가축분뇨는 대부분이 자원화－퇴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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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로 쓰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량은 연간 약 5,100만 톤에 상당하며 

에너지 발생량은 36만toe/년이다. 이는 연간 약 1,830억 원의 원유 대체효

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자원화(위탁 포함) 비율이 88.7%, 정화

처리가 7.3%, 해양배출이 4%로 비료자원화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메탄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으로는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가축분뇨 이용상의 문제점은 대략 이러하다.

1) 가축분뇨 관련 부처가 이원화되어 관련법의 입법체계와 운용면에서 

중복되거나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됨으로써 발생･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악취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공공처리시설과 퇴․액비

유통센터에서도 가동률이 낮다. 

3) 축분비료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 상태이므로 수요를 확대함으로써 공

급과의 밸런스를 맞추어야 한다.

4) 환경문제가 국제적으로 강화되어 메탄과 해양배출이 규제될 경우 국

내의 가축분뇨 처리가 더욱더 심각해지게 된다. 

1.4. 산림 부문

산림 바이오매스는 숲에서 나오는 바이오매스 전체를 일컫지만, 이 연

구에서는 목재수확과 숲 가꾸기 과정에서 생기는 산림 잔재를 대상으로 

하 다. 

우리나라의 산림 바이오매스 전체 부존량은 4억 8,906만㎥(5억 519만 

톤)이며 목재 생산과 숲 가꾸기 과정에서 생기는 산림잔재는 연간 700만㎥

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연간 20만㎥만 이용되고, 나머지는 숲속에 방치

된다. 수집된 산림잔재는 원목, 톱밥, 임산연료, 축산농가지원 등으로 공급

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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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산림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이용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은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임업과 산촌진흥에 기여할 수 있고 산불과 홍수 등 재해를 예방하는 편익

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지는 가파르고 임도가 부족하고 기계화가 미진하여 

산림 바이오매스를 수집하고 운반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 그리고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기술이 부족하여 산림 바이오매스를 제대로 이용

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에너지 업체가 목질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열을 

생산하기도 하고, 농․산촌에서 나무 보일러를 설치하여 산림잔재를 에너

지로 이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2. 정책 과제

2.1. 전체 시스템 구축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매스를 개발, 이용하는 정책이 거의 없는 

셈이다. 몇몇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 하게 기획한 정책이 아니다. 특

히 관련 부처, 중앙과 지방정부의 공조가 거의 없고, 정책의 방향성도 없으

며 국가 전체 차원의 지향목표와도 별개로,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다. 더욱

이, 선진국에서는 바이오매스 정책을 중요한 정책으로 확정, 추진하고 있

으나, 우리나라는 이해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바이오매스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기획수립과 추진

이 필요하다. 

2.1.1. 바이오매스 전략기획팀 조직

국가적 차원에서 바이오매스의 개발과 이용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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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할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바이오매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강화를 

바탕으로 국가적인 바이오매스 이용과 개발전략을 범부처적인 기구를 통

해 확정하는 것이 긴요하다. 외국 사례에서 보듯 최소한 농림부, 산자부, 

환경부가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바이오매스 개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

야 한다.

2.1.2. 국가 바이오매스 전략 수립

바이오매스의 개발과 이용에 관련된 부처는 많다. 자칫 전략과 시행에 

혼선의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단계별, 부

문별 바이오매스 발생량, 개발과 이용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바이오

매스이용 체인, 전체에 걸친 기술상황과 목표, 달성수단 등을 설정, 추진하

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바이오매스 

발생과 이용 가능량 추정(모델 개발), 부문별 기술수준과 목표수립을 위한 

조사, 바이오매스 이용 체인상(생산-가공-최종 사용)의 단계별 지원제도 검

토, 국제 바이오 연료의 표준화 검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1.3. 분야별, 부처별 추진기획단 조직, 활용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 수립된 이후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별 담당업무가 확정되어야 한다. 담당업무가 확정되면 농림부, 산자부 등 

해당 부처에서는 매년 시행해야 할 정책 과제를 정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매년 추진 사업에 대한 평가가 부처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차년도 

사업시행에 참고로 활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분야와 부처 간 상호 정책 

공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조직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 조직

을 통해 정책 연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아울러 중복투자

와 같은 부분을 줄일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단계와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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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바이오매스 TFT 구성, 활동

(보고서 작성)

○ 2단계  ⇒ 정부 보고서 검토 작업반 구성

(TFT 보고서 검토)

○ 3단계  ⇒ TFT+정부작업반 합동 기획

(한국 바이오매스 개발전략 수립)

○ 4단계  ⇒ 해당부처 정책추진․평가위원회

(매년 사업기획, 결과 평가)

○ 5단계  ⇒ 범 부처 평가단 조직, 활용

(정책 종합, 평가 조율, 사업에 반 )

2.2. 분야별 과제

2.2.1. 농산부문

농산바이오매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하고 

가공할 수 있는 기계나 설비가 보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설비

가 고가여서 바이오매스 사용 주체가 구입을 꺼리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

계･설비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농산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농산바이오매스는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어 수집에 어려

움이 많다. 바이오매스가 더 많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광역단위보다는 

규모의 경제성을 살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2∼3개 시군 단위로 농협이나 

농업기술센터가 주축이 되어 운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산바이오매스는 대부분 농가 단위 또는 RPC단위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제품이나 기술수준이 객관적이라 할 수 없고 이용효과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농산바이오매스의 이용분야나 이용방법 등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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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을 강화하고, 연구결과를 사용 주체에게 보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편, 유채는 우리 여건에서 에너지 작물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

다. 유채를 바이오디젤 원료로 재배할 수 있게 지원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단위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유채 재배에 따른 소득

이 겉보리 수준은 되어야 한다. 또한 유채의 생산성을 현재보다 2∼3배 높

일 수 있는 품종 개발과 대규모 경작기술과 장비 등이 도입되어야 할 것

이다.

2.2.2. 축산부문

농업이나 임업 부문과 달리 축산부문의 바이오매스의 이용 활성화 방안

은, 금후 축산이 산업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

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1) 가축분뇨 관련 업무의 일원화, 즉 농업․환경․에너지 정책의 통합 

시행이 필요하다. 부처 간, 사업간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이 개선되어야 하

기 때문이다. 

2) 노후화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바이오가스 발생을 

위한 시설의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 이를 위한 지원제도의 검토가 필요

하다.

3) 축분비료의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사용농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축분비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

축하고 불량 축분비료 유통을 근절하는 등의 제도적 관비방안이 강구되어

야 한다.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시 일정한 인정과정을 거친 축분비료의 사

용을 인정함으로써 축분비료의 수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바이오가스 개발을 위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동시에 관련기술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급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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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산림부문

산림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바이오매스의 수집비

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산림작업의 

기계화와 집단화 등이 가능하도록 임도 확충 등 임업 인프라 구축이 우선

되어야 한다. 산림 바이오매스의 수집․이용은 숲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재해 예방에도 기여하므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도 확충을 통해 수집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지만 목질 바이오매스에 

대한 에너지 공급자의 구매의사액과 산림 바이오매스 공급 비용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 간격에 보완하기 위해 정부보조 또는 지원제도를 마련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기술개발 측면에서도 사용의 편리성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

이 요구된다. 장작의 형태보다 펠릿으로 이용하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편리성도 증진시킬 수 있다. 이외에도 미래기술로서 바이오매스의 

에탄올 발효, 가스화 기술개발에도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 이미 선

진국에서는 펠릿의 이용이 보급되어 있으며 첨단기술개발을 위해 많은 투

자가 행해지고 있다. 

농업경쟁력을 상실한 한계농지에 에너지 조림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지형에서 산림 바이오매스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피

하게 높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휴경지 등에 부피생장이 빠른 단벌

기 맹아림을 조성하여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정책

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산촌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산림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개념

을 반 하여 바이오매스 타운을 구축하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

이다.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은 에너지에 대한 주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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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icy Issues and strategy to boost Biomass 
Utilization in Agricultural Sector- Problems and 
Issues in Korea-

This is the first year report of the two-year(2006-2007) research entitled 
'Policy issues and strategy to boost biomass utilization in agricultural 
sector'. The ultimat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stablish mid and long term 
policy directions and strategies to boost biomass utilization in agricultural 
sector in order to revitalize a stagnant rural areas.

This present study analyzes on current situation of biomass pro-
duction and utilization in rural areas, the points at issue, and related sup-
porting institutions and finally draws policy issues. This study is conducted 
with three fields separately, which is agriculture, livestock and forestry. 
Following is the summarized important results(problems) of each fields 
respectively. 

<Biomass from Agriculture>
○ To supply Effective & Efficient Facilities for Processing
○ Reconstruction of Effective & Efficient Collection System
○ Promoting of R&D and Construction of Extension System for 

Advanced Biomass using Technology

<Biomass from Livestock>
○ To improve a System of Affairs Management
○ To develop Efficient Facilities for Livestock Waste
○ To enlarge Demand of Livestock Manure

<Biomass from Forestry>
○ To reduce Collection & Delivery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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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make Marketing System to be Efficient
○ To develop Biomass using Technology

Researchers: Kang Chang-Yong, Park Hyun-Tae, Shin Yong-Kwang, Min 
Kyung-taek

E-mail address: cykang@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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