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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바이오매스는 대체 에너지원과 지구 온난화 가스의 감축수단으로 적합하다. 

1980년대 이후 선진국들의 주목을 받아온 이유이다. 특히 바이오매스의 대부

분이 1차산업의 산물이라는 점은 농업분야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농촌지

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바이오매스는 순환적인 농촌과 사회구현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의 바이오매스에 대한 관심은 미미하다. 많은 나라에

서 일반화되어 있는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등의 연료와 바이오가스 등에 

대한 인식조차 미흡하다. 그러나 절대적인 에너지의 해외의존과 향후 교토의

정서 준수라는 면을 고려할 때, 이제부터라도 바이오매스에 대한 관심을 기울

여야 한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현실을 반 하여 추진되었다. 바이오매스의 개발과 이

용촉진 면에서 우리나라는 후진국이기 때문에 1년차(2년 연구)에서는 바이오

매스에 관련된 기초적인 연구만 수행하 다. 연구 과정에서 선진국들의 관련 

정책을 정리(자료집Ⅰ)하 으며, 바이오매스에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도 정리

(자료집Ⅱ)하 다. 

  미흡한 부분이 많으나 연구자들에게 소중한 정보가 되고 나아가 농업부문 

바이오매스의 이용촉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관련 정책의 수립

에 적절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자료집 작성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

함을 전한다.

2006.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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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2006-07년의 2년에 걸쳐 수행되는 “농업부문 바이오매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전략” 연구의 1차 연도 연구의 자료집이다. 

  일찍이 바이오매스의 중요성을 인식한 EU에서는 1990년대부터 강력한 바이

오매스 이용촉진 정책들을 시행해 오고 있다. EU 차원의  바이오매스 단독지

령과 행동계획, 전략 등이 발표되면서 회원국들의 지원정책들도 다양화되어 가

고 있다. EU에서 지지하는 바이오매스 이용촉진정책은 관련세제 감면과 의무

사용제도강화, 재정적인 보조지원, 농업정책내 바이오에너지 포함 등 다양하

다. 특히 회원국 간의 원활한 거래를 위한 거래제도 정립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 국은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추진해 온 바이오매스 이용정책을 종합

적으로 정리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 다. TF팀에 의한 권고안과 이를 바탕으로 

국 정부는 2006년에 종합적인 바이오매스 이용촉진정책을 기획, 수행하고 

있다. 국의 정책과 수립과정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국은 화석연료의 생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원고갈 문제와 지구 온난

화 방지 등을 위하여 바이오매스 중심의 대체에너지 개발에 노력해 오고 있

다. 둘째, 바이오매스라는 자원개발에 통상산업부와 에너지부뿐만 아니라 농

촌환경부가 같이 참여하고 있다. 셋째, 바이오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하여 의무

이용제도를 시행함과 동시에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넷째, 바이오매스의 개발

과 이용촉진에는 생산과 이용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들이 동원된다. 

다섯째,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진 지원과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시설과 교육훈련까지의 포괄적인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여섯째, 지역적인 특

성을 반 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적 탄력성 부여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유럽에서 독일은 바이오매스의 이용촉진에 많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독일에서는 바이오매스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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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법(EEG)을 정비, 활용하고 있다. 시장자극프로그램(MAP)과 함께 생물성 

연료에 대한 조세 혜택을 주고 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주와 지방단위의 

보조금이 시설설치나 구입 등에 지원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개

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다만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과정에

서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오염, 자원간의 경쟁에 따른 원료자원 확보, 토지이용

의 경쟁 등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일본은 2002년에 책정된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을 

세워 바이오매스 이용 촉진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의 전략 추진 

과정의 특징을 보면, 첫째, 전략의 수립에서 시행까지 부처를 초월한 조직에 의

해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부처는 매년 작성되는 시행 업무를 분장 실행, 관리

한다. 둘째, 비교적 추진의 목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타운의 

경우 300개라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다. 셋째, 바이오매스 이용촉진사업에 

대한 지원책이 사업 전, 사업 시, 사업 중으로 정비되어 한마디로 일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넷째, 다양한 제도와 보조지원책들이 준비되고 시행되고 있다. 

다만 여전한 국민의 인식부족, 바이오매스의 수집과 유통상의 어려움, 바이오

매스 에너지와 제품의 비경제성, 일부 환경오염문제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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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와 제품 개발에 대한 선진국들의 관심은 지대

하다. 개별적인 정책, 즉 바이오에너지의 개발에 관련된 세제정책, 시설성치비 

보조지원 정책 등과 같은 정책들은 이미 1980~’90년대에 시행되었다. 최근에

는 바이오매스만을 위한 종합정책들이 기획, 시행되고 있다. 그만큼 바이오매

스의 중요성이 배가된 탓이다.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바이오매스 관련 정책은 그 역사성, 다양성, 

구체성 면에서 미흡하다. 이제 초보단계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나라에 적합한 바이오매스 이용활성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

요하다.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을 만들고 추진하는 데에는 선진국들의 과거정책

과 현재의 정책 시행 내용과 방법 등이 귀중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위와 같은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바이오매스 이용전략 수립을 위해 주요 선진국의 바이오매스 이용제

도와 정책동향, 그리고 전망을 정리하 다. 그런 다음 이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결론으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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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 선진국의 바이오에너지 이용 실태와 주요 관련정책

- EU, 국과 독일, 일본

3. 연구 방법

○ EU, 국: 기존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 정리

○ 해외협동연구

- 독일: 괴팅겐 대학교 Kürsten 박사

- 일본: 오비히로 대학교 Sasaki 교수

○ 기타 관련 기관 자료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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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EU 바이오 에너지 생산과 정책

바이오매스는 에너지로 혹은 제품으로 이용,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유럽의 국가들에서는 에너지로의 이용을 중시하고 있다.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의 생산 형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

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이용하는 것, 그리고 직접 연소－대개 목질계와 유

기성 폐기물 등－를 시켜 그 열을 이용하는 것이다.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전자 

3가지 방법에 의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이다. 그러나 최초 획득의 형태를 중심으

로 보느냐 혹은 최종 이용의 형태로 보느냐에 따라 수치가 전혀 다르다. 에너지 

전환계수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유럽의 바

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연료 생산추이를 중심으로, 대외적으로 공표된 자료

를 정리하고, 현재 그들이 중요시하고 있는 EU 차원의 정책들을 검토한다.

1. 바이오에너지 생산

1.1. 바이오에너지의 필요성

EU에서 바이오매스는 에너지 발생원으로 보는 각도가 지배적이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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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각과 의미부여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에너

지 자급도의 제고이며 다른 하나는 지구 온난화 가스 감축이다.

주지하다시피 유럽의 주된 에너지원은 화석연료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춰볼 때 화석연료는 사용과 수송이 상대적으로 편리할 뿐만 아니라 가격 역

시 저렴했다. 그러나 유한한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한 우려와 특히 개발국들의 

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의 상승은 유럽 모든 국가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한정적

인 세계 부존 화석연료량으로 인한 에너지확보의 불안정성과 화석연료가격의 

폭등(배럴당 $60을 초과, 2005. 9), 불안정성이 재생에너지와 함께 바이오에너

지에 관심을 돌리게 한 가장 큰 이유이다.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지구 온난화 가스(GHG: greenhouse gases)의 감축

은 이미 중대한 현안이다. 화석연료의 경우 지구 온난화가스와 함께 각종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이산화탄소의 톤당 거래가격이 20달러를 넘고 있는 현

실, 그리고 GHG가스의 감축 의무이행을 위해서는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관

심이 불가피 하 다. 여기에 탄소중립의 성격을 가진 바이오매스에 대한 관심,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의 생산과 이용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운 흐름의 

결과이다.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통한 다양한 경제 사회적 의의와 함께 위 두 가지의 

중요한 기대역할은 기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제고와 함께 재생 가능한 에너

지 개발에 정책의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 다. 특히 재생 가능 에너지 가운데 

바이오에너지에 관련하여 EU 차원의 관심과 노력은 EU 바이오매스 행동계획

(2005)1과 EU 바이오연료 전략(2006)2에서 전체적인 틀이 구체화되고 강화되

고 있다.

 1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Biomass Action Plan(Communication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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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An EU Strategy for Biofuels(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COM(2006) 34 final(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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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바이오에너지의 위상

유럽 에너지 시장에서 바이오 에너지가 차지하는 위상이 결코 약하지만은 

않다. 재생 가능 에너지 가운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역

내 재생 에너지 소비 가운데 바이오에너지의 비중은 3.7%에 이르며 재생 가능 

에너지에서는 무려 65.4%에 이른다(그림2-1).

전기생산에 있어서는 수력 사업 다음 두 번째에 위치하며, 재생 가능 열 생

산에서는 대부분인 96.2%를 차지한다. 그리고 수송용에서 사용하는 액체연료

는 모두 바이오연료다. 유럽 전체적으로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려는 계획

과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비중의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  바이오에너지 시장 점유율(EU 25)

자료: Jean-Marc, "Boosting Bioenergy in Europe", European Biomass Association-AEBIOM, 

Belgium, in http://www.aebiom.org/IMG/doc/BoostingBioarticle.doc

1.3. 바이오연료 생산

1.3.1. 바이오디젤

EU에서의 바이오디젤 생산은 10년 전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의 생산량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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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보이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연간 생산량이 30만여 톤

이었으나 이제는 300만 톤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2004~2005년 약 65%의 증가

는, 이전 20% 이상의 고속 성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매우 이례적인 성장으

로 기록되고 있다.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국가의 수도 늘었다. 이제 유럽 약 

20여 국가에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다. EU는 역시 세계바이오

디젤 생산의 주도자가 되고 있다. 세계 두 번째 바이오디젤의 생산국가는 역시 

미국이다. 그러나 미국의 2005년도 생산량은 25만 톤(75백만 갤런)으로 유럽의 

상위 3위 이내에도 들지 못하는 양이다.

주요 국가의 바이오디젤 생산량을 보면 독일이 2004년 1백만 톤을 상회한 이

후 2005년에는 무려 167만 톤을 생산하여 유럽 전체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

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각 각 49만 톤과 40만 톤을 생산하고 있다. 새로운 EU 

멤버인 폴란드(10만 톤)와 체코(13만 톤)가 뒤를 이으면서 이들 상위 5개국의 2005

년도 생산량은 279만 톤, 전체의 87.6%를 차지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바이

오디젤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전반적인 생산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  유럽 바이오디젤 생산추이
단위: 천톤

280
435 475

390 470

680
780

1,065

1,434

1,933

3,184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주：바이오디젤 1톤은 0.9toe./바이오에탄올 1톤은 0.64toe/2004년 EU25국 포함.

EU2004, 2005년 바이오디젤의 생산량은 추정치임.

자료: EBB, EU biodiesel production growth hits record high in 2005 -press release-, April 25, 

2006, http://www.energies-renouvelables.org/observ-er/stat_baro/observ/baro167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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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바이오디젤 생산능력도 역시 생산량의 증가 못지않게 빠르게 커지고 

있다. 2004~2005년 유럽 바이오디젤의 생산능력은 4,228천 톤에서 무려 1,841

천 톤, 43.5%가 증가한 6,069천 톤이다. 2005년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전체의 

가동률이 75.3%인 점과, 계속 시설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할 경우, 다른 특별한 

변수가 출현하지 않는 한, 바이오디젤의 생산과 생산능력의 증가는 분명한 것

으로 보인다.

표 2-1.  국가별 바이오디젤 생산량(추정)

단위: 천톤, %

구분 2004 2005 증감(‘05-04) 증가율(05/04)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체코공화국

폴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덴마크

국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그리스

말타

벨기에

사이프러스

포르투칼

스웨덴

1,035

348

320

60**

0

57

15

13

70**

9

0

0

5

0

0

0

0

0

0

1.4

1,669

492

396

133

100

85

78

73

71

51

8

7

7

5

3

2

1

1

1

1

634

144

76

73

100

28

63

60

1

42

8

7

2

5

3

2

1

1

1

-0.4

61.3

41.4

23.8

121.7

-

49.1

420.0

461.5

1.4

466.7

-

-

40.0

-

-

-

-

-

-

-28.6

합계 1,933 3,184 1,251 64.7

  주: EU2004, 2005년 바이오디젤의 생산량은 추정치임. +/-5% 한계오차, **는 +/-10%한계

오차

자료: EBB, EU biodiesel production growth hits record high in 2005 -press release-, April 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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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국가별 바이오디젤 생산능력(추정)

단위: 천톤

구분 2004 2005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국

스페인

체코공화국

폴란드

포르투칼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벨기에

덴마크

그리스

스웨덴

에스토니아

슬로바니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말타

사이프러스

1,903

827

532

129

100

188

100

6

125

89

55

81

35

12

10

17

0

10

5

2

2

2,681

857

775

445

224

203

150

146

134

89

85

81

75

52

20

17

12

10

8

3

2

합계 4,228 6,069

  주: 하나의 프랜트당, 연간 330일 가동을 전제, 01/07/2005와 01/07/2006기준

자료: EBB, EU biodiesel production growth hits record high in 2005 -press release-, April 25, 

2006, 

  한편 위와 같은 바이오디젤의 생산과 생산능력의 증가에는 각국에서의 정책

적, 제도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EU 여러 나라 가운데 단연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2004년 1월 이후 광유세법(Mineral oils tax law)에 

의해 에너지에 관련된 세금들이 규정, 관리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이오에너

지에 대해서는 총 세금이 면제되고 있다. 아울러 1999년에 만들어진 석유화학

제품에 부과된 세금에 추가된 생태세(Ecology tax)의 규제도 역시 받지 않는다. 

2006년 8월 1일부터는 바이오디젤에도 세금을 도입하고 있다3. 순정품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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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0.10€/ℓ, 혼합용 바이오디젤의 경우 0.15€/ℓ를 부과하고 있다. 

독일에 이어 EU 내 바이오디젤의 두 번째 생산대국인 프랑스는 2001년 이후 

꾸준히 그 생산량이 감소하여 2004년에는 348,000톤을 기록하 다. 이는 전년 

대비 -2.5%를 나타내는4 수치이다. 그러나 2004~2005년에는 41.4%의 증가세

로 돌아섰다. 바이오디젤의 생산과 공급을 늘리기 위해 프랑스는 2005년에 바

이오에너지를 소비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되는 오염활동 일반세(TGAP: 

General Tax on Pollution Activities)라 불리는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반 석유와 디젤유 생산, 공급자들은 판매에너지 가치의 1.2%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2006년도 세율은 1.5%이며 매년 증

가하게 된다. 당초 이것은 바이오에너지를 다른 에너지에 혼합하여 사용되길 

기대하는 비율로 결정하 다. 즉  2010년까지 5.75%로 증가할 예정이었으나 

이것을 강화하여 2010년에는 7%까지 올릴 계획5이다. TGAP율을 면제받으려

면 에너지공급 시 바이오에너지 제시된 비율만큼 혼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2005년 10월 프랑스 수상은 2007년까지 바이오에너지의 생산목표를 

800,000톤으로 공식적으로 공표6하 다. 

1.3.2.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에탄올은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바이오에너지 시장이다. 바이오에탄

올의 생산량도 바이오디젤과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과거 10여 년 전

에 비해 무려 10배가량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4~2005년 사이의 23만 톤, 

47.0%의 증가는 과거에 보기 힘든 빠른 성장이다. 

 3 NEDO 해외리포트 No. 983, http://www.nedo.go.jp/kankobutsu/report/983/983-03.pdf

 4 Hectolitre 33유로라는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부터 계산된 공식화된 량은 

387,500톤으로 2003년에 비해 70,000톤이 많음.

 5 2008년 5.75%, 2009년 6.25%, 2010년 7%로 당초 목표치를 2년 앞당기는 것임. NEDO 해

외리포트 No. 983, http://www.nedo.go.jp/kankobutsu/report/983/983-03.pdf

 6 이 가운데 바이오디젤은 480,000톤, 바이오에탄올은 320,000톤이다. 여기에 비공식적인 다

른 부분까지를 합하면 2007년에는 약 947,500톤이 공급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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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유럽 바이오에탄올 생산추이
단위: 천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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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바이오디젤 1톤은 0.9toe./바이오에탄올 1톤은 0.64toe, 2004년 EU25국 포함. 2005년 

자료는 UEPA(유럽에탄올생산자조합)

자료:  http://www.energies-renouvelables.org/observ-er/stat_baro/observ/baro167b.pdf

표 2-3.  국가별 바이오에탄올의 생산
단위: 톤

구분 2004 2005

스페인

스웨덴

독일

프랑스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체코공화국

라트비아

202,354

56,529

20,000

80,887

38,270

3,768

-

-

11,146

-

9,800

240,000

130,160

120,000

99,780

68,000

36,800

11,840

6,296

5,971

1,120

960

합계 444,754 721,927

  주: 2004년 자료는 EBIO, 2005년은 UEPA 자료임. 현재 CAP(Common Agricultural Policy)

의 틀 안에서, 유럽위원회는 과도한 포도의 구입과 저장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경우 포도주의 일부를 바이오에탄올로 전환하여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이로 인해 집계치가 기관마다 약간씩 상이함. 

자료: http://www.nedo.go.jp/kankobutsu/report/983/983-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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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바이오에탄올의 생산량을 보면, 스페인은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있

어서 유럽 최고이다. 2004년 19.4만 톤을 생산, 전년(160,000톤)에 비해 3.4만 

톤이 증가하 으며 2005년에도 24만 톤을 생산하여 최고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세금면제라는 스페인의 탁월한 선택

에 힘입었다. 

스웨덴은 유럽 바이오에탄올 생산에서 2004년 3위 는데 2005년에는 2위

로 발돋음하 다. 2004~2005년 두 배이상의 생산량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2005년도 생산량은 13만 톤을 넘었다. 그런데 프랑스나 스페인과 달리 스웨덴

은 에탄올을 ETBE로 전환하지 않는다. 아울러 스웨덴은 생산보다 더 많은 매

년 206,000 톤의 바이오에탄올을 소비하고 있다. 

EU 바이오에탄올 생산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을 2004~2005년 독일의 생

산이 무려 6배나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2005년도에 12만 톤을 생산하여 2004

년 5위라는 순위에서 3위로 올라갔다.

2004년 유럽 2위 생산국이던 프랑스는 2005년 약 10만여 톤을 생산하여 4

위에 자리하고 있다.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바이오에탄올의 ETBE로의 전환 생

산 시에도 199,000톤이라는 생산제한 증명 시 hectrolitre 당 38유로의 세금감면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7.

1.3.3. 바이오가스

2004~2005년 사이 EU 바이오가스의 1차 생산량은 4,277ktoe에서 4,959ktoe

로 15.9%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바이오가스는 발생원이 다양한

데, 유럽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쓰레기 처리장의 폐기물로부터 나오는 LFG

로 3,173ktoe, 64.0%이다. 다음으로 하수 처리장 932ktoe, 18.8% 그리고 기타가 

 7 2004년 12,000톤에 대한 추가 공인된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직접 보조, 즉 수송연료의 일

부로 사용시 hectrolitre 당 37유로의 감면이 주어짐. 나아가 수상에 의해 추진되는 Biofuel 

Plan으로부터의 혜택을 바이오에탄올도 계속 받게 되는데 현재와 2007년 동안 320,000 톤

에 대해서도 적용됨. 법에 의해 2005년 이미 130,000톤 대한 세제혜택을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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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ktoe, 17.2%이다. 

바이오가스 원별 성장을 보면 2004~2005년 하수 처리장(10.3%)과 쓰레기 

처리장(12.8%)의 증가에 비해 기타분야의 증가율이 58%로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바이오가스 성장에 대한 이 부분의 기여도가 46.0%에 이르고 있다. 전반

적으로 매립의 비중을 줄이고 있고, 하수오니를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감소시키

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타부분의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

상된다. 그런데 기타분야는 바로 농촌 내 축산분뇨를 활용한 메탄가스와 생활

유기물을 이용한 메탄가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표 2-4.  EU에 있어서 2004∼05년의 바이오가스 1차 생산량(ktoe)

국명

2004년 2005년

매립지
가스

하수오
니 가스

기타
가스

총
생산량

매립지
가스

하수오
니 가스

기타
가스

총
생산량

국 1,326.7 165.0 - 1,491.7 1,617.6 165.0 - 1,782.6

독일  573.2 369.8 351.7 1,294.7  573.2 369.8 651.4 1,594.4

이탈리아  297.7   0.3  37.5  335.5  334.1   0.4  42.0  376.5

스페인  219.1  52.4  23.6  295.1  236.5  56.8  23.6  316.9

프랑스  127.0  77.0   3.0  207.0  129.0  77.0   3.0  209.0

네덜란드   48.7  48.6  28.9  126.2   48.7  48.6  28.9  126.2

스웨덴   35.8  69.3 -  105.1   35.8  69.3 -  105.1

덴마크   13.8  19.8  55.6   89.3   14.3  20.5  57.5   92.3

벨기에   56.3   9.7   7.8   73.8   56.3   9.7   7.8   73.8

체코   18.6  28.7   2.9   50.2   21.5  31.4   2.8   55.8

폴란드   21.5  23.9 -   45.4   25.1  25.3   0.3   50.7

오스트리아   11.8  19.1  14.5   45.4   11.8  19.1  14.5   45.4

그리이스   20.5  15.5 -   36.0   20.5  15.5 -   36.0

아일랜드   19.9   4.8   5.1   29.9   24.9   4.8   5.1   34.8

핀란드   16.6   9.9 -   26.5   16.6   9.9 -   26.5

포르투칼 - -   4.5    4.5 - -  10.0   10.0

슬로베니아    5.8   0.9 -    6.6    6.0   0.7 -    6.8

룩셈부르크 - -   5.0    5.0 - -   6.7    6.7

슬로바키아 -   5.7   0.2    5.9 -   5.7   0.2    5.9

헝가리    0.7   2.6   0.2    3.5    0.8   2.9   0.2    3.8

계 2,813.8 922.6 540.5 4,277.2 3,172.7 932.4 854.0 4,959.1

자료 : EurObserv' 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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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바이오가스 생산 1, 2위는 국과 독일이다. 이들 두 나라의 생산

량은 3,377ktoe로 전체의 68.1%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들 두 나라의 바이오가

스 원별 구성이 다르다. 국의 경우 매립지가스가 90%이상으로 절대적인 반

면, 독일은 이 부분이 36.0%에 불과하며 농업과 음식물 등으로부터의 기타부

분이 40.9%로 높다는 사실이다.

바이오가스는 대부분 열을 생산하거나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용된다. 그런데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발생지에서 사용되고 아울러 사용자와 시설에 따라 효율

이 다르기 때문에 이론적인 수치와는 다르다. 즉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많다. 

바이오가스를 열발생에 이용하는 경우 열만을 생산하는 경우와 열병합에 이

용하는 경우가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열만을 만드는 데 이용했지만 이제는 발

전과 열이용을 동시에 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향후 바이오가스는 열병합

표 2-5.  EU에 있어서 2004∼05년의 바이오가스에 의한 열 총생산량(ktoe)

국명

2004년 2005년

열
플랜트

CHP
플랜트

총생산량
열
플랜트

CHP
플랜트

총생산량

독일 83.6 - 83.6 83.6 - 83.6

국 66.1 - 66.1 66.1 - 66.1

프랑스 49.2  5.8 55.0 49.2  5.8 55.0

폴란드  4.1 20.0 24.0  4.3 36.7 41.0

이탈리아 - 32.8 32.8 - 36.9 36.9

스웨덴 31.1 - 31.1 31.1 - 31.1

체코 10.6 12.5 23.1 10.0 14.1 24.1

덴마크  3.4 18.7 22.0  3.5 19.3 22.8

네덜란드 22.7 - 22.7 22.7 - 22.7

스페인 14.7 - 14.7 14.7 - 14.7

핀란드  2.4  5.4  7.8  2.4  5.4  7.8

오스트리아  0.6  7.1  7.7  0.6  7.1  7.7

벨기에 -  7.2  7.2 -  7.2  7.2

룩셈부르크 -  2.5  2.5 -  3.3  3.3

계 288.4 112.0 400.4 288.2 135.8 424.0

자료 : EurObserv' 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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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더욱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열 생산량의 비율은 2004년 

72.0%에서 2005년 68.0%로 감소하 고 절대량도 변화가 거의 없다. 반면 열병

합발전에 의한 열생산비중은 같은 기간 28%에서 32%로 1년 사이 4%포인트 

증가하 다.

2005년도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발전량은 14,660GWh이다. 이것은 2004년

에 비해 1,871.1GWh, 14.6%가 증가한 것이다. 발전 역시 순수 발전에만 이용

표 2-6.  EU에 있어서 2004∼05년의 바이오가스에 의한 발전량(GWh)

국명

2004년 2005년

발전
플랜트

CHP
플랜트

총생산량
발전
플랜트

CHP
플랜트

총생산량

독일 - 4,414.0 4,414.0 - 5,564.0 5,564.0

국 4,040.0  343.0 4,383.0 4,440.0  343.0 4,783.0

이탈리아  964.7  205.6 1,170.3 1,082.4  230.7 1,313.1

스페인  793.8   30.9  824.7  816.3   63.1  879.4

프랑스  395.3   48.7  444.0  411.3   48.7  460.0

네덜란드 -  281.0  281.0 -  281.0  281.0

덴마크    2.0  263.0  265.0    2.0  272.0  274.0

벨기에  153.7   78.2  231.9  148.2   88.7  236.9

그리스  179.0    0.0  179.0  179.0    0.0  179.0

폴란드   16.0  139.0  155.0   19.0  156.1  175.1

체코   36.9  101.9  138.8   52.3  108.5  160.9

아일랜드   85.0   16.0  101.0  106.0   16.0  122.0

오스트리아   39.8   17.8   57.7   39.8   17.8   57.7

포르투갈    9.8    4.8   14.6   26.4    8.0   34.4

슬로베니아    8.4   21.9   30.3    8.9   23.3   32.2

스웨덴   32.0 -   32.0   32.0 -   32.0

룩셈부르크 -   20.3   20.3 -   27.1   27.1

헝가리 -   23.0   23.0 -   25.0   25.0

핀란드    0.5   21.2   21.7    0.5   21.2   21.7

슬로베니아 -    2.0    2.0 -    2.0    2.0

EU 6,756.8 6,032.5 12,789.3 7,364.1 7,296.2 14,660.4

자료 : EurObserv' 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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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와 발전과 열을 동시에 얻는 열병합발전이 있다. 아직은 발전만에 이

용하는 경우의 비중이 높지만 조만간 역전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전기생

산에서는 독일이 국의 위에 있다. 여기에도 두 나라 간에 특징적인 것이 보이

는 데, 독일은 바이오가스를 전부 열병합발전시설에서 사용하지만 국은 절대

적으로 발전만을 위한 플랜트에서 사용하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 우리가 관심이 많은 분야, 즉 기타부분의 비중이 큰 것은  

소규모 농업 메탄화 시설과 열병합발전이 장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

정가격에 의한 장기 매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6년의 매수가격8은 

설치용량이 150kWh 또는 그 이하의 경우에는 11.6c€/kWh, 150∼500kWh인 

경우 9.6c€/kWh, 500kWh∼5MW의 경우 8.64c€/kWh, 그리고 5~20MW는 

8.15c€/kWh이다. 에너지 작물이나 가축 분뇨를 사용한 경우에는 6~4c€/kWh

가 이 가격에 추가된다. 열병합발전시에는 2c€/kWh가 추가된다. 그 외 다양한 

지원으로 인해 독일내 시설 수는 1999년의 850에서 2005년에는 2,700까지 증

가하 다. 

쓰레기 처리장과 폐기물 처리장에서 생산된 2005년도 가스 전력의 매수가

격은 용량이 500kW 또는 그 이하인 경우에는 7.67c€/kWh, 5MW이하인 경우

는 6.65c€/kWh라고 결정되었고 이 가격은 200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매년 

1.5%씩 내려간다. 2006년에는 각각 7.44c€/kWh와 6.45c€/kWh가 된다. 또 혁

신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전력이 생산된 경우에는 2c€/kWh 증액된다.

1.3.4. 목질계 바이오매스

EU의 2004년도 목질 에너지 생산은 5,540만toe로서 2003년보다 300만toe 

증가하 다. EU의 전체 1차 에너지 소비에서 목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3~2004년 3.0%에서 3.2%로 증가하 다. 2004년도 전기 생산량도  2003년

 8 2004년 3월의 독일연방의회에 의한 신재생 가능 에너지법의 가결, 소규모 바이오매스 발

전 시설에 우호적인 매수가격이 제정. 이 매수가격은 200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 매

년 1.5%씩 내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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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23.2% 증가한 35TWh이다. 

목질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는 아무래도 산림자원이 풍부한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표 2-7.  EU의 목질계 바이오매스 이용현황

단위: 백만 TOE, TWh, TEO/인, %

구분

목질계
에너지 소비

목질계 
전기에너지 생산

목질에너지
소비 비중
(‘04년)

1인당
목질에너지소
비(‘04년)‘03 ‘04 증가율 ‘03 ‘04 증감

프 랑 스 9.002 9.180 2.0 1.714 1.737 1.3 3.3 0.15

스 웨 덴 7.927 8.260 4.2 5.267 6.091 15.6 15.5 0.92

핀 란 드 6.903 7.232 4.8 9.385 9.858 5.0 20.5 1.39

독    일 5.191 6.263 20.7 1.500 3.900 160.0 1.8 0.08

스 페 인 4.062 4.107 1.1 2.116 2.214 4.6 2.9 0.10

폴 란 드 3.921 3.927 0.2 0.398 0.610 53.3 4.2 0.10

오스트리아 3.222 3.499 8.6 1.590 1.663 4.6 10.7 0.43

포르투갈 2.652 2.666 0.5 1.112 1.082 -2.7 10.0 0.26

라트비아 1.240 1.300 4.8 0.006 0.006 0.0 29.5 0.57

    국 1.084 1.231 13.6 1.539 1.949 26.6 0.5 0.02

덴 마 크 1.071 1.113 3.9 0.962 1.760 83.0 5.5 0.21

이탈리아 1.015 1.083 6.7 0.347 0.400 15.3 0.6 0.02

체    코 0.895 1.007 12.5 0.373 0.593 59.0 2.3 0.10

그 리 스 0.909 0.927 1.9 - - - 3.1 0.09

헝 가 리 0.777 0.805 3.6 0.109 0.664 509.2 3.1 0.08

네덜란드 0.561 0.720 28.2 1.400 1.834 31.0 0.9 0.04

리투아니아 0.672 0.697 3.7 0.007 0.004 -33.8 7.8 0.20

슬로베니아 0.422 0.422 0.0 0.061 0.068 11.4 6.0 0.22

벨 기 에 0.346 0.382 10.4 0.377 0.417 10.6 0.7 0.04

슬로바키아 0.300 0.303 1.1 0.084 0.091 8.3 1.7 0.06

에스토니아 0.150 0.150 0.0 0.023 0.023 0.0 3.1 0.11

아일랜드 0.145 0.144 -0.6 - - - 0.9 0.04

룩셈부르크 0.015 0.015 0.0 - - - 0.3 0.03

키프러스 0.006 0.006 0.0 - - - 0.2 0.01

말    타 - - - - - - - -

EU 전체 52.488 55.439 5.6 28.370 34.965 23.2 3.2 0.12

자료：EU. 2005. Wood Energy Barometer

  주：1차에너지(primary energy)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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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2004년도 목질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 소비는 720만toe로서 

1차 에너지 소비 20.5%를 차지하고 있다. 1인당 목질 바이오매스 에너지 소비가 

1.39toe로서 단연 선두이다. 핀란드에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지역난방 네트워

크가 잘 발달하 다. 또한 풍부한 산림자원과 함께 화석연료에 대하여 탄소세 

부과를 통해 목질 바이오매스 에너지 소비를 조장하고 있다. 정부는 재생 전기생

산자에게 환불하여 주기도 하는데, 환불가격은 바이오매스 전기와 소수력 발전 

0.42c€/㎾h, 풍력발전과 목재 칩 0.69c€/㎾h이다. 이외에도 농림부는 산림에서 

목질 에너지를 생산하는 경우 7€/㎥를 보조하며 통상산업부는 새로운 목재에너

지 기술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를 지원하여 투자비용의 30%까지 지원한다. 

스웨덴 역시 핀란드에 버금가는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국가이다. 1인당 목질

계 1차 에너지 생산은 2003년도 0.89toe에서 2004년도 0.92toe로 증가하 다. 

특히 목질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는 2003년 5.3 TWh에서 2004년 6.1 TWh로 

15.6% 증가하 다. 스웨덴은 재생전기에 대한 녹색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녹색전기구입의 의무비율은 2004년도에 전기 소비의 8.1% 으며 이는 점차 증

가하여 2010년에 16.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 바이오에너지 목표

EU는 바이오매스로부터 에너지 필요량의 4%를 충족시키고 있다. 농촌이나 

식품생산 등과의 갈등을 초래하지 않는 상황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잠재

적 이용량은 2003~10년 69 mtoe에서 185 mtoe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수도 

있다(표2-8).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실행계획(EU Biomass Action Plan)의 실천으로 

인해 2010년경에는 약 150 mtoe의 바이오매스 이용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

망하고 있다. 비록 이는 바이오매스 최대 잠재량보다는 작은 양이지만 2010년 

직접적인 재생가능에너지 목표인 전체 재생가능에너지의 점유율 12%,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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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EU의 바이오매스 생산 잠재력

단위: mtoe

종    류
2003 

소비량

잠 재 력

2010 2020 2030

산림으로부터 직접채취한 나무

67*

43 39~45 39~72

유기성폐기물, 목재산업잔재, 

농업과 식품잔재, 분뇨
100 100 100

에너지농작물 2 43~46 76~94 102~142

합    계 69 186~189 215~239 243~316

  주：이 수치는 목재와 목재 폐기물의 59Mtoe를 포함한 것임(바이오가스 3Mtoe, 도시고

형폐기물 5Mtoe).

자료：2003 data from Eurostat; projections for 2010, 2020 and 2030 from European Environmental 

Agency, "How much biomass can Europe use without harming the environment", briefing 

2/2005.

부문의 21%, 그리고 바이오연료의 비중 5.75%라는 목표 달성에 부족함은 없을 

것이다. 

바이오에너지를 포함한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유럽전략의 목표는 상당

히 진취적이다9. 총 1차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중을 

2010년까지 2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20년까지 

최소한 20%의 목표치설정이 EU 의회에서 토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각종 백서나 지령 등을 통해 지향해 왔던  EU 차원의 바이오에너지 

목표를 보면 아래와 같다. EU집행위원회로부터의 제안(Reference Communication)

과 지령, 백서 등은 유럽 바이오에너지 정책의 기초가 되는 초석이다. 

○ The White Paper(COM(1997)599): 재생 가능 에너지자원(RES: renewable 

energy sources)의 EU 총에너지소비에서의 비중을 1995년 6%에서 2010년 

12%로 증가시킴;

○ OJC210.(1998); 유럽의회에서는 향후 5년여  걸쳐 바이오연료의 시장 분

담률을 2%로 올릴 것을 요구함. 필요한 일련의 정책수단으로 세감면, 가

공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오일회사에 대한 바이오연료 사용비율의 강

 9 Jean-Marc, "Boosting Bioenergy in Europe", European Biomass Association-AEBIOM, 

Belgium, in http://www.aebiom.org/IMG/doc/BoostingBioarticle.doc 내용 중심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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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설정 등을 제시함.

○ Green Paper “Toward a European strategy for the security of energy sup-

ply” (COM(2000)769)); 2020년까지 도로 수송용 분야에서 대안적 연료

(alternative fuels)에 의해 기존의 연료의 20%를 대체하는 목표를 작성함;

○ Directive(2001/77): 재생 가능 에너지자원(RES)으로부터의 전기생산의 촉

진을 위한 지령에서 2010년 재생 가능 에너지자원을 이용한 전기비율을 

22.1%로 설정, 아울러 회원국가 개별 목표 수립함;

○ White Paper “European transport policy for 2010:time to decide” (COM 

(2001)370final); 1990~ 2010 사이에 수송용 연료사용의 증가로 인해 CO2 

발생량이 50%증가하여 1,113백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 주된 분야는 여

전히 도로 수송분야로 수송에 관련된 CO2 의 84%가 이 분야에서 발생;

○ Directive(2003/30): 2005년까지 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송용 목적의 모든 연

료의 성분기준 2%를 바이오연료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설정. 액체 바이오

연료 촉진을 위한 지령에서 모든 나라에 대해 2010년까지 5.75%의 목표

를 제안함;

○ Directive(2003/96/EC):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전기에 대한 세감면의 기본 

틀을 규정함;

○ Communication(COM(2004)366): 그동안의 발전 상황을 평가한 후, 회원

국들 내에서 기존의 통상적인 사업정책(business-as-usual)의 이용으로 인

해 목표치의 달성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림;

○ CAP: 여기에 점차 휴경지제도와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에너지작물을 포

함하는데 점차 개방적으로 되어감;

○ GHG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토의정서 목표치 달성을 위한 노력과 최근 관

련된 배출거래사업(Emission Trading Scheme) 바이오에너지 사업을 지원

하는 데 우호적임;

○ Biomass Action Plan(COM(2005)528)은 유럽에서 바이오에너지의 속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의지를 강화하고, 새로운 EU25를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아울러 많은 행동강령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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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바이오매스 실행계획에 따른 EU25의 목표치(Mtoe*)

*Mtoe = millions ton oil equivalent

  주: 이 시나리오는 2004년 위원회 Communication 인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로부

터 EU-25로 확대, 작성됨. 위 수치는 EU사회의 전체 목표치인 재생가능에너지의 

12%, 전기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율 21%, 바이오연료의 시장점유율 5.75%와 양립

되는 것임.

자료: Jean-Marc, "Boosting Bioenergy in Europe", European Biomass Association-AEBIOM, 

Belgium, in http://www.aebiom.org/IMG/doc/BoostingBioarticle.doc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Biomass Action Plan(Communication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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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매스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자료는 “바이오매스 행동계획(Biomass 

Action Plan)”이다. 여기에서 지향하고 있는 바이오매스 목표 에너지량을 달성

하려면 2003~2010년 사이 무려 80Mtoe, 115.9%의 증가가 필요하다. 연평균 

11.6%의 증가세를 유지해야만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그림2-3). 

2010년 바이오에너지의 목표치가 달성되었을 경우, 그 구성비를 보면 열이 

50.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전기는 36.9%이며 액체연료(biofuels)는 12.8%

이다. 비록 2003년도 바이오 액체연료의 규모와 비중이 1Mtoe, 1.4%로 미미하

지만 2010년 목표치는 19Mtoe, 12.8%로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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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에너지 작물) 재배확대를 통한 액체연료확보, 특히 수송용 연료의 확보

에 EU의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EU에서의 액

체 바이오연료에 대한 개발과 꾸준한 생산 확대가 쉽게 예견된다.

한편 2010년까지 운송부문에서의 바이오연료 비율을 5.75%로 한다는 바이

오 연료에 관한 EU지령을 상당수의 가맹국에서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

이 나오고 있다. 당초의 목표치인 5.75%에 해당하는 양은 백서를 통한 발표치 

목표와 비슷한 18.2Mtoe 생산량에 해당한다. 그런데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에탄

올의 현재 개발 상황을 고려한 EurObserv'ER의 예상치는 2010년 9.9Mtoe이다. 

그림 2-5.  바이오연료 현재경향과 백서목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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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EDO 해외리포트 NO. 983, http://www.nedo.go.jp/kankobutsu/report/983/983-03.pdf

그림 2-6.  바이오가스 현재경향과 백서목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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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 역시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에너지이다. 바이오가스

는 그 자체 에너지가 아니어서 전기와 열 등의 형태로 최종 이용된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부분과 중복되는 면이 있다. 그렇지만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1차 

생산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목표치를 설정, 관리하고 있다. 바이오가스

의 경우 역시 EurObserv'ER가 현재 예측하고 있는 2010년의 바이오가스 생산

량은 8.7Mtoe으로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목표 달성이 용이하지 않다.

이상의 분석에서 볼 때 EU의 경우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에 대

단한 의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차에 걸친 EU국에 대한 독려

가 눈에 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지 여건상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인식은 더욱 강력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정책을 구가하도록 회원

국에 요구하고 있다. 2006년 발표된 Green Paper, An EU Strategy for Biofuels, 

Boosting Bioenergy in Europe 연구 등은 이를 반증한다. 특히 바이오연료 생산

독려를 위해 EBB(European Biodiesel Board)에서는 2004년부터 매년 추진 내

용과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

3. 바이오에너지 주요 정책수단과 운용

바이오매스 이용촉진, 바이오에너지의 생산과 이용확대를 위한 EU 차원의 

권고 수단과 실행되고 있는 각 나라의 수단들은 매우 다양하다. 동일한 제도라 

할지라도 적용되는 메커니즘과 크기 역시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단지 중요한 

수단10만을 몇 가지 정리한다.

10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Biomass Action Plan(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COM(2005) 628 final(2005. 12), Jean-Marc, "Boosting Bioenergy in Europe", 

European Biomass Association-AEBIOM, Belgium, in http://www.aebiom.org/IMG/doc/Boost

ingBioarticle.doc,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for Energy and Transport, 

How to support renewable electricity in Europe?, MEMO, December 2005,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An EU Strategy for Biofuels(Communication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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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세제와 의무사용 강화

바이오매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많이 구사되는 

것이 관련된 세금의 면제 혹은 최소화이다. 바이오매스 원료에서부터 최종 사

용까지에 관련된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세 감면과 면제는 중요하게 고려되

어야 할 정책 수단이다. 중요한 몇 가지만을 보면, 

(화석연료세, 환경세)

바이오에너지 사용을 증대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보고 있는 것은 역

시 화석연료에 부과하고 있는 화석연료세를 크게 올리는 것이다. 이러한 화석

연료세는 첫째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둘째 이 세금을 이용하여 바이오에너지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물론 

부수적으로 화석연료사용의 감소 등을 통한 다양한 효과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바이오에너지 시장의 발전, 경쟁력 제고에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기술의 발전

과 시장경쟁력 강화는 미래 바이어에너지를 강하게 신뢰하도록 만들 것이다. 

사실 화석연료에 대한 세금은 오염자부담원칙(PPP: polluter pays principle)과 

부합되는 것이며 외부비용을 가격에 포함시킨 것이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바이오연료와 에너지에 대한 최소한의 부가가치세율(VAT) 적용 혹은 면제

는 중요한 바이오매스 이용 촉진 수단이다. 바이오에너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에너지에 관련된 생산품과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 최소의 부

가가치세를 적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바이오연료, 전환기술과 최종생산품(열, 

전기 등)이 포함된다. 이것은 특별히 부가가치세 지출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개

인 가구에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경우 경 으로 인

한 소득부분의 일정분을 세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원제도이다.

Commission), COM(2006) 34 final(2006)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하의 내용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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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용제도)

화석연료를 생산, 판매하는 경우, 그리고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일정 비율

의 재생 가능에너지를 혼합, 공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바이오매스를 포함한 재

생 가능 에너지의 생산을 촉진하고 있다. 대부분 이 비율은 EU 차원에서 지향

하는 목표의 비율과 일치시켜 관리하고 있다.

3.2. 재정적 지원

(장비와 시설 설치비 지원)

CO2배출의 감축을 가져오는 바이오매스 이용을 장려하는 데 재정적 수단은 

유용하다. 바이오매스를 생산, 유통, 가공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설비와 

장비의 구입, 활용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일반적이다. 바이오연료의 판매업

소와 생산업소의 시설, 장비의 지원은 소득세와 함께 매우 효과적인 지원제도

이다.

(발전차액지원과 녹색인증제도)

발전의 경우 일련의 다양한 재정적 지원시스템이 운용되고 있는 데, 그 가

운데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s)와 녹색인증

(green certificate) 시스템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많은 EU 구성국가에서 발견된다. 이 제도는 녹색전기

(green electricity)를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에게 전기 회사, 보통은 공급자가 일

정 기간 특별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으로 특징 지워진다. 발전차액지원사업의 

한 변형된 형태가 고정 우대금 메커니즘(fixed-premium mechanism)인데 덴마

크와 일부 스페인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 아래에서 전기회사는 정부가 작

성한 환경보상금(environmental bonus) 혹은 고정 우대금(fixed premium)을 재

생 가능 전기를 만든 사람에게 정상 전기가격(normal electricity price) 혹은 현

물가격(spot electricity price: 즉시 인도 상품가격)에 더하여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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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개 회원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녹색인증제도 아래에서 재생 가능 전기는 

전통적인 전기시장가격(conventional power-market prices)에 팔린다. 재생 가능 

전기를 생산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리고 바람직한 

녹색전기가 생산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모든 소비자들(일부 국가에서 생산

자들)은 그들의 총 전기소비(혹은 생산)량 가운데 고정비율(혹은 쿼터)에 따라 

재생 가능 전기 생산자로부터 일정한 수량의 녹색인증을 구매할 의무를 가지

고 있다. 

3.3. 농업정책 내 바이오에너지 포괄

새로운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e Policy)은, 이론적 측면에

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한 작물, 예컨대 에너지 작물 생산에 더욱 많은 유연성을 

농민들에게 부여하면서, 생산과 보조를 허용한다. 그러나 사실 이 분야에 대한 

적지 않은 불확실성은 농민들의 적극 참여를 어렵게 한다. 바이오에너지로의 

전환은 많은 투자(바이오가스 플랜트, 열 네트워크 등)를 필요로 하며 개별 농

가의 부담능력을 벗어난다. 따라서 농업정책내 바이오작물 생산 촉진을 위해 

아래의 사항이 검토, 추진되어야 한다.

① GHG가스 감축의 주요 요소로서, 원료물질과 재생 가능 에너지의 공급

원으로서 미래 유럽 농업의 유럽비전(European Vision)을 개발해야 한다. ② 농

촌개발프로그램(Rural Development Programme)에 바이오에너지 지원 수단을 

통합, 농민에게 바이오에너지 설비에 대한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 ③ 휴경지에 

대한 에너지작물재배 시 장벽의 제거, ④ 다양한 생산비에 대한 지원 메커니즘

과 연계를 통해 국내 바이오매스자원/바이오연료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⑤ 에

너지 작물의 적용시범과 R&D를 위한 대규모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가들

에게 신뢰할만하고 경제적인 대안에 대해 교육, 홍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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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U 차원의 바이오에너지 표준화

바이오에너지의 표준화는 개발과 시장화를 용이하게 한다. 현재 많은 역

에서의 바이오매스와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생산은 표준화를 요구하고 있다. 유

럽에서의 단일화(uniformisation)는 국가 사이 관련된 기술과 바이오매스 거래

를 보증하는 데 필수이다. 성장하는 시장은 공통의 규율을 요구한다. 

특히 다음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데, ① 소규모, 대규모 모든 바이오

에너지 시설에 대한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는 배출한계(emission threshold), ② 

바이오연료(고형, 액체와 가스)와 장비(보일러 질, 저장소, 안전수단 등)에 대한 

표준화 제정, ③ 브라질과 미국의 경험을 참고한 에탄올과 높은 가솔린혼합에 

대한 규격(specifications) 제정, ④ 바이오디젤 표준 EN590에 있어서 바이오디

젤 비율의 증가와 제조 과정에서 에탄올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표준 EN 14014

의 조정, ⑤ 식물성 오일에 대한 규격(specifications) 제정 등이다.

3.5. 홍보확산

화석연료자원의 고갈과 피할 수 없는 가격 폭발, 실업을 동반한 경제침체 

등에 대한 정보의 확산 캠페인(Information campaign)은 현 에너지시스템의 위

협에 대한 대중적인 지각의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 아울러 바이오에너지와 같

은 대안은 신뢰할 만하고 경제적이며 환경적으로 건전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

해 적극 홍보되어야 한다.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다른 홍보가 필요하다. 즉 범 EU적인(개별 국가적인 것 포함) 기본 틀의 행동 

증진(European Biomass Days, Green Weeks, Energy Globe 등)과 성공적인 어

느 국가 프로젝트가 다른 나라에서 공공화되는 것의 공시, 그리고 유럽 미디어

를 통한 인식 캠페인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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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기타 

바이오에너지 시장을 개발, 발전시키는 데는 전체 바이오에너지 체인(whole 

chain of bioenergy)－원료로부터 장비, 서비스, 최종 생산품의 판매까지－차원

에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시장과 제도를 둘러싼 많은 조건들이 정비

되어야 한다. 

우선 EU 수준에서의 조화로운 거래제도(trade regulations)가 정립되도록 국

가 간의 조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 간 공통의 표준규격, 송배전망 등

은 바이오에너지 개발과 거래에 기초적인 요소이다.

둘째, 바이오에너지 프로젝트의 시행을 방해하는 행정적인 장벽을  제거하

는 것이다. 쓰레기로 바이오매스를 취급하는 비합리적 행위, 지나치게 부풀려

지는 화재안전에 대한 경계 그리고 바이오에너지사업 승인을 취하는 데 소요

되는 지나친 시간지체 등의 각종 장벽은 제거되어야 한다.

셋째, 바이오매스의 생산과 수집 수송 인프라와 화석연료와 같이 편리하게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공급에너지 인프라의 개발이 긴요하다. 목질계 바이

오매스의 펠릿화는 급속한 이 분야의 발전을 유인하 다. 그리고 새로운 에너

지 체인에서의 경험을 확산하고 기준설비(reference plants)의 범위 확장을 위해 

더욱 많은 실증적인 프로젝트를 수립,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바이오에너지 수요 측면에 대한 인센티브, 예컨대 바이오연료 자동차

의 주차세, 도로이용세 등의 면제를 강화하고, 특별히 공공기관용, 농업용 등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도록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기의 경우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전기의 기존 송배전망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이 보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회원국가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여섯째,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열 생산도 중요시해야 한다. 재생 가능한 전

력생산과 수송용 액체연료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시행되어오

고 있으나 바이오열(bioheat)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 그러나 열은 중요한 하

나의 에너지시장이며 바이오열은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의 생산을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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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과 동시에 CO2 절약을 최대화할 것이다. 바이오매스 행동계획과 각 회원국

에 대한 목표간 조화를 이루는 열에 관련된 지령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EU 회원국가간 정책적 지원수단이 EU 전체 차원에서 볼 때는 

조화롭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는 수많은 바이오매스 자원이 여러 발전 단계의 기술과 결합되어 있고,  

전기, 열, 연료와 같은 시장과도 결부되어 있어 EU 국가별로 기초 조건이 다르

다.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수단과 도구들이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유럽 전역에 걸쳐 바이오에너지를 위한 수단과 정책

적 지원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시사점

EU의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대응은 벌써 20여 년 전부터 이루어

져 오고 있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안정

적인 EU 내부 생산 가능한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정책의 역사는 그만큼 길

다. 그 가운데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각국의 노력 역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90년대부터 강력하게 추진되어 온 EU 차원의 바이오매스 이용촉진은 

바이오매스 단독의 지령과 행동계획, 전략 등이 나오면서 중요성이 배가되고 

있다. 이러한 EU 차원의 정책 전개를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시

사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ꊱ 이미 오래전부터 EU 차원의 바이오매스와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중요성

을 인식, 기획적인 접근을 해 오고 있다. 2005년 이후 “Biomass Action 

Plan”, “Green Paper”, “An EU Strategy for Biofuels”, “Boosting 

Bioenergy in Europe”, “Biofuels In the EU- A Vision for 2030 and be-

yond-” 등은 이것을 말해준다.

ꊲ EU 차원의 목표와 회원사간의 목표 접근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엿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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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U 차원의 지령, 각종 협의문서 등을 통해 EU 차원의 목표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2004년 이후 매년 EBB에 제출되는 각 국가의 실천내역

과 향후 계획서는 이를 말해 준다.

ꊳ 끊임없는 정책의 개발과 보급, 그리고 국가 간 조화의 추진이다. 각종세

제지원과 의무사용제 강화, 시설, 장비지원 등과 같은 수단의 개발과 함

께 EU 각 국가 간의 바이오매스와 바이오에너지의 거래 촉진을 위한 표

준화를 꾸준히 진행시키고 있다. 예컨대 BD5, E85 등의 표준화가 그것

이며, 송배전의 통합화 역시 중요한 바이오매스와 이용촉진 수단이다.

ꊴ 농업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의 에너지 생산 기능을 확인하고 

농업정책(CAP)내에 바이오에너지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있다는 점이다. 

휴경지에 대한 일부 작물 재배에서 이제는 에너지작물(단기 순환목: 

short rotation coppies)까지도 경작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에너지 작

물 재배에 대한 각종 보조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주지하디시피 수많은 EU 차원과 개별 국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이

오에너지가 일반화될 정도의 기술적, 경제적 조건이 완비된 것은 아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지향해야 할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 바이오에너지를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바이오산업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지원, 정책적인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일관된 EU 차원의 여러 가지 지원정책으로 인해 이

제 EU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경제성

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이러한 EU의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바이오매스,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관심

과 달리, 우리나라는 바이오매스에 대해 정책적 관심이 거의 없다. 그러나 분명

한 것은 에너지문제, 교토의정서 이행문제, 순환사회구축 문제 등에 있어서 바

이오매스의 적극적인 이용과 활용은 요소라는 것이다. EU를 통해 얻은 이와 

같은 교훈을 바탕 삼아 이제라도 바이오매스와 바이오에너지의  개발, 이용촉

진에 관심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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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국 바이오매스 주요 정책과 시사점

국에서는 바이오매스의 이용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중시하여 바이오매

스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바이오매스 태스크포스를 구성, 2005년 11월 정부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 다. 태스크포스 리포트를 받은 정부는 보고서를 

검토한 후, 2006년 4월 27일 정부의 행동계획을 발표하 다.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 내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은 다양하다. 단

순한 R&D 지원에서 소비자에 대한 보조까지, 그리고 통상산업부(DTI: Dept. 

of Trade and Industry), 에너지부(DOE: Dept. of Energy)에서 농촌환경부

(Defra: Dept. of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등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다양한 내용의 정책들이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여러 정책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정리한다.11

11 최종 사용자에 대한 지원제도로 SCHRI(Scottish Community and Householder Renewables 

Initiative: 에너지 절약기업(Energy Saving Trust)로부터 재생 가능 기술시스템 설치비용의 

30%까지 최대 4,000파운드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2003~2008. 3), NIPF(Northern 

Ireland Projects Fund; 2006년까지 진행되는데, 소규모(최대 10,000파운드 규모)시 100%, 

중규모(10,000~ 20,000파운드 규모)는 75%, 대규모(20,000파운드 이상 규모)는 75% 혹은 

15,000파운드까지 지원 가능) 등이 있음. 여기에서는 이러한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

을 것임.



32

1. 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국 내, 2003년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부터 발생한 전체 열과 전기발생의 

87%가 바이오매스에 의한 것이다. 이것의 대부분인 33%가 매립지 가스이며 

폐기물연소는 14%이다12. 나머지는 오하수 가스, 가정과 산업에서 배출되는  

목질계 등이다. 바이오매스로 인한 발전량은 연간 전체 공급의 1.55%이다. 

2005년 국내 바이오연료의 총 판매량은 118백만 리터이다. 바이오연료 

가운데 바이오디젤은 33백만 리터, 28.0%를 차지하며 나머지 85백만 리터, 

72.0%는 바이오에탄올이다. 그런데 2006. 1.~ 5까지의 판매량이 71백만 리터로 

전년 동기 39백만 리터보다 32백만 리터, 82.1%가 증가하고 있다13. 특히 바이

오디젤의 경우 같은 기간 10백만 리터에서 39백만 리터로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바이오에탄올의 경우 29백만 리터에서 32백만 리터로 증가하

다.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진행된다면 바이오연료의 비중 증가와 함께 바이

오디젤의 비중 증가가 예견된다.

2005년도 총 판매 바이오연료량은 국내 총 연료판매량 4백 90억 리터의 

0.24%이다. 이를 성분량으로 환산할 경우 그 비중은 0.18%수준이다. 거의 모든 

바이오연료는 EU 연료표준규격(European road fuel standards EN590과 

EN228)에 의해 5%이하로 혼합, 판매되고 있다.

5% 혼합 바이오디젤은 국내 138개 충전소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바이오

에탄올 역시 5% 표준규격의 혼합휴발유로 국 남동지역과 북서 지역 185개

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나아가 동부와 남서부 지역에 E85를 판매하는 11개 신

규 판매소가 개장하 다14.

12 DTI, UK Energy in Brief, July 2004
13 UK, UK Report to European Commission - Article 4 of the Biofuels Directive(2003/30/EC), 

1 July 2006
14 UK, UK Report to European Commission - Article 4 of the Biofuels Directive(2003/30/EC), 

1 July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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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국의 바이오연료 판매량(2005년)

단위: 백만 litres

월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총판매디젤 총판매휘발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2
2
3
3
3
3
4
3
4
3

5
5
4
7
8
8
4
12
7
8
13
6

1,703
1,961
1,717
2,046
1,862
1,944
1,944
1,932
2,015
1,943
2,013
2,103

2,050
2,181
1,900
2,234
2,197
2,223
2,166
2,146
2,261
2,102
2,092
2,143

합계 33 85 23,233 25,693

  주: 총판매 디젤과 휴발유에는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이 포함. 총판매디젤에는 도

로수송용 이외 판매량은 포함하지 않음.

자료: UK, UK Report to European Commission - Article 4 of the Biofuels Directive(2003/30/ 

EC), 1 July 2006

표 3-2.  부피와 성분환산 국 바이오연료 판매비중(2005년)

단위: 백만 litres, %

구분 2005 총판매 총판매에서 부피기준 총판매에서 성분량기준

바이오디젤  33 0.07% 0.06%

바이오에탄올  85 0.17 0.12

바이오연료 합계 118 0.24 0.18

  주: 성분환산시, 부피에 대한 바이오에탄올 환산치는 68%, 바이오디젤은 92% 가정

자료: UK, UK Report to European Commission - Article 4 of the Biofuels Directive(2003/ 

30/EC), 1 July 2006

표 3-3.  국의 재생 가능 전기 목표비중과 실현수준 비중

목표수준
(재생 가능 전체)

실현수준

재생 가능 전체 RO 바이오매스 이용

2010 10% 2003 2.67% 2003 1.54%

2020 20% 2004 3.58% 2004 1.85%

자료: UK, UK Report to European Commission - Article 4 of the Biofuels Directive(2003/30 

/EC), 1 July 2006 내용을 표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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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 정부는 2000년 1월 국에서 공급되는 전체 전기 가운데 일정부

분을 재생 가능 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10년까지 전체

의 10%를 나아가 2020년에는 이 비율을 20%까지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기를 

생산한다는 포부이다. 

그런데 재생 가능 에너지가 차지하는 전체에서의 비중이 3.58%인데 이 가

운데 바이오매스에 의한 재생 가능 에너지는 51.7%이다. 재생 가능 전기에서

의 비중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전체 전기생산에서 1.85%

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촉진정책

2.1. 정책의 기본 개요

국의 21세기 에너지정책 기본 방향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에너지 

백서15이다. 이 백서에 의하면, 국은 에너지 사용량의 거의 50%를 이미 외국

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가스 수입국이 될 것이며 2010년경에는 석유

의 수입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2020년에 국은 1차 에너지 수

요의 3/4을 수입 에너지에 의존하게 된다. 이럴 경우 국은 에너지의 가격 변

동에 대해 매우 취약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세계 자원국가와, 그

리고 국가 내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성, 규제 실패 등은 공급의 불안정성을 증대

시킬 것이다. 따라서 우선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에너지가격과 공급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에너지 다양화이다. 

15 DTI, Energy White Paper- Our energy future-creating a low carbon economy, Feb.,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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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국 정부는 2010년 전기 생산 가운데 10%16를 재생 가능 자원

으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제시하 다. 이것은 총 39TWh/year와 같은 량이다

(이것은 현재, 2010년 총 에너지 생산이 371~390TWh/year라는 예측하의 량

임). 물론 이것은 에너지소비와 에너지 효율성 증가를 고려한 것이다. 나아가 

백서에서 국 정부는 2020년 이 비율을 20%로 올리는 야심 찬 계획도 제시

하고 있다. 

10% 재생가능에너지 목표가 달성되면 이산화탄소는 연간 약 2.5MtC 정도

를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20% 대체라는 희망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3~5 MtC를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국 오염 관련 왕립환경위원회

(Royal Environment Commission on Pollution)17의 추천에 따라 2050년까지 이

산화탄소의 배출량을 60%까지 줄이는 목표도 담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의 중요한 기대역할인 기후 변화에 관련된 것으로 “ 국 기

후 변화 프로그램(CCP: The 2000 UK Climate Change Programme)”을 들 수 

있다. 국 정부는 이미 2008~2012년 사이 GHG 배출 가운데 12.5%를 줄인다

는 교토의정서를 인준하 다. 나아가 정부의 프로그램에서는 2010년 당시 

1990년 수준에서 20% 줄이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 국 정부는 현재 위 CCP

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국 정부는 “재생가능자원혁신 

검토(The Renewables Innovation Review)”를 통해 관련기술의 정립, 장애 요인 

추출과 정책 수단 강구, 관련 사업에 대한 정책과 자금지원 장안 등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16 10%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가능에너지로부터 대체로 약 10,000메가와트(megawatts)를 

충당해야 함. 이것은 3,000~5,000개의 풍력터빈(wind turbines)에 해당하며, 2백개의 50메

가와트짜리 바이매스발전소에 해당.
17 Royal Commission on Environmental Pollution, Biomass as a Renewable Energy Source, 

2004,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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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련 주요 정책

2.2.1. 재생가능에너지 의무구입제도(RO: The Renewables Obligation)

국 정부는 2000년 공공사업법(Utilities Act 2000)의 규정에 의해 만들어

진 훈령(Order: statutory Instrument)에 의해 2002년 4월 재생에너지 의무구입

제도(RO: Renewables Obligation)를 도입하 다. RO 제도는 1990년 주요과학

자 연합(Union of Concerned Scientists)과 미국 풍력에너지협회(American 

Wind Energy Association)가 1990년대 중반에 고안한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메카니즘18의 한 예이다. 

RO에 따르면 국과 웨일스에서 허가된 전기공급자들의 경우 그들이 공급

하는 전기의 일정부분을 반드시 재생 가능 자원으로부터 생산한 전기로 공급

해야 한다. 스코틀랜드(ROS: Renewables Obligation Scotland)에서도 같은 내용

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에서는 2005년에 자신

의 지역에만 적용하는 재생에너지 의무구입제도를 도입하 다. 이 제도는 15년 

동안(2015/2016) 장기적으로 실시될 것이다.

RO제도하에서 2005/2006년의 할당치는 5.5%인데,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하

여 2015/2016에는 15.4%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무구입제도하에서 재

생 가능 자원으로부터 생산한 전기에 대해서는 기후 변화부담금(Climate 

Change Levy)이 면제되고 2010년까지 매년 10억 파운드씩 관련 산업에 자금이 

지원될 것이다.

18 국내에서 “재생에너지의무할당(구입)제도”라는 이름으로 불림. 중요한 특징은 시장실패를 

바로잡거나 장애를 극복, 혹은 전기산업이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정책 목표달성을 경쟁적

인 시장에 의존한다는 것임. 요소의 하나는 RECs(renewable energy credits)이며 자세한 내

용은 아래의 논문을 참조. Radar N, Norgaard R, Efficiency and Sustainability in 

Restructured Electricity Markets; The Renewables Portpolio Standard, The Electricity 

Journal, 1996: July; 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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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국의 연도별 RO 비율

기간
허가공급자의 

추정판매량(TWh)
총의무구입량(TWh) RO 비율

2001/2002 310.9

2002/2003 313.6 9.4  3.0

2003/2004 316.2 13.5  4.3

2004/2005 318.7 15.6  4.9

2005/2006 320.6 17.7  5.5

2006/2007 321.4 21.5  6.7

2007/2008 322.2 25.4  7.9

2008/2009 323.0 29.4  9.1

2009/2010 323.8 31.5  9.7

2010/2011 324.3 33.6 10.4

2011/2012

 주: 2011년 이후 수치는 국 defra 홈 페이지 자료와 달라 기재하지 않음.

GB: England and Wales

Connor, P.M., UK renewable energy policy: a review,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 7(1), 2003, PP65~82

한편 재생 가능 에너지로서의 전기(megawatt hour)는 거래가 가능하다. 이것

을 재생가능에너지 의무사용인증서(ROCs: Renewables Obligations Certificates)

라 부른다. 국에서 전기공급자에게 주어진 RO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19은 세 

가지가 된다. ① ROCs를 구매하는 것, ② megawatt hour당 30파운드의 구매가

격(buyout price)20을 지급하는 것, ③ 앞의 두 가지 방법을 결합하는 것이다. 

2.2.2. 비화석 연료 에너지 의무구입제도(NFFO: The Non-Fossil Fuel 

Obligation)

이 제도는 재생에너지 의무구입제도(RO)가 시행되기 전에 시행된 비화석 

연료를 이용한 전기생산자에 대한 지원제도이다. 재생 가능 NFFO제도21는 원

19 관련 내용의 관리조직은 OFGEM(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임.
20 가격은 국 소매물가지수(RPI: Retail Price Index)의 변화에 따라 변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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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 발전22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제도이며, 전력산업의 사유화 과정에서 

구상된 제도라는 성격도 있다. NFFO는 1989년 에너지법(1989 Energy Act)에 

근거하고 있는 데 관련된 규정에는 특별히 재생 가능 에너지의 종류, 기한, 용

량이나 기술 등을 구체화하지는 않고 있다. 

NFFO제도 아래에서 국 정부는 1990년부터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북돋기 위해 고정된 기간 재생가능자원으로 생산한 에너지에 대해 특별지원

(premium payments)을 제공하여 산업을 지원했다. 즉 비화석연료 에너지 구매국

(The Non-Fossil Purchasing Agency)에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부과금(Fossil Fuel 

Levy on electricity: 전기요금의 10%)을 징수한 후, NFFO23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생산된 전기가격에 대해 특별가격(premium price)을 인정하고, 그 가격과 월평균 

통합가격(average monthly pool purchasing price)과의 차액에 대해 징수한 부과금

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하여 

추가부담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보증 가격은 <표 3-5>에서와 같이 NFFO 훈령 차

수에 따라 낮추어 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간접 유도하고 있다24.

표 3-5.  국의 NFFO 보증가격

기술 NFFO2(p/kWh):1991 NFFO3(p/kWh 평균):1994

풍력 11
4.32(1.6MW DNC+)

5.29(under 1.6MW DNC)

수력 6.00 4.46

Landfill Gas 5.7 3.76

Waste Combustion 6.55 3.84

다른 연소 5.9 5.07

하오수(sewage) 가스 5.9

평균 7.2 4.35

DNC: Declared Net Capacity

자료:Mitchell, C., The renewables NFFO: a Review, Energy Policy 23, 1995, PP1077~1091.

21 이 제도는 발전차액제도(Feed-In Tariff)와 유사한 제도
22 국에서 1989년~1996년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부문이 사유화되었음.
23 NFFO는 잉 랜드와 웨일스에 적용되었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각각 ROS와 

NI-NFFO 가 적용되었음.
24 NFFO5에서의 풍력 단가는 2.88p, 수력은 4.08, Landfill Gas 는 2.73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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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FO는 수차에 걸친 훈령을 통해 시행되었는데, 1998년 이후 추가적인 계

약은 중단되었다. 그러나 계약기간－최초 8년이었으나 훈령의 차수에 따라 계

약기간은 다양－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이 제도의 적용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

편 현재 국 내에서는 RO와 NFFO가 병존하기 때문에  RO에 대한 NFFO계

약의 적합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국과 웨일스(NFFO 1~5) 혹은 RO 내에

서의 NFFO 이행약속 아래 건설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그것이 의무 사

항의 요구조건에 적합할 경우 RO로써 적정하다는 인정을 받고 있다.

NFFO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평가25와 함께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적어도 

단기간에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기술을 촉진하고 시설과 용량의 확대에 기여

했다는 점,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 등은 널리 인정되고 있

다.26 

2.2.3. 재생 가능 수송연료 판매의무(RTFO: Renewable Transport Fuel 

Obligation)

국 정부는 2005년 11월 새로운 재생 가능 수송연료 대한 의무비율 판매

제도(RTFO: Renewable Transport Fuel Obligation)를 발표하 다. 재생 가능 수

송용 연료는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을 의미한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전기에 대한 의무할당 판매제와 유사한 제도를 수송용 바이오연료에 적용한 

것이다. 즉 수송용 연료를 판매하는 모든 공급자들은 판매연료의 일정 비율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얻은 수송용 연료로 대체해야 한다는 법적인 규정

이다.

25 Dan van der Horst, UK biomass energy since 1990: the mismatch between project types and 

policy objectives, Energy Policy 33, Elsevier, 2005
26 Mitchell, C., The renewables NFFO: a Review, Energy Policy 23, 1995, PP1077~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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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국의 RTFO 의무 수준

재정연도 의무수준(물량기준) 기대치(성분기준:추정)

2008/09 2.5% 2%

2009/10 3.75% 2.8%

2010/11 5% 3.5%

  주: 의무수준 수치는 Volume basis에 의한 것임. 기대치는 주된 연료가 바이오디젤이 

될 것이며 그것을 고려한 성분기준의 기대치를 추정한 것임(본문 내용에서 발췌)

자료: UK, UK Report to European Commission - Article 4 of the Biofuels Directive(2003/30/ 

EC), 1 July 2006

제시하고 있는 앞으로의 목표치가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다. 통합적으로 제시한 국의 RTFO 목표치는 2008/9년 총 연료판매

의 2% 정도, 2009/10에 2.8% 정도, 2010/11에 3.5% 정도이다. 이 수치는 EU 

전체의 5.75%에는 못 미치지만 국내 바이오연료의 증가는 뚜렷할 것이다. 

특히 국 정부는 향후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비용, 기술발전, 연표표준화, 인

프라 구축 등이 제공된다면 당초의 목표 5%를 넘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2.2.4. 바이오에너지 자본보조사업(Bioenergy Capital Grants scheme) 등

국 내에서 열과 전기생산 원료로 바이오매스를 도입(deployment)하려 할 

경우 ￡66백만 한도 내 바이오에너지 자본보조사업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현

재 이 사업으로 Lockerbie(43MW)와 Wilton(30MW)의 전기발전소 건설이 지원

되어오고 있으며, 2007년에 완결된다.

기타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 관련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바이오매스 

보일러에 대한 capital grant scheme(처음 5개년 자본보조사업으로 처음 2년에 

걸쳐￡10~￡15백만 자금지원- 이전에는 Bioenergy Capital Grants Scheme 이

란 사업으로 제공), Biomass Energy Center의 설립(정보, 교육조직),  관련 연구

사업 등이 국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EU 바이오연료 표준(Fuel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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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s)이 바이오디젤과 에탄올에 혼합비율 5%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따

를 경우 2010년 5.75%의 달성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 

정부는 검토하고 있다. 사실 현재 일부에서 사용하는 E85는 5%의 범위를 벗어

나고 있다.

2.2.5 연료부담인센티브와 자본금 세공제(Fuel Duty Incentives & Enhanced 

Capital Allowance)

연료부담 인센티브는 RTFO 실시 이전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는 바이오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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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에 리터당 20pence의 차등 부담금 인센티브(면제)를 적용해 왔으며 바이

오연료 시장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2006년 여기에 관련 산업에 대한 확실성 보증을 강화하기 위해 

RTFO 아래 재정적 지원제도로 리터당 20pence의 연료부담인센티브를 2008/9

년까지 연장하 다. 아울러 연료회사에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연료 리터당 추가매입가격(Buy-out price)은 15pence로 하 다. 

따라서 바이오연료에 대한 결합된 지원 규모는 의무 이행 기간 첫해에 리터당 

35pence가 된다. 이와 같은 바이오연료를 위한 35pence의 지원은 2009/10년까

지 적용될 것이며, 2010/11년에 30pence로 줄 것이다. 

자본금 공제도 강화되고 있다. 일정한 탄소 관련 품질 기준에 합당한 바이

오연료가공시설에 대해 2005년 12월 국 정부는 자본금 공제 사업을 공표하

다. 이 제도는 첫해 자본자산 비용의 100%를 세부부과 이윤으로부터 공제하

여 주는 것이다. 소득세 지원(인센티브)과 유사한 제도이다.

2.2.6. 공급 인프라 정부보조와 이용촉진(Government grant programmes)

국 정부는 EU의 승인지원사업인 도로수송수단을 위한 대안적 연료공급

주유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연료공급 인프라 보조 프로그램(Refu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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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structure grant programme)을  2005년 7월에 수용하 다. 그리고 2005년 

8월부터 전격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지원제도의 내용은 연료

보급소(주유소)를 만드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이 사

업의 대상으로 바이오연료가 포함되어 있다.

바이오연료의 소비 촉진을 위한 정부기관 자동차의 바이오사용도 권장되고 

있다. 2005년도에 정부와 산하기관(GCDA: Government Car and Dispatch 

Agency) 모든 자동차의 바이오연료 사용이 추진되고 있으며,  모든 신규 정부

의 차량은 5%의 바이오디젤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산하기관 

차량의 경우 런던중심 수송운반차는 모두 5% 바이오디젤혼합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많은 지방정부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경찰 차량 등에서도 사용하

고 있다.

위 외에도 지역 행정단위의 선택적 지원보조(Regional Selective Assistance 

Grants), 오일 정제소에서의 채유(vegetable)에 대한 직접정제 지원－소규모 가

공업소에 대한 세금 메커니즘을 통한 지원－등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

2.2.7. 저탄소건물 지원프로그램(Low Carbon Buildings Programme; LCBP)

LCBP는 기존의“Clear Skies and Solar PV programme”을 대체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향후 3년에 걸쳐 시행하게 되는 제도이다. 이 프로그램은 건물로부터의 

이산화탄소배출을 보다 포괄적으로 줄이는 것을 지원하고 관련 기술과 비용의 

감축, 타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강화 등의 목적 아래 시행하고 있다. 탄소배출과 

관련된 일반 가정, 학교, 공공시설과 회사 등의 소규모발전(microgeneration) 기술

에 대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지원(grants)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소규모 

발전이란 단독의 저탄소 열 혹은 전기의 생산을 의미한다. 

LCBP의 대상은 당연히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 태양열 전지(Solar 

Photovoltaics), 풍력 터빈, 바이오매스 등이 포함된다. 자금의 지원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주체, 다른 하나는 내용으로 분류하여 지원 규모

를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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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LCBP의 지원 재원규모(2006년도:DTI)

지원형태1(Stream 1.) 지원형태2(Stream 2.)

가정세대 6.6백만 파운드 구형 일부교체(retrofit) 6

공공단체 4 신축, 교체 12

합계 10.5 합계 18

  주: 이 외에도 5천만 파운드가 조성되어 추가 지원될 예정임.

자료: http://www.est.org.uk/housingbuildings/funding/lowcarbonbuildings/faq/

일반 가정에 대한 지원의 경우, 바이오매스의 경우는 두 가지인데, ① 난방

용 펠릿 히터나 스토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 25% 범위 내에서 

크기에 관계없이 최대 600파운드까지 보조된다. ② 나무이용 보일러의 경우에

는 VAT를 제외한 30% 범위 내에서 크기에 관계없이 1,500파운드까지 지원된

다. 공공단체의 경우에는 현재 최대 50,000파운드인데 향후 설치비용의 50%까

지 증가할 예정이다. 시설의 내용에 따라 지원의 규모가 다른 데, 일부구형교체

의 경우 큰(large) 경우 프로젝트당 100,000파운드, 신축 혹은 중요 완전교체의 

경우 프로젝트당 1백만 파운드까지도 가능하다. 

2.2.8. 탄소연구소(Carbon Trust)설치, 운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 정부는 2003년 에너지 백서에서 2050년까지 탄소

의 방출량을 60% 감소시켜 바야흐로 “저탄소경제(A Low Carbon Economy)”

를 구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여기에 관련된, 

이러한 일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아내고 정리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 정부는 탄소연구소(Carbon Trust)를 설치, 운 하고 있다. 

탄소연구소는 2001년 국 정부의 지원에 의해 설립된 비 리조직으로 기

후 변화부담금(CCL: Climate Change Levy)를 통해 운 재원이 조달된다. 탄소

연구소의 주요 임무는 CO2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효율 증대, 저탄

소 이용기술 개발과 이용확대,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기술, 제

도, 경제적인 장애물의 제거에 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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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프로그램들은 다양하다27.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저탄소 혁신프로그램(LCIP: Low Carbon Innovation 

Programme)28이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단․중․장기 신저탄소기술의 개발

에 있다. 저탄소경제로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특별기술에 대해 자금을 투입

하여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다. 문제 해결방식의 R&D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3. 바이오매스 관련 주요정책

3.1. 농촌환경부 정책 분류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서의 바이오매스와 이에 대한 국 정부의 지원정책

은 재생가능에너지 차원에서 여러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앞에서 몇 가지 

제시한 재생가능에너지 개발과 이용에 관련된 정책 내에서도 예외 없이 바이오

매스에 의한 에너지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바이오매스에 관련된 정책은 종

류와 지원내용이 대단히 많은데, 여기에서는 농촌환경부(defra: Dept. for Envi- 

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에서 지원되고 있는 주요 정책들만을 정리하

다. 

국 농촌환경부에서 시행하는 많은 정책 가운데 바이오매스와 직접 연관

된 정책은 국 농촌개발 프로그램(England Rural Development Programme)이

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제도는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토지중심지원제도와 프로

젝트 중심의 지원제도이다<표 3-8>.

27 Enhanced Capital Allowances Scheme, Technology Acceleration Projects, Incubator 

Programme, Venture Capital etc
28 Connor, P.M., 2003, UK renewable energy policy: a review,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 7(1),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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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국 농촌개발프로그램내 지원제도 분류

분류기준 지원제도

토지중심지원제도

(Land-based Scheme)

환경보호(Environmental Stewardship), 농촌보호지원제

도(Countryside Stewardship Scheme), 에너지작물지원

제도(Energy Crops Scheme: Establishment grants(조성

지원)), 농장조림특별지원제도(Farm Woodland Premium 

Scheme), 유기농지원제도(Organic Farming Scheme), 임

지보조제도(Woodland Grant Scheme) 등

프로젝트중심지원제도

(Project-based Scheme)

가공과 시장지원제도(Processing and Marketing Grant), 

에너지작물지원제도(Energy Crops Scheme: Short- 

rotation Coppice producer Groups), 농촌기업지원제도 등

자료: defra 홈페이지 내 “ERDP Scheme Introduction”

3.2. 농촌환경부 주요정책

3.2.1. 에너지작물지원제도(ECS: Energy Crops Scheme)

에너지 작물 지원제도는 재배조성에 대한 지원과 주체에 대한 지원, 즉 임

지조성 지원(Establishment grants)제도와 생산자 조직지원(Producer Group)제

도가 있다. 

임지조성 지원(Establishment grants)제도하에서 지원되는 작물은  단기순환

목(SRC; short rotation coppice, 버드나무와 포플러)29과 억새류(miscanthus)30이

며, 이들 작물재배를 위한  묘목의 구입, 식재, 육림 등의 비용을 조성 첫해에 

지원하는 것이다. 단벌기 맹아림의 경우 1,000파운드/㏊, 억새류의 경우 920파

29 보통 2~5년 주기로 수확, 통상 3년 주기, 30년까지 수확 가능, 첫 번째 수확이 연간, 헥타

르당 건조중량으로 7~12톤 수확 
30 최소 15년 동안 매년 수확할 수 있는 작물, 대개 3년차에 헥타르당 10~13톤, 피크기에는 

20톤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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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드/㏊가 보조 지원된다. 단기순환목을 가축용 농지에 조성할 경우 더 높은 지

원율, 즉 1,600파운드/㏊가 CAP 개혁하에 검토되고 있다. 기본적인 지원 조건

을 보면, 우선 이들 작물은 최종적으로 에너지용으로 이용되어야 하고, 그렇게 

사용한다는 증명이 필요한데, 바이오매스 발전소, 열병합발전(CHP) 이용 공공

단체의 에너지 계획, 가정이나 소기업을 위한 열 등이 포함된다. 최종 이용자는 

작물로부터 적절한 거리 내에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소형시설은 10마일, 

발전소는 25마일 이내이다. 그리고 재배규모는 최소 3㏊이다. 이 지원은 농촌

환경부와 5년 계약을 통해 발효된다. 

생산자조직 지원(Producer Group)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종 에너

지로 이용하기 위해 단기순환목31을 재배하는 사람들에 의해 법적으로 조직화

될 수 있다. 재배나무의 수확, 저장, 가공 등을 같이 작업하기 위한 이들 조직에 

대한 지원은 그룹당 최대 200,000파운드이다. 이 지원자금은 전문장비의 구입

(purchase of specialist equipment; 예컨대 수확기), 인건비(staff costs), 특별 부

담금(specialist fees), 사무실 운 (office accommodation), 저장시설(Storage fa-

cilities), 제한된 교육(Limited training), 광고와 홍보(publicity and promotion)에 

사용될 수 있다. 이 지원 역시 임지조성 지원(Establishment grants)제도의 조건

과 같은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조건하에서 사전 혹은 사후에 해당조직은 농촌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역시 5년간의 계약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

3.2.2. 국 임지 보조제도(EWGS: English Woodland Grant Scheme)

이 제도는 농장조림 특별지원제도(Farm Woodland Premium Scheme)32와 

임지보조제도(Woodland Grant Scheme)33를 통합하여 계승한 제도이다. 보조금

31 억새류(miscanthus) 생산자 조직에 대한 보조지원은 Bio-energy Infrastructure Scheme하에

서 이용이 가능 
32 현재 중단된 제도. 농장 육림지에 대한 식재를 통해 환경을 강화하려는 목적하에 운용되

었던 제도임. 새로운 생태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성을 증가시키며, 농촌 풍광을 개선하다

는 목적하에 농장 육림지의 식재를 촉진해서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하에 지원된 제도임. 

지원이 10년에서 15년까지 이뤄졌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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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하는 주요 목적은 신규 조림과 기존의 임지 관리를 지원하는 데 있으며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EWGS 내에는 6개의 세부지원제도 있다34. 임지의 조성 계획부터 조성작업, 

재조성작업, 관리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준비되어 있다. 임지 조성을 희망하거

나 재조성을 원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쉽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WGS제도는 지역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운용되는데, 스코틀랜드에서는 

“Scottish Forestry Grants Scheme”35, 웨일스에서는 “Better Woodlands for 

Wales”36 이다. 웨일스에서는 임목지에 대한 새로운 보조지원 시스템이 현재 

강구되고 있고, 2006년 도입될 것이다. 이것은 임목지에 대한 장기 경 계획에 

기초하여 수립될 것이다. 북아일랜드는 단시순환목의 식재에 대해 산림청

(Forestry Service)에서 보조지원하고 있다.

3.2.3. 바이오 에너지 인프라 지원제도(Bio-Energy Infrastructure Scheme)

이 제도는 바이오 에너지의 최종사용자에 필요한 공급망을 구축37하는 것, 

즉 에너지 작물과 목질연료의 공급, 가공, 저장과 수확 등을 돕기 위해 농민, 

임업인과 기업에 주어지는 지원제도이다. 거의 모든 에너지 가능 바이오 작

물38이 지원 대상이다. 

33 농장조림특별지원제도(Farm Woodland Premium Scheme)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제도를 위

해 2004. 6. 28일자 종료됨. 역시 농촌지역 경제 부흥과 직업 제공, 농업 대신 다른 용도로

의 토지 이용 제공 등의 목표가 있음.
34 Woodland Planning Grant, Woodland Assessment Grant, Woodland Regeneration Grant, 

Woodland Improvement Grant, Woodland Management Grant, Woodland Creation Grant 
35 현재 중단, 수정 중에 있으며 2007년 재도입될 예정
36 새로운 지원시스템이 강구되어 2006년 실시 예정
37 이 보조지원자금은 바이오매스를 재배할 때 사용이 불가하며, 바이오매스 생산보다 다른 

목적의 장비, 예컨대 표준수송로리(standard transport lorries) 혹은 트랙터 등에 사용이 불

가능
38 SRC(willow, poplar), Miscanthus, Grass(Switch grass, reed canary grass, prairie cord grass, 

rye grass), Woodfuel, St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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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바이오 에너지 인프라 지원 가능 내역

작물종류 지원 가능 내용

억새류, 

잔디, 짚

○생산자그룹 조직화 행정비용: 3개년 연차별로 각 각 100%, 80%, 

60%까지

○생산자그룹과 기업 특수자본 40%까지

○생산자그룹과 기업 주문 특별장비설치 엔지니어 비용 12%까지

○훈련비: 중소규모 생산자그룹과 기업 50%까지 최대 10만유로(3년), 

대규모 3년 최대 10만 유로

단기순환목, 

목질계연료

○생산자그룹 조직화 행정비용: 3개년 각 각 100%, 80%, 60%까지, 

3년 최대 10만 유로

○생산자그룹과 기업 특수자본 40%까지

○생산자그룹과 기업 주문 특별장비설치 엔지니어 비용 12%까지

○생산자그룹과 기업 특별장비 렌트시 3개년 연차별로 각 각 100%, 

80%, 60%까지, 3년 최대 10만 유로

○훈련비: 중소규모 생산자그룹과 기업 35%, 대규모 25%까지

농민이나 임업인이 생산자 단체를 조직할 경우, 비용용도는 조직 구성에 소

요되는 행정비용, 사무실과 사무실 집기, IT장비의 임대 또는 구입비용 등까지

도 가능하다. 농업인, 임업인, 기업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특수 

장비와 전처리장비(건조기, 칩핑기)의 구입, 저장고와 주차장 구입비, 훈련비 

등에 지원 받을 수 있다. 

작물의 종류에 따라 지원 가능 금액이 달라지는데 <표 3-9>와 같다. 자금의 

용도에 따라, 조직과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른 기준을 세워 놓고 있다. 이 자금

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촌환경부와 5년 계약이 필요하며 보조지원은 3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된다.

4. 시사점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선진 각국은 많은 노력을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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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 바이오매스 이용을 높이기 위한 주요 목적은 화석에너지의 대체와 

지구 온난화 방지, 농산촌 지역 활성화 등에 있다. 특히, EU에서는 농업이 

4F(Food, Feed, Fuel and Fiber)를 다루는 산업임을 강조하며, 특히 에너지 공급

을 중요한 역할로서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거의 고려하지 않았던 “에너지원

으로서의 농업”을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나라 농업에도 많은 시사

점을 준다.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현실과 개방화에 따라 농산촌 분해가 

가속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강화하는 것은 농산촌 활

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의 바이오매스 이용촉진 정책을 개관하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는 시

사점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국은 상당한 화석연료의 생산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차의 자원고갈

문제와 지구 온난화 방지 등을 위해 대체에너지 개발에 노력해 오고 있다는 점

이다. 적어도 1990년부터는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육성 차원의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둘째, 우리와 달리 바이오매스라는 자원의 개발에 통상산업부(DTI)와 에너

지부(DOE) 뿐만 아니라 농촌환경부(Defra)에서도 적극 지원책을 강구, 시행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오매스의 자원이 농업으로부터 생산되기 때문에 당연

히 농촌환경부가 정책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는 자세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새롭다.

셋째, 초창기 바이오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해 의무 이용 할당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과거 전기 중심의 의무할당제를 2005년부터는 수송용 연료에

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 강제적 제도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설(capital)지원, 가격 지원 등 보조적인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넷째, 적어도 상당 기간 바이오매스의 개발과 시장화에 필요한 지원, 특히 

직접적인 보조와 세제감면 등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럽의 농

업정책(CAP)에서조차 여기에 관련된 지원을 용인하는 것을 보면 선진국에서

조차 아직은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점과 함

께 바이오매스자원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정한 결과가 아닌가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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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진 지원과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

련 시설과 교육훈련까지, 포괄적인 비용(훈련비까지도 포함)을 지원하고 있다

는 점이다.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필요한 보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섯째, 국내 지역적인 특성을 반 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연 바이오매스 이용의 지역적 차별화가 가능한지, 유리한지

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국의 지역적 차별화 정책은 분명 정책의 

지역적 탄력성 부여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은 바이오매스와 바이오에너지의 생산, 이용 촉진을 위해 

지금도 꾸준히 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의무 전지 할당제에 이어 

2005년에는 수송용 연료의 의무할당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했고, 가격 우대제

도, 인프라 지원 제도 등을 쉼 없이 도입, 수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바이오매스를 에너지 생산에 이용하도록 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장애들이 있다. 일반적인 바이오매스자원의 특징인 지역적 범위의 분산성

과 소량성, 그로 인한 수집․운반 비용의 과다는 피할 수 없는 장애이다. 여기

에 고효율의 에너지를 얻는 데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형적

으로도 경사가 급한 산지가 많아 기계화 도입이 어려운 지역도 많다. 그러나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선진국들의 관련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고, 앞 다퉈 국가

적 차원의 개발과 이용전략을 수립, 집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역시 조만간 

이러한 필요성에 직면할 것이다, 이것은 바이오매스의 유용성만을 봐도 짐작이 

된다. 따라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촉진하는 데 당면한, 그리고 발생이 예측되

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검토와 대응책, 정책적인 관심과 연구개발이 필요하

다. 그러한 차원에서 국의 주요 정책에 대한 검토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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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내 바이오매스작물과 바이오에너지전환시스템에 대한 지원제도 요약

(2005. 9)

지원제도 지원내용 총지원예산 현재까지 지원 금액 사업추진내용 비고

조림보조

제도

(WGS)

기존 임지의 관리와 신규조

림을 지원하는 것.

지금 폐지되었음.

2006년까지 7년간 

￡139백만

임지관리: ￡46,248m

신규조림:￡43,956

(01/01/02-31/03/05)

임지관리: 224,037ha

신규조림: 25,952 ha

이 제도는 잉 랜드 

조림보조제도로 

계승되었음.

www.forestry.gov.uk

에너지작물 

제도

에너지작물의 조림을 지원

하기 위한 것. 

- 조림 보조금

- SRC 버드나무 생산

  자단체의 조직 및 운

  비용

6년간 ￡17.9백만
조림보조금: ￡1.3백만

생산자단체:￡545,000

157개의 조림보조:

- 억새 668ha

- SRC 660ha

생산자 단체가 착수한 

3개 프로젝트

조림 보조금:

- 억새 ￡920/ha

- 경작지 또는 목초지에 

SRC조림 ￡1000∼ 

1600/ha

-생산자 단체의 지원은 

개시 비용의  50%을 

지원함.

www.defra.gov.uk/erdp/

schemes

농지 조림 

제도

(FWS)

FWPS 시행에 앞선 시범사

업(1988-1992). 장기 협약

으로 운 .

2004-05에 ￡2백만 N/A 약 9,4000ha

농지조림특별지원

제도로 계승됨.

www.defra.gov.uk/

erdp/schemes

농지 조림 

특별지원 

제도

(FWPS)

잉 랜드 농촌개발 프로그

램(ERDP)의 일부이며.

WGS와 연계해야만 이용 

가능함. 농민에게 이전 농

업소득 수준을 지불함. 이 

제도는 폐지됨.

2006년까지 7년간 

￡77백만

(2004-05에 ￡8.5백

만 지출)

2001/01∼2004/05에 

￡42,584백만( 진행 중인 

FWS 사업지출을 포함)

1992년에 시작하여 

종료되는 2004/05까지 

조림 43,068 ha 승인

이제도는 잉 랜드 조

림보조제도로 계승됨

www.defra.gov.uk/

erdp/schemes

잉 랜드 

조림

보조제도

생물 다양성 또는 접근성이 

우수하여 공익성이 높은 지

역에 대하여 신규조림과 기

존 임지관리를 지원하기 위

해 보조함

WGS의 미집행 

자금

(01/04/06이후 신규

사업에 대해 ￡10

백만)

01.04.06이후 신규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01.04.06이후 신규사업

에 대한 자금지원

2005년 7월부터 적용

됨. WGS와 FWPS를 

계승하여 임업위원회

가 관리하는 프로그램.

www.foresty.gov.uk

바이오

에너지 

인프라 

지원제도

목재연료와 짚의 에너지사

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급망

과 시장 인프라 개발을 지

원함

￡3.5백만 ￡3.5백만 할당

이 사업은 공급망을 주로 다루며, 여기에는 

CHP, 열이용, 가스화, 기타 기술들이 포함된다.

www.defra.gov.uk/farm/acu/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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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대기

바이오매스 열을 포함하여 

재생에너지 기술의 도입을 

지원

2003-2006에 

￡12.5백만
c.￡8.2백만 할당

59개의 국내용 목재 

연료 사업에 ￡53,850를 

지원함.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61개의 지역 사업에 

￡1,347,550를 지원함

이 사업에는 25개의 목

재연료 보일러와 34개 

목재연료 스토브도 포

함됨

www.clear-skies.org

지역공동체 

에너지 

프로그램

자본을 보조하여 공공 분

야의 지역난방 계획을 지

원.

￡60백만 (지도 

사업 ￡10백만 

포함, 

05/06-07/08)

￡50백만 예산 가운데  

￡5.45백만이 바이오

매스에 대한 것임.

75개 지원사업중에서 12

개의 바이오매스 보조사

업이 승인됨. (16%)

이 분야에서 바이오매

스에 대한 관심과 중요

성이 증대하고 있음.

www.defra.gov.uk/

enviornment/energy

지역의 

재생에너지

구상

농촌개발청, 임업위원회,  

DTI가 자금지원함. 소규

모 재생에너지 생산을 촉

진하기 위해 지역기반 협

력구축을 위한 정보와 시

설 제공함. 

c.￡2백만

(2002-2006에는 

연간 c.￡500천)

c.￡1.5백만

89개 사업이 완료되었

고, 착수된 사업이 256

개. 3천건의 전화/전자

메일 등

잉 랜드의 대부분 지역

이 해당됨. 지나친 사전

규정을 피하기 위해 ‘소

규모’를 한정하지 않음.

www.country.gov .uk/ 

NewEntenterprise/

economies 

바이오

에너지 

자본보조 

제도

열, CHP, 발전에서 바이오

매스 시장개발을 위해 도

입됨. 또는 신규 고효율기

술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을 지원하기 위함

￡66백만 ￡25.6백만

바이오매스 난방 보일

러에 ￡4.2백만, 중소규

모의 바이오매스 발전

소에 ￡22백만,

대규모 발전사업에 

￡2.8백만 지원

www,dti.gov.uk/

renewables

Carbon 

Trust RD&D 

프로그램

저탄소 프로젝트를 위한 

연구개발 및 시연사업. 

이용 가능한 수치 

없음.

바이오매스에 ￡460천 

지원

30개 프로젝트 중 6개 

는 바이오매스 관련 

지원임.

탄소 저감을 위해 기존 

기술의 추가적인 개발

을 지원함. 

www.thecarbontrust.

co.uk/carbontrust

EU의 

공동농업

정책

휴경계획농지나 비휴경계

획농지에서 에너지작물을 

재배할 수 있음.

비휴경계획농지

에 €45/ha

2003년 휴경계획농지에 

에너지 작물 조성은 

1,822ha임

단기순환림과 억새류

www.defra.gov.uk/ 

farm/ag20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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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구입의무증서

(ROCs)

재생에너지 구입의무는 전력공

급자들이 공급하는 전력의 일부 

비율을 재생에너지원에서 구입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임.

이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2004/05년 4.9%에서 2010/11에 

10.4% 도달하게 됨. 재생에너지

의 ㎿h에 대하여 거래 가능한 

인증서를 발급함. 

2005/06의 구입가격은 ￡32.33/㎿h

해당되는 전기는 바이오매스를 직접 이

용하거나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의 전기이다. 2016년만료.

2004년 Ofgem 보고서에 의하면 바이오

매스는 ROCs와 SROCs의 16%를 차지

하고 있으며,  혼소는 14%를 차지하고 

있음

www.ofgem.gov.uk

www.dti.gov.uk/renewables 

배출권 

거래제도

(UK&EU ETS)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연간 목표를 수립하며, 기업들

은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효

율을 높이거나 저탄소기술도입, 

또는 배출허가권을 구입하여야 

함.

현행 제도의 거래가격:

UK ETS=c.￡2.50∼￡3.00/tCO2

                       (07/10/05)

EU ETS= €23.65/tCO2 (07/10/05)

UK ETS에 32개의 직접적 참여자가 있

으며 기후 변화협약의 참여자는 이 제도

를 이용하여 거래할 수 있음.

EU ETS는 2005년1월부터 운 되고 있

음.

www.defra.gov.uk/environment/climate

change 

기후변화

협약

(CCA)

협약은 정부(Defra)와 기업이 

체결함. 기업은 에너지 순소비

와 CO2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에

너지효율성 제고 또는 탄소저감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면세인증

서를 받음. 

42개 사업 분야에서 10,000개의 시설이 

협약하 음.

기업의 기후 변화협약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1)목표를 달성하면 

기후 변화부과금이 최대 80%까지 감소

된다.  2) 에너지 사용이 줄어 비용이 절

감된다.

부과금 면제 

인증서(LECs)

기업이 정부와 기후 변화협약을 

체결하면 기후 변화부과금의 일

부를 면제해 주는 것임.

부과금 면제인증

서는 기후 변화부

과금을 최대 80%

까지 줄여줌.

기후 변화부과금은 에너지 절약을 촉진

하기 위해 국 기업에 부과하는 에너지

세임. 이는 기업의 에너지비용을 약 15% 

높 음.

DTI 기술 

프로그램

기업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DTI의 기업지원체제인 

“공동연구”와 “지식이전 네트

워크”를 통해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

2005∼2008에￡32

0백만 

현재까지(2005년4월) 

1회의 공개경쟁으로

￡100백만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17개 프로젝트에 

￡9백만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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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독일 바이오매스 주요 정책과 전망

1. 독일의 기본여건

1.1. 지형

독일연방공화국은 북으로는 북해와 발트해에 접해 있고 남으로는 알프스에 

이른다. 크게 북독일 평야, 중부 구릉지대, 독일남서고지대, 독일남부 산악지대, 

바바리안 알프스로 구분된다. 

독일은 온대기후대에 위치하며 북서에서 동, 남동으로 가면서 해양성 기후

가 대륙성 기후로 바뀐다. 날씨 변동이 심하지만 온도의 일교차 변동과 계절변

동이 그리 심각하지는 않다. 연평균기온은 약 9℃이다39. 연중 고른 강우를 보

인다.

39 http://www.destatis.de/basis/e/geo/geotx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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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독일의 토지이용(2000.12.31)

농업용
53.5%

산림
29.5%

건물과 인접
공간
12.3%

수면
2.3%

기타
2.4%

전체면적

357,031km2

자료: Ststitisches Bundesamt 2003 (www.destatis.de)

독일 인구는 약 8,250만 명이다. 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인구는 약간 증가하

여 8,300만 명이 되었다가 2013년부터 감소하여 2050년에는 1963년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40. 

1.2. 토지이용

독일은 국토면적(357,031㎢)의 80% 이상에서 바이오매스를 생산하고 있는

데, 산업적으로 보면 주로 농업에서 생산된다41. 현재 독일 내 바이오매스의 이

용에 따른 경제성은 EU의 강력한 보조금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 보조가 없

을 경우 여전히 바이오매스 생산의 대부분이 경제성을 유지하지 못한다. 이는 

EU의 다른 회원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40 http://www.destatis.de/presse/englisch/pm2003/p2300022.htm, 이러한 전망은 여성 1인당 평

균출산율 1.4명, 신생아 남아의 기대수명은 81.1년, 여아의 기대수명은 86.6년으로 증가하

며 연간 순이민자수는 약 20만 명이라는 가정에 기초함.
41 <부록 4-2>는 독일의 농업생산과 소득에 관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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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독일의 수종별 산림면적 
단위: 1000㏊

a 참나무류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a b c d e f g h i j k

b 너도밤나무

c 기타 장기 활엽수

d 기타 단기 활엽수

e 독일가문비

f 젓나무

g 미송

h 소나무

i 낙엽송

j 틈새

t 기타 무림목지

자료: http://www.bundeswaldinventur.de/

 

그림 4-3.  독일 산림의 급별 면적
단위: ㏊ 

a    1-20년

1,286

1,778

2,160

1,541
1,391

981

597
350

236

0

500

1,000

1,500

2,000

2,500

a b c d e f g h i

b   21-40년

c   41-60년

d   61-80년

e   81-100년

f  101-120년

g  121-140년

h  141-160년

i   > 160년

자료: http://www.bundeswaldinventur.de/

농경지와 주거지 등을 제외한 산림에는 천연림으로 너도밤나무가 가장 많

다. 18세기 이전에는 인간에 의한 과다 이용으로 산림이 파괴되기도 하 으나, 

이 당시 지속 가능한 산림경  사상이 독일 내에 정립되면서 침엽수, 즉 독일가

문비와 소나무 등이 조림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숲이 재형성되었다. 최근 20년 

동안에는 많은 숲이 활엽수로 바뀌는 경향에 있다. 오늘날 독일에서 산림은 국

토면적의 30%를 차지하며(11.1백만㏊) 입목축적은 유럽에서 가장 높다(3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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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 

독일 산림의 급분포를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후 ․불 점령군에 의한 

대규모 벌채와 1972년(북부 독일), 1900년과 1999년의(남부 독일) 대형 태풍 

재해의 향을 반 하고 있다. 급Ⅲ(41-60년)의 산림비율이 높은 것은 차후 

40년간 벌채량이 증가할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독일 농림업에서 바이오매스의 중요성

2.1. 농업

독일 평균 농가판매수익의 60%는 축산에서 발생한다. 작물 생산과 원예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생산부문이다. 국가 공식적인 통계를 통해  에너지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42. 

부분적이지나 추가적인 재정지원으로 인해 바이오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생

산에 사용되는 농지의 전체 면적이 2003년 835,547㏊에서 2006년 1,561,000

㏊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농지의 13%이다. 2003~2006년 사에에만 무

려 87%라는 놀라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채와 에너지 식물생산

은 매우 크게 증가하 다. 주지하다시피 일반 농지에서 에너지 생산을 위해 

오일식물, 곡물, grass, 옥수수를 재배할 경우 EU로부터 45€/㏊의 보조를 받

고 있다. 

바이오에너지와 재생자원에너지 생산에 사용된 농지는 1.56백만㏊인데, 이 

가운데 1.1백만㏊에서 유채를 재배하여 바이오디젤 생산에 이용한다. 에탄올과 

바이오가스 생산에 사용하는 에너지용 곡물과 옥수수는 2005~2006년 거의 두 

배정도 증가되었다. 이들 대부분의 면적은 바이오에너지를 위한 것이다.43 국립

42 http://www.fnr-serve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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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자원청(FNR)은 2030년까지 추가로 4백만㏊의 농지를, 식량 생산과 자연보

호 필요를 줄이지 않으면서, 이러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44. 

  독일 내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100,000~120,000 톤의 식물성 기름이 화학제

품에 사용되었고, 30,000~45,000톤이 윤활유와 수성오일에 사용되었다. 바이오

연료 생산은 1993년 5,000톤에서 2003년 650,000톤으로 증가하 다. 비록 총량

은 작지만 그 증가량은 과거 10년 사이 100배 이상이어서 그 증가속도가 매우 

빠름을 알 수 있다.

표 4-1.  바이오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생산에 사용되는 농지, 2006 

단위: ㏊

작   물

일반 농지

휴경지 계에너지작물재배 보너스를 
받는 농지

유 채 610,000 172,000 318,000 1,100,000

아 마 3,000 1,000 3,000

해바라기 4,000 77,000 4,000

에너지곡물 옥수수 30,000 188,000 295,000

전 분 128,000 128,000

당 18,000 18,000

천연섬유 2,000 2,000

약용식물 10,000 10,000

계 805,000 360,000 396,000 1,561,000

자료: http://www.fnr-server.de/cms35/Statistik.64.0.html 

43 http://idw-online.de/pages/de/news173654
44 energie-server Newsletter, Ausgabe 58

http://energie.kjm2.de/ref.php?id=446ddbe28207ms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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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업

독일 숲의 약 46%는 130만 산주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소유 규모도 적다. 

대부분의 산주들은 농업에 종사하며 이들의 조직인 산림조합은 자조조직으로

서 임업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산림의 31%는 독일 주 정부가 소유

하고 있으며(Länder), 20%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이, 3%를 연방정부가 소

유하고 있다. 

목재는 독일 임업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물이다. 임업 소득의 90% 이상이 

산업용재의 판매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현재 목재시장을 규제하는 특별한 제

도가 없기 때문에,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목재가격은 임업소득에 직접 

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목재판매의 평균적인 명목수입은 오랫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45. 비교적 시장이 안정적이라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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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잠재적인 연간 수확량은 7,820만㎥(7.5㎥/㏊)이다.  Mantau(2006)46는 실제 

보유자원은 연간 5백만㎥ 정도이며, 현재 연간 생장증가도 1,000~1,500만㎥ 정

도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 추정은 독일에서 산업용재가 점차 희소해지고 있다

는 기업체들의 실제 보고서와도 부합한다. 이는 목재의 에너지와 새로운 가공

용도로(제재목, 펄프, 보드류 등) 쓰이는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Mantau는 목재업체들이 가공할 수 없어 에너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12백만

㎥의 추가적인 잠재력이 있다고 추정하 다(주로 직경 7㎝이하).  

<표 4-2>에 의하면 목질 바이오매스의 1/3은 이미 에너지용으로 쓰이고 있

으며 이중 절반은 가정에서, 나머지 절반은 열과 전기 생산 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다.  대규모 시설(>1㎿)에서는 주로 폐목재를 사용하고, 소규모 시설(15㎾-1

㎿)에서는 산림잔재를 50%까지 사용한다. 가정에서는 주로(85%) 장작을 사용

하며, 펠릿 오븐을 사용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45 http://www.nwp-online.de/nwp-fl-e.htm   
46 Mantau, U.(2006) Kampf um den Rohstoff Holz trotz riesiger Potentale? AFZ Der Wald 

3/2006, 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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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독일의 목재 생산과 이용, 2002
단위: 백만㎥

생  산 소  비

원목(제재용) 30.3 펄 프 6.4

펄프용재 17.2 보드류 산업 16.8

산림잔재 7.6 제재산업 29.9

제재 폐잔재 10.4 기타 원료사용 3.0

수피 2.2 에너지 > 1MW 9.8

기타 산업 폐잔재 3.4 에너지 < 1MW 3.4

폐목재 10.0 가정용 오븐 12.3

조경 폐잔재 0.6

계 81.7 계 81.7

자료: Mantau(2006)

3. 독일의 에너지 소비와 바이오매스의 기여

2005년에 독일의 1차 에너지 소비는 14,238PJ이다.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4.6%이며, 바이오에너지는 3.3%이다. 바이오에너지는 수송 

부문에서 3.6%, 열 부문에서 5.1%, 전기생산에서 2.2% 기여하고 있다47. 재생

에너지에너지에서의 비중이 그만큼 크다. 2005년에 에너지용 바이오매스 소비

는 2002년에 비해 거의 두 배가 되어 470PJ이다. 이렇게 증가한 것은 바이오가

스 생산을 위한 작물과 유채재배지가 크게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47 Auer, J. (2006) Bioenergy für die Zeit nach dem Ol. In: Proceedings "BBE-Fachkongress 

für Holzenergie" Sept. 28-29. 2006. Augsburg.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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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독일의 1차 에너지 소비구조, 2005 

석유
36.0%

기타
0.1%

핵에너지
12.5%

갈탄
11.2%

석탄
12.9% 천연가스

22.7%

재생에너지
4.6%

자료: http://www.erneuerbare-energien.de/inhalt/37730/36356

“바이오에너지 분야는 더 많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인

데, 특히 농촌 지역과 중소기업에서 그러하다.” 재생에너지의 날(2006년 4월 28

일) 아침에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 장관인 Peter Paziorek 박사는 말하 다. 

바이오매스는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이다. 곳곳에 풍력터빈이 

있고, 많은 가정의 지붕에 태양에너지 장치도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

은 바이오가스 시스템과 목질펠릿 난방장치에는 아직 익숙해 있지 못하다. 바

이오에너지는 재생에너지원이 공급하는 에너지의 거의 2/3를 차지한다.

Paziorek 박사는 “바이오매스는 다양한 데에 쓰인다. 열과 전기뿐만 아니라 

연료도 바이오매스에서 생산할 수 있다. 오늘날 식물성 기름, 바이오에탄올, 바

이오디젤과 같은 바이오연료는 연료 소비량의 거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조

만간 화석연료의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바이오매스는 주로 열 생산

에 이용된다. 2005년에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열의 95%는 바이오매스에서 

비롯되었다. 주요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은 목재인데, 이는 오븐과 난방장치, 열

병합발전소에서 이용된다. 작년에만도 목재 펠릿 난방장치의 수는 두 배가 되

어 3만이 되었다. 미래에 열은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는 바이오가스와 열병합발

전소에서 공급될 것이다.”48

48 http://www.bmelv.de/Pressrelease No.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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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에너지용 바이오매스의 소비, 2002 

단위: PJ/a

연료재, 165

바이오가스,
5.5

짚, 2.8

기타목질바이
오매스, 1.2

폐목재, 12

임산업폐재,
43

오니가스, 8

매립가스, 10

액체연료, 12

247 PJ/a

자료: http://www.fnr-server.de

<그림 4-5>에서 제시한 소비 자료는 Leible와 Kalber(2006)49이 추정한 바이

오매스 잔재량(건중량 7천만 톤)의 25%에 불과한 것이다. 특별히 에너지로의 

이용 잠재력이 높은 짚(21%), 액분(15%), 가정용 쓰레기(13%)는 지금까지 충

분히 이용되지 못하 다. 

3.1. 난방

연료재(材)로의 바이오매스는 독일에서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2005

년에 연료재의 에너지량은 201.6PJ이었다50. 지난 15년간 화로 기술이 크게 발

전하여 목재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술이 크게 편리해지고(연료를 하루에 한번 

투입함) 효율도 높아진 향이 크다. 

49 Leible, L. Kälber, S. (2006). Energetische Nutzung fester biogener Reststoffe. Informationen 

zur Raumentwicklung 1/1.2006, 43-54
50 http://www.erneuerbare-energien.de/inhalt/37730/3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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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현대적인 목재 가스화 보일러와 목질 펠릿 

자료: Dr. Kürsten

목재가스화 보일러에는 온도조절 흡입팬이 장착되었고, 정확한 양의 연소

공기가 1차 또는 2차로 전달된다. 이 기술의 진전으로 에너지 산출효율은 최대 

90%까지 상승하 으며 오염물질 배출은 법적 기준치 이하가 되었다. 완충저장

탱크는 연소효율을 크게 향상시키고 태양열 시스템과 함께 이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51. 

2006년 6월 1,200가구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장작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연료재이며(84%), 여전히 구형 화로와 보일러에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효율

성과 청정성이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재소 폐잔

재는 연료재로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다(11.2%). 톱밥으로 만든 성형탄

(Briquettes)은 2.8%, 우드칩은 1.1%, 펠릿은 0.9%로 가정의 목재난방 시스템에 

공급된다. 특히 의미 있는 현상은 아주 많은 사람이 나무를 이용한 난방에 관심

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52 

51 http://www.kuenzel.de/English/products/indexEP.htm
52 Freier, K.(2006).Das Marktanreizprogramm zur Fordenrung der Holzenergie im Warmemarkt: 

Status Quo und Handlungsbedarf. In: Proceedings “BBE-Fachkongress fűr Holzenergie” Sept. 

28-29, 2006, Augsburg, 171-185. Oral ad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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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독일 연료가격의 비교 

연료형태 연료가격 에너지 가격

 연료유  61.5€cent/ℓ(2006/03/28)  6.15€cent/㎾h

 천연가스  (2006/01)  4.80€cent/㎾h

 목질펠릿  170€t=17€cent/㎏  3.40€cent/㎾h(<5,000㎾h)

 짚펠릿  170€t=17€cent/㎏  3.61€cent/㎾h

 곡  물  105€t=10.5€cent/㎏  2.23€cent/㎾h

자료: Voss-Fels, P(2006): Presentation at the conference “Heating with grain and straaw” on 

May 5
th
, 2006 Messe Kassel

지금까지는 중요성이 높지 않았지만 목재 펠릿 난방 시스템은 연간 100% 

이상 성장하고 있다. 특히 연료재를 저장하는 공간이 부족하고 편리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도시 지역에서 그러하다. 2005년 가을 유가가 크게 상승한 이후 

겨울동안 목질 펠릿의 생산은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 고 일부 부족 현상이 나

타나기도 하 다. 

다양한 펠릿이용 기술의 발전은 현대화된 펠릿 보일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안 연료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짚과 기타 농업 폐잔재와 같은 다른 바이

오매스로도 만들 수 있지만 사이즈가 크고 품질이 낮아 특별한 화로를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다. 

일부 농업인들은 곡물을 이용한 현대적 펠릿 보일러를 이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펠릿 성형이 필요하지 않고 높은 열 가치와 도를 가지며 목

재칩이나 장작, 펠릿보다 에너지 가격도 낮기 때문이다<표 4-3>. 문제는 재(비

료로 이용 가능함)와 먼지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53. 

3.2. 발전

독일에서 바이오매스 전기생산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그림 4-7>. 2004~ 

53 http://www.getreideheizung.de/english/elink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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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독일에서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발전은 거의 두 배가 되어 13,114GWh

가 되었다. 대부분 전기는 목질계 폐잔재와 바이오가스로부터 생산되었다<그

림 4-8>.

그림 4-7.  독일의 바이오매스 전기생산 

단위: Gwh

자료: http://infografik.ea-nrw.de

그림 4-8.  독일의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전기 생산, 2005 

고형 바이오
매스(주로

목재)
35%

매립가스
17%

오수가스
7%

바이오가스
24% 액화바이오

에너지
1%

생폐기물
16%

자료: Bundesverband BioEnerg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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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독일에는 120개의 바이오매스를 연소하는 열병합발전(CHP, Combined 

heat and power)이 가동 중이며, 개별 플랜트는 전기생산용량이 최대 20MW에 

이른다. 4백만 톤의 바이오매스를 사용하여(대부분 폐기물과 폐목재) 약 

5,000GWh의 전기를 생산한다54. 폐목재를 연소하는 구형 발전소는 폐열이용에 

관심이 적은데 목재보존제와 중금속으로 오염된 나무들을 처리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돈을 벌기 때문이다.  

바이오매스를 가스화하여 발전하는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크게 확대되어 급

성장하는 바이오에너지 산업으로 독자적인 부문을 형성하 다. 2005년 말에 

2,700개의 바이오가스 시스템이 650MW의 전기를 생산하 다. 독일바이오가스

협회(FvB)에 따르면 2020년에는 바이오가스에 의한 전기설비용량이 9,500MW

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바이오가스는 농업에서 예상량의 80% 이상을 

공급할 수 있으며 에너지작물의 재배만으로도 60%를 공급할 수 있다. 

실제 독일에서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로워 섹소

니(Lower Saxony) 지역에는 430개의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있으며 총발전용량

은 265MW이다55. 그리고 200개가 승인과정 또는 건설 과정에 있다<그림 

4-9>. 주요 투입재는 옥수수와 액분이다. 전기생산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겨울 

난방과 여름 각종 건조작업에 사용하는 방안이 보급되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를 이용하는 복합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부록 4-5, 4-7>. 

그림 4-9.  하노버 근처에 건설 중인 바이오가스 생산설비 

촬 : Kürsten

54 http://www.renewables-made-in-germany.com
55 Report in "Hannoversche Allgemeine Zeitung" 2006. 6. 13.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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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말에 독일 바이오가스 산업은 시스템 설치에 6억5천만€를 투자하

고, 약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 다. 독일바이오가스협회는 2020년에 

85,000명이 이 부문에서 일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 다. 바이오가스 산업에 직

접 종사하는 것 외에도 농림업과 시스템 건설․관리 등 전체적인 가치사슬에

서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구조를 창출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56.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이용하는 특별한 방법은 오수 슬러지를 석탄과 함

께 혼소(co-firing)하는 것이다. E.ON Kraftwerke GmbH는 8개의 석탄연소 발

전소를 개조하여 40만 톤(건중량 30%) 이상의 오수 슬러지를 연소할 수 있도

록 하 다. 이 회사는 이 기술을 오수 슬러지 처리를 원하는 도시에 제공하고 

있다. 2005년 여름이후 독일에 오수 슬러지의 매립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E.ON

은 이러한 환경 서비스가 매력적인 틈새시장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E.ON

은 15,000MW의 용량을 가지고 공공 전기 수요의 거의 10%를 충족시키고 있

다57. 

3.3. 연료용(fuel)

연료 부문에서 바이오에너지는 전통적인 연료인 가솔린 또는 디젤을 대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채로부터 생산한 바이오디젤은 독일에서 바

이오연료의 가장 대중적인 형태이다. 이와 별도로 짚이나 당 또는 전분을 포함

한 식물에서 추출하는 바이오에탄올, 리그노셀룰로스를 포함하는 바이오매스

에서 추출하는 메탄올, 유기성 폐기물을 발효시켜 획득하는 바이오가스, 유채

와 해바라기, 기타 유지식물에서 추출하는 식물성 기름, 바이오매스를 이용하

는 합성연료(BTL, Biomass to Liquid) 등이 있다. 

56 http://www.renewables-made-in-germany.com/en/biogas/ 
57 http://www.eon-kraftwer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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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독일 연료공급에서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비율, 2005 

자료: http://www.bmu.de/files/english/renewable_energy/downloads/application/pdf/broschurere_ee_in

novation_eng.pdf 

지난 몇 년 동안 독일에서 바이오디젤의 판매는 거의 3배가 증가되었다. 

2005년 당시 약 1.8 톤의 바이오디젤이 출하되었다. 최대 구매자는 수송산업으

로서 약 1백만 톤이다. 그 다음이 정유사업인데 전통적인 디젤에 약 60만 톤의 

바이디젤을 혼합하 다(최대 5%). 자동차 소유자는 약 24만4천 톤의 순수 바이

오디젤을 차량에 주입하 다. 독일에는 바이오디젤을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가 

이미 1,900개 이상 존재한다. 

바이오디젤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에서 생산하는 에탄올 역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바이오디젤이 디젤에 혼합되는 것처럼 바이오에탄올도 가솔

린에 혼합된다. 독일에서 최초의 생산공장이 이미 가동되고 있으며, 다른 공장

도 건설 중에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원료는 대부분 에너지 작물이다. 

새롭게 자동차 연료로 쓸 수 있는 “그린 가스”’로서 바이오가스를 들 수 있

다. 최초의 바이오가스 주유소는 2006년 6월 22일 Jameln(Lower Saxony)에서 

개업하 다. 바이오 가스는 1㎞ 떨어져 있는 공장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송

된다. 바이오 가스는 자동차에 적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58. 특히 메탄 함

량을 95%로 증가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바이오가스 생산 시범 공장

에 대해서는 연방 경제기술부가 1만€를 지원하 다. 

바이오가스는 효율성이 높아 자동차에 사용 가능한 중요한 연료이다. 1㏊의 

58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 

http://www.haase-energietechnik.de/en/Products_and_Services/Gas_engineering/

BiogasRefi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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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6만5천㎞ 운전에 필요한 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반면에 바이오디젤의 

경우 1만6천㎞에 불과하다. 1kg의 가스 비용은 0.75€이며 동일한 부피의 가솔

린은 2배 이상 비싸다(2015년까지 가스에 대한 세금감면 덕분임). 바이오가스

를 이용하는 특수장치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으며, 5,600만 대의 독일 자동차 

중에서 4만 대가 가스로(주로 천연가스)로 운행하고 있다. 

독일에서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순수 식물성 기름(그리고 바이오가스)

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바이오매스로부터 합성연료를 생산하는 것은 

현재 시범 공장 생산 단계이다. 고체형 바이오매스를 먼저 가스화한 다음 합성

과정을 거쳐 액화한다. 합성연료의 장점은 엔진의 연소능력에 따라 성분을 조

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 개발의 중요성은 3개의 자동차 제조업체

(다임러크라이슬러, 르노, 폴크스바겐), 두 개의 연료생산자(사솔셰브론, 로열

더치셸)가 2006년 3월 유럽에 합성연료제휴(Alliance for Synthetic Fuels)를 설

립하 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59

4. 바이오매스 이용에 관한 정책과 문제점

4.1. 법, 규제, 보조금 정책

4.1.1. 유럽연합

독일의 정책은 유럽연합의 정책과 긴 한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독일의 에

너지 법률들은 대부분 유럽의회에서 EU 회원국 대표들이 채택한 지침들에 기

반을 두고 있다. 재생에너지원(RES, Renewable Energy Sources)의 개발은 유럽 

59 http://www.wbcs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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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의제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60.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EU의 석유와 가스수입에 대한 의존도 증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유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공동 약속

성장과 고용 창출을 높이기 위한 고위급 공동 구상(리스본 의제)

1997년 EU는 “미래를 위한 에너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 관한 백서61

에서 201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의 12%를 RES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

시하 다. 보다 세부적인 목표는 추가적인 지침과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2001년: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기생산 촉진지침은 2010년까지 전체 

소비의 22.1%를 RES에서 생산하도록 목표를 정하고 있다62. 

2003년: 수송용 바이오연료의 이용촉진에 관한 지침은 바이오연료의 비

율을 현재 0.6%에서 2010년까지 5.75%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63. 

2003년: EU 공동농업정책(CAP)이 완전히 바뀌어 생산의 소득을 지지하

는 직불제가 지금은 에너지작물의 공급을 촉진하고 있다64. 

2003년: 지침 2003/87/EC는 공동체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계획을 

수립하 다. 이 계획에서 바이오매스 연료는 탄소중립적으로 평가되었

으며 대형 연소시설에서 바이오매스 연료를 이용하면배출감축으로 인

정받을 수 있다65. 

2004년: 열병합발전(CHP) 지침은 이 기술의 촉진을 도모하는 구조를 제

시하고 있는데 기존의 장애를 극복하고 자유화된 에너지시장으로 진입

하도록 돕고 미사용 잠재적 자원(바이오매스 포함)의 이용을 지원하기 

60 “Boosting Bioenergie in Europe” 

http://www.bioenergie.de/downloads/Boostingbio_short_brochure_a4_72dpi_en.pdf
61 http://europa.eu.int/comm/energy/res/legislation/doc/com599.htm
62 http://europa.eu.int/comm/energy/res/legislation/electricity_en.htm
63 http://europa.eu.int/comm/energy/res/legislation/biofuls_en.htm
64 http://ec.europa.eu/agriculture/capreform/index_en.htm
65 http://ec.europa.eu/environment/climatiemissio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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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함이다66. 

EU 위원회의 중간평가서는 2010년 RES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EU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노력(특히 바이오매스 부문)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2005년 12월에 「바이오매

스 실천 계획(Biomass Action Plan)」67을, 2006년 2월에 「바이오연료 

전략(EU Strategy for Biofuels)」68을 출범시켰다.

2006년 6월의 「EU 산림실천계획(EU Forest Action Plan)」은 더욱 많

은 나무들을 에너지와 비에너지용으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5년 동안(2007-2011) 상당량의 비사용 목재를 이용하기 위해 18개 주요 

실천방안을 제안하 다69. 

30개의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담고 있는 ｢바이오매스 실천 계획(Biomass 

Action Plan)｣은 실행 과정에 있다. 일부 핵심 분야의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냉난방을 장려한다. 이는 백서에서 정한 RES 12%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2006년 말에 냉난방을 위한 RES 

사용목표(25% 정도)를 설정하는 초안이 발간될 것이다. 

바이오연료 지침 개정을 준비한다. 이 지침에는 바이오연료의 사용비율

에 대한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연료공급자에게 바이오연료 사용의무를 

적용하며 인증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된 바이오연료가 최소한의 

지속 가능성 필요조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자 한다.

회원국들이 국가 바이오매스 실천 계획을 수립하도록 장려한다.

｢바이오매스 실천 계획｣의 활동들은 그 밖의 EU 정책들에서도 지원하고 있

다70. 

66 http://europa.eu.int/comm/energy/res/legislation/heat_power_en.htm
67 http://europa.eu.int/comm/energy/res/biomass_action_plan/green_electricity_en.htm
68 http://europa.eu.int/comm/agriculture/biomass/biofuel/index_en.htm
69 http://ec.europa.eu/agriculture/biomass/biofuel/index_en.htm
70 Heinz, A.(2006) The EU Biomass Action Plan: Spark ignition for a Bioenergy Boom in 

Both, Europe and Germany? in Proceedings "BBE-Fachkongress fűr Holzenergie" Sept. 

28-29, 2006, Augsburg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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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13년에 EU는 두 가지의 주요 연구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경쟁력 강화와 구조 혁신 프로그램(CIP)”과 “제7차 구조개선 프로그램

(FP7)”이다. 이 프로그램은 바이오에너지 시스템의 기술혁신을 지원하

고(FP7) 기술외적인 장애를 극복하여 바이오 에너지의 상업화를 촉진한

다(CIP). 두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이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것이다. 작물 

생산부터 바이오매스 이용까지 에너지와 비에너지 응용 전반에 관한 것

을 다룬다71,72. 

2007-2013년의 농촌발전, 지역개발, 유대강화를 위한 EU 재정지원 프로

그램은 바이오에너지의 시장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3개 프로

그램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전략적 지침은 지방과 지역에서 바이오에너

지 간접자본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위원회는 

현재 국가 전략프로그램에 대한 회원국의 제안을 평가하고 바이오에너

지 투자에 대하여 자금을 배분하도록 국가 구상을 지원한다73,74. 

4.1.2. 독일

독일에서 바이오가스와 목재로부터 전기생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재생에너

지원법(EEG, the Renewable Energy Sources Act) 때문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

다. 이외에도 입법부는 다른 촉진수단도 만들었는데 열 시장에 대한 시장자극

계획(MAP, the Market Stimulation Programme)과 생물성 연료에 대한 조세혜

택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이들 기술에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기초적인 필요조

건을 만들었다. 2005년 11월 11월 신정부는 정치적 제휴협정75에서 다음과 같

이 밝히고 있다. 

71 http://ec.europa.eu/research/fp7/
72 http://cordis.europa.eu/innovation/en/policy/cip.htm
73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funds/2007/index_en.htm
74 http://ec.europa.eu/agriculture/rurdev/index_en.htm
75 http://www.bundesregierung.de/nn_12890/Content/EN/StatischeSeiten/breg/

koalitionsvertrag-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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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보호와 에너지 정책에서 요소는 생태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건전

한 재생에너지원의 확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일에서 재생에너지의 추가적인 확대를 위한 야심 찬 목표를 추구한다.

전기생산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10년까지 적어도 12.5%로 올리

며, 2020년에는 적어도 20%로 올린다.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10년까지 4.2%, 2020년까

지 10%로 올리며, 2020년 이후에는 국가지속가능성 전략(National 

Sustainability Strategy)에 따라 꾸준히 증가시킨다. 

중기에 1차 에너지 소비에서 바이오매스의 비율을 높인다.

재생에너지원법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면서 동시에 2007년까지 개별 요

금의 경제적 효율성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개별 재생에너지의 개발

단계에 대한 지원기간과 요금, 인하단계를 조정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우선순위도 새롭게 정할 것이다. 

현재 범위에서 시장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재생열 이용법과 같

은 추가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열 부문에서 재생에너지의 시장 잠재력을 

보다 이용한다. 

재생에너지원법에 따른 비용분담을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계산하는 방

법을 개발하여 에너지 이용자들이 전기사용에 대한 효과적 비용만을 부

담하도록 한다.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한 기존의 국제 활동을 유지하고 재생에너지를 

위한 국제기구 창설을 주도한다. 

재생에너지의 수출구상을 강화한다. 

바이오매스에서 유래한 연료와 원료는 에너지와 자원공급 그리고 기후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10년까지 전체 연료소비에서 바이오연료의 비율을 5.75%까지 올리는 

목표를 가지고 연료 전략을 추가 개발한다.

바이오연료에 대하여 석유세를 면제하는 대신에 석유에 바이오연료를 

강제 첨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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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적 규모로 합성바이오연료(BTL)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 가동하

여 기업과 협력하여 합성바이오연료의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기업과 협력하여 재생 원료의 연구개발, 상품화를 촉진한다.” 

가. 재생에너지원법(EEG)

EEG의 목표는 전기 시장에 재생에너지 기술발전을 유도하고, 시장점유율

을 현재 10.2%에서 2020년에 적어도 20%까지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재생에너지원에서 생산한 전기에 대하여 20년간 최저가격을 보증하고 

주요 전기공급망(grid)으로 배전하는 것이다<표4-4>. 

재생 가능한 1차 생산물에서 전기를 생산한다면 최소지불에 대하여 추가적

으로 보너스를 지불받는다. 

500㎾ 의 엔진동력 이하 6.0€ct/㎾h

5㎿의 엔진동력 이하 4.0 €ct/㎾h 

(목질연료에 대하여 2.5€ct/㎾h)

20㎿의 엔진동력 이하 0.0€ct/㎾h 

표 4-4.  독일 EEG에 따른 바이오매스 유래의 전기에 대한 최소지불금액

단위: €cent/㎾h

설비에 대한 기초적인 지불

≤150㎾ ≤500㎾ ≤5㎿ ≤20㎿

2004 10.50 9.90 8.90 8.40

2005 11.33 9.75 8.77 8.27

2006 11.16 9.60 8.64 8.15

2007 10.99 9.46 8.51 8.03

2008 10.83 9.32 8.38 9.71

2009 10.67 9.18 8.25 7.79

2010 10.57 9.04 8.13 7.67

2011 10.35 8.90 8.01 7.55

2012 10.19 8.77 7.89 7.44

2013 10.04 8.64 7.77 7.33

자료: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http://www.bmu.de/files/pdfs/al

lgemein/applicaton/pdf/verguetungssaetze_nach_ee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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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bonus)은 농업, 임업 또는 원예, 조경관리에서 발생한 식물에서 유래한 

전력에 대해서만 지불한다. 증류잔재 또는 액비 형태가 바이오매스 이용시설에

서 재처리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재생연료에 대한 추가적 지불은 높은 비

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추가적인 바이오매스 이용방법을 개발할 때 

요소인데, 폐목재와 유기성 폐재를 이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자칫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생 원료에 대한 지원은 기존과 신설 설비 모두에 적용된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보너스가 추가될 수도 있다.

열병합 발전에 대한 보너스: 열병합 발전법(the Combined Heat and 

Power Generation Act)에 따라 생산된 전력에 대하여 최소 요금이 

2.0cents/㎾h 인상되었다. 전력과 열에너지를 함께 생산하는 경우에만 인

상된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기술혁신에 대한 보너스: 열병합이 부분적으로 행해지거나 혁신적인 기

술로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예를 들면, 열화학 가스화, 연료전지, 가스

터어빈, 유기랭킨사이클, 칼리나 사이클, 스털링 엔진) 플랜트에서 생산

된 전기에 대하여 요금이 추가적으로 2.0cnets/㎾h 인상되었다.76 

이 모든 EEG 보조금의 비용은 민간 가계 전기요금의 3%에 불과하다(18.6

€ct/㎾h에서 0.56€ct).

재생에너지원법은 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성공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5년 620억㎾h(TWh), 독일 발전량의 10.2%는 재

생 에너지원에서 생산된 것인데 이 가운데 43TWh/년을 재생에너지원법에서 

취급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원법은 생태세(eco-tax)와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에 

가장 성공적인 수단이다. 구체적으로 전기생산에서 재생에너지의 사용으로 

2005년에 약 5,800만 톤의 CO2의 절약이 가능해졌는데, 이 가운데 약 3,800만 

톤이 재생에너지원법에서 비롯된 것이다77. 

76 재생에너지원법(EEG)의 주요 조항들은 2004년 6월 21일에 수정되었음. http://www.bmu.

de/english/renewable_energy/doc/6465.php
77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2006).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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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현재 재생열법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EEG와 마찬가

지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생산을 촉진할 것이다. 

나. 시장자극 프로그램(MAP, Market Stimulation Programme)

시장자극 프로그램은 보조금을 지급하여 태양패널이나 고형 바이오매스를 

연소할 수 있는 화로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가정이나 소기업, 도시, 단체 등

이 신청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열 공급을 초기 설치비용이 높지만 환경친화

적이고 저비용의 바이오연료 또는 태양에너지로 바꾸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

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8~100㎾ 용량에 88%의 효율성을 가지며, 우드칩과 펠릿을 자동으로 공

급하는 보일러는 38.40€/㎾(30㎾ 이하) 또는 24€/㎾(30㎾이상)의 보조

를 받는다.

30㎾이하의 장작을 수동 공급하는 보일러는 효율성이 90% 이상이라면 

26.00€/㎾(최소 780€)를 지원받는다.78 

추가적으로 100㎾이상의 열을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플랜트는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받는데 고정금리이며 일정 기간 상환을 면제받는다.79 

이 프로그램은 매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0년 1월1일부터 

2006년 6월30일까지 소형보일러 72,365개에 대하여 1억2,900만€가 보조되었

다. 이 보조금은 총 11억6,300만€의 투자를 유인하는 데 향을 미쳤다. 아울

러 이것은 결국 연방정부의 1€ 지출이 10€의 자금회전을 이끌었음을 의미한

다. 보조율은 2006년에 절반으로 줄었지만 신청자수는 9월에 160,000으로 증가

하 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수요 증가로 인한 예산의 한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은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80 

electricity from renewable energies costs. Abridged version. 

(http://www.bmu.de/files/pdfs/allgemein/application/pdf/electricity_costs.pdf)
78 http://www.bafa.de/1/de/aufgaben/energie/erneuerbare_energien.php
79 http://www.kfw-foerderbank.de/EN_Home/Umweltschutz/RenewableE.jsp
80 Freier, K.(2006). Das Marktanreizprogramm zur Förderung der Holzenergie im Wärmemakt. 

Status Quo und Handlungsbedarf. In Proceedings "BBE-Fachkongress für Holzenergie" S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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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물성 연료에 대한 조세 혜택

독일에서 생물성 연료는 2006년 7월까지 연료세를 면제받아 크게 성장하

다. 8월 이후 촉진체계는 점차 혼합의무제로 바뀔 것이다. 조세는 현재 9€cent

에서 2012년에 45€cent로 인상될 것이다. 순수 식물성 오일은 2007년 말까지 

제외되며, BtL과 같은 새로운 바이오연료(2차생성)는 2015년까지 제외되고 농

업인은 바이오연료를 세금면제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정유회사는 

2009년까지 바이오연료를 벤진에 2%, 디젤에 4.4% 의무적으로 혼합해야 할 

것이다.81 조세면제를 중단한 이유는 식물성 오일을 이용하는 전기생산이 세금

규제와 EEG에 따라 이중으로 보조를 받기 때문이다.  

라. 주와 지방단위의 보조금

독일의 일부 주, 예를 들면 바바리아(Bavaria)에서 농업인은 농업투자인센

티브(AFP, 기본적으로 EU에서 제공)를 받아 EEG에서 보조되지 않는 바이오

매스 보일러 투자의 40%까지 충당할 수 있다.82 

독일의 주 정부와 주요 도시들은 대부분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프로그램과 기구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북 라인-베스트발렌(North Rihine-Westphalia) 주는 독일에서 제일의 에너지 주

이며 유럽에서도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이다. 주 정부가 선언한 목표는 미래 에

너지에서도 우위를 유지하여 기존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자원을 절약하고 기후와 환경보호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생에너

지의 개발과 시연, 시장출시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주 정부는 에너지 사용을 보다 효율화하려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

기업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재생

에너지원 이용 프로그램(REN, Rational Energy Utilization and Use of 

28-29, 2006, Augsburg, 171-185
81 http://www.bmu.de/oekologische_finanzreform/downloads/doc/print/37802.php 
82 http://www.stmlf.bayern.de/landwirtschaft/unternehmensfuehrung/forederung/ 16527/richtlii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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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wable Energy Sources)이다. 이 프로그램은 네 가지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시연사업의 지원, 기술 개발, 일반적인 지원과 협약이다. 금속산업과 섬유산업 

등 특정 산업부문을 위한 특별맞춤형 에너지 개념도 있다.83 

4.2. 연구개발 프로그램

바이오에너지 전체 과정의 모든 실용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데 유럽의 다양한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참가하고 있다. 

① 임업에서 목질 폐잔재의 효율적 수확

② 목질 단벌기 조림의 생산과 수확

③ 최적의 작물 선택(육종 포함)과 에너지 농작물의 순환

④ 바이오연료의 물류공급체계

⑤ 에너지용 바이오매스의 가공과 저장

⑥ 바이오연료에 대한 표준의 개발

⑦ 각 종류의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최적화된 연소기술의 개발

⑧ 환경, 경제, 사회적 향

다수의 연구 과제들이 위에서 언급한 측면들을 다루고 있다. 가장 중요한 

사업 몇 가지를 세 하게 검토한다. 

4.2.1. 목질 바이오매스 생산에 관한 연구

2005년 이후 연방 교육연구부는 실제로 몇 개의 공동 연구사업을 재정 지원

하고 있다. DENDROM84에 2백만€를 지원하고 있는 데, 이 사업은 임업과 혼

농임업에서 목질 바이오매스의 지속 가능한 생산과 이용의 전반적인 개념 시

83 http://www.economy.nrw.de/standortnrw/energie/index.php
84 http://www.dendrom.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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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오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2005

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운 되며 과학, 기업, 농림업의 17개 연구기관들이 

수행한다. DENDROM의 주요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① 바이오매스에 대한 수요증대와 수요 충족 가능성 :  산림의 목재자원보

호 활동과 혼농임업의 속성수 생산을 중심으로 상호관계를 검토하고 대

안전략과 비교한다. 

② 브란덴부르그州 여러 시범지역에서 다양한 산림경  방법의 향을 분석한

다. 이 연구는 유럽 프로젝트 ‘발틱 바이오매스 네트워크’에 통합되어 있는

데 이 프로젝트는 지역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도구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85 

③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질계 바이오연료의 생산망과 농림업의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동독에서 수행되는 프로젝트 AGROWOOD(2005-2009)86는 단벌기 조림지

의 목재 생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난 50년간 독일에서 200㏊가 조림되었

는데 대부분 각 클론(주로 포플러와 버드나무류)을 시험하거나 간벌과 시비를 

시험하는 것이었대. 때문에 스웨덴, 이탈리아, 스페인과 달리 조림지의 경제적 

관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200~400㏊의 포플러와 버

드나무 조림지의 식재와 관리, 그리고 OSB(Oriented Strand Board) 생산뿐만 

아니라 열병합발전 및 태양연료 생산에 통합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으

로 바이오매스 생산 과정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로워 섹소니(Lower Saxony)에서 농업부는 임업과 조경관리에서 발생한 목

재칩의 수확과 마케팅에 경험이 있는 농기업87을 지원하여 30㏊의 조림을 실시

하 다. 

북서독일산림과학원(The Northwest German Forest Research Institute)은 새로

운 버드나무 클론의 생장을 측정하고 있는데, 이는 스웨덴에서 도입한 것이다88. 

85 http://balticbiomass.com/ 
86 http://www.agrowood.de 
87 http://www.jh-dienste.de/huett/index_huett.html 
88 http://www.agrobransle.se/index1,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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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로워 섹소니의 2년생 버드나무 조림지 

촬 : Dr. Kürsten

대규모의 목질 바이오매스 조림은 독일 경관의 자연미를 해칠 수도 있으며 

나무와 작물을 집약적으로 혼합하여 심는 것이 생태적, 경제적으로 나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독일 남서부의 프라이부르그 대학에서 agroforst(2005-200

8)89라는 연구사업을 수행하는데, 이 사업은 독일 혼농임업의 모든 측면을 연구

하고 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물이 부족한 사질토양에서 방풍조림의 효과는 경작

지 5~10% 손실을 보완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농업투입이 감소하고 목질 바이

오매스 생산은 순수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90. 독일 각지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나무와 농작물의 조합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4.2.2. 농업 바이오매스 생산에 관한 연구

투린지아 재생자원센터(The Thuringia Centre for Renewable Resources)는 

연방 농업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현재 모든 식물에 대하여 대형 연구 과제를 수

행하고 있다. 독일의 6개 농업지역에서 3년 동안 각각의 작물순환을 시험하고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고 있다91. 첫 번째 시험에서 수단그래스(Sorghum suda-

89 http://www.agroforst.uni-freiburg.de 
90 http://www.agroforst.uni-freiburg.de/download/ertrag_winterrogg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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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nse)와 돼지감자(Helianthus tuberosus), 기타 수수류가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

한 원료로서 옥수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 다.92 

4.2.3. 바이오매스 저장과 물류에 관한 연구

독일연방 환경․자연보전․핵안전부가 재정 지원한 프로젝트에서는  국가 

단위 에너지용 바이오매스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수단(행

정목적의 자문데이터베이스와 기술)이 개발되었다. 실제로 “BioRegio-project”

에서 지역 단위로 이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 다. 6개의 시범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다루었다. 

어떤 종류의 바이오매스를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가?

어떤 이용전략을 이용할 것인가?

바이오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적, 법적 구조는 

무엇인가?93

세부 과제에 “BioLogio(2006년6월~2007년2월)가 있다. 독일 서부의 산업화

된 지역(렉클링하우젠)에서 잠재적인 바이오 연료를 정하고 수량화하는 것이

다. 이 연구 목적은 그 물질에 대한 잠재적인 물류 공급망을 탐색하는 것인데, 

주로 폐목재, 산림잔재, 도로와 철로 주변의 녹지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이

다. 그 지역의 시장들은 최근에 미래 공공건설 또는 재건설 사업에서 난방용 

바이오매스의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 다. BioRegio의 전문가들

과 함께 그러한 공급망의 폭넓은 이동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94,95 

운송비용이 높기 때문에 대용량 바이오매스 물류는 바이오 에너지의 핵심

적인 주제이다.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생산지 근처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30㎿의 용량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96   

91 추가적인 정보는 Dr.A.Vetter(a.vetter@dornburg.tll.de)에 문의
92 http://www.tll.de/ainfo/pdf/vvbg0306.pdf 
93 http://www.bioregio.info 
94 http://www.iml.fhg.de/2148.html 
95 http://idw-online.de/pages/de/news176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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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바이오 에너지 처리에 관한 연구

목재를 가스화하여 엔진을 구동시키는 것은 수 세기 동안 독일과 이웃 국가

들의 연구개발 주제 다. 일부 발명가들이 최종적인 기술발전을 발표하 지만 

성공적으로 장기간 이용하 다는 사례는 아직 없다.

바이오매스 변환에 대한 다른 기술적인 접근이 더욱 유망하게 보이는데, 

‘바이매스의 액화(BtL, Biomass to Liquid)’ 변환 기술 개발에 독일의 3개 기관

이 참여하고 있다. 

- 폴크스바겐(“SunFuel”)97과 협력하는 Choren Industries98

- Cutech Institute99

- Research Center Karlsruhe100

2007년까지 SunFuel은 섹소니주 프라이버그에 시험공장을 세울 계획인데, 

이 공장은 바이오매스로부터 연간 15,000 톤의 합성연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된

다. 북부 독일에도 2개의 공장이 이미 계획되어 있다. 셸(Shell Company)은 

Choren의 지분을 인수하 는데 전체 생산의 마케팅을 희망한다. 이 연료는 어

떤 디젤엔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Karlsruhe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목재 또는 짚과 같은 리그노셀룰로스 바이

오매스로부터 합성연료 또는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공정이 개발되고 있다. 먼저, 

바이오매스는 속성 열분해에 의해 액화된다. 열분해 기름과 분쇄된 숯에서 농도

진한 슬러리가 발생한다. 열분해 장치에서 발생하는 슬러리는 대형 중앙 플랜트

로 옮겨져 합성가스 생산과 이용에 쓰인다. 고온고압에서 타르가 없는 합성가스

가 생산된다. 효율적인 합성연료 생산과 함께 전기 생산도 가능하다.101 

 96 “EU-Richtlinien starken Markt fűr Biomasse-Kraftwerke”. Holz-Zentralblatt 27/2006, 791. 

추가적인 사항은 http://www.energy.frost.com 참조.

 97 http://www.volkswagen-environment.de/buster/buster.asp?i=wissen_22758.asp

 98 http://www.choren.com 

 99 http://www.cutec.de/en/chemische.php
100 http://www.fzk.de
101 http:///www.fzk.de/fzk/groups/oea/documents/internetdokument/id_03626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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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목재칩을 조절하는 저장통과 이동식 선별기 

자료: http://www.lfe.brandenburg.de/rwforest.htm

목재와 기타 바이오매스의 액화를 위한 급속열분해(flash-pyrolysis) 시스템

은 PYTEC 이라는 회사에서 검토하고 있다. 열분해 과정에서 투입원료는 산소

없이 500℃까지 급속가열되어 분해된다. 핵심적인 바이오 오일 생산 외에 목탄

과 가스도 얻을 수 있다102.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이론적으로 가장 효율

적이고 최신의 아이디어는 포츠담의 막스플랑크 연구소103에서 개발되었다. 촉

매를 사용하는 수열탄화(hydrothermal carbonization)는 습식 바이오매스를 탄

소와 물로 변환할 수 있다. 식물체에 있는 모든 탄소는 작은 공극이 있는 갈탄

가루로 변형된다. 이는 직접 연소할 수도 있고 연료전지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것을 이용하여 석유, 디젤, 기타 화학제품도 생산할 수 있다.  

4.2.5. 표준화 연구

바이오연료의 표준화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저질 연료에서 발생하는 문제

로 인한 소비자의 실망을 피할 수 있으며, 연료의 크기와 함수량 등을 최적화하

여 보일러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일부 독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형 유럽 프

102 http://www.pytecsite.de/pytec_eng/index.htm 
103 http://www.mpikg.mpg.de/kc/tho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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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가 2002-2004 동안 수행되었는데 “품질보증 시스템 개발을 위한 고형 

바이오연료의 표본추출과 검증에 관한 작업”이다104. 이 사업의 결과는 유럽 표

준화위원회(CEN,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의 기술위원회(TC) 

335 “고형 바이오연료”에 직접 기여하 다. 

그동안 바이오연료에 관한 수많은 기술적 세부 사항들이 개발되었다. 바이

오매스 표준에 관한 더욱 세부적인 정보는 국 바이오매스 에너지 센터(the 

British Biomass Energy Centre)에서 설명하고 있다105. 

4.2.6. 연소기술에 관한 연구

이 분야에서 대부분의 발전은 보일러 생산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별

한 사례가 헤세의 농업인 단체가 수행하는 연구인데, 이 단체는 소형 보일러에

서 곡물과 볏짚 펠릿을 연소하 을 때 질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연구를 수행하

고 있다. 목표는 농업인들이 곡물을 이용하여 열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

늘날 곡물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료가 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경제적으로 바

람직한 선택이 되기도 한다.106

4.3. 바이오매스 이용촉진의 문제점

4.3.1. 대기오염

2006년1월에 독일연방 환경․자연보전․핵안전부(BMU, the Federal Ministry 

104 http://www.ie-leipzig.de/BioNorm?Standardisation.htm 
105 http://www.biomassenergycentre.org.uk 
106 Vosee-Fels, P. (2006). Presentation at the conference "Heating with grain and straw" on 

May 5th, 2006 Messe Ka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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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는 가정용 화로의 바이

오매스 연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 다107. 

연구의 결론은 대기 중의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위험 때문에 내년까지 목질

연소 오븐에서 미세먼지 배출을 20㎎/㎥ 이하로 줄이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에 도달하지 못하면 인구 집지역에서 추가적인 목재이

용 난방장치는 설치할 수 없다<그림 4-13>. 

  근래 2006년 6월 29일에 또 다른 배출 문제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브라운슈

바이그에 있는 연방농업연구센터는 트럭엔진에서 유채유 사용시험 결과를 발

표하 다. 결과는 발암성 입자의 배출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물론 엔진은 식

물성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이 아니었으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

다.108

그림 4-13.  독일 가정용 화로의 미세먼지 배출량의 추세 

자료: http://www.bmu.de/files/pdfs/allgemein/application/pdf/feinstaub_biomasse.pdf

107 http://www.bmu.de/files/pdfs/allgemein/application/pdf/feinstaub_biomass.pdf
108 http://www.fa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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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자원의 경쟁

2005년 겨울 목질 펠릿이 부족하여 저급 산업용재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자 

보드류 생산자단체와 제지공업단체들은 자신의 원료물질과의 경합을 우려하

다. 독일 목질패널류 공업연합회(VHI)109는 회원사들이 매년 1,950만㎥의 목재

를 필요로 하는데, 이 가운데 1,010만㎥은 펄프용재, 710만㎥은 제재 폐잔재, 

230만㎥은 폐목재라고 보고하 다. 2015년까지 매년 70,000~100,000개의 펠릿 

화로가 설치되면 독일의 연간 제재 폐잔재 생산의 두 배 이상이 펠릿 생산을 

위해 필요하게 된다. 

Schulte(2006)110는 새로운 목재보일러는 목재수요를 증대시키고 자원의 가

격을 인상시킨다고 경고하 다. 유가가 배럴당 80US$의 한계를 넘어서면 목재 

생산자는 훨씬 더 가치 있는 나무를 에너지 생산용으로 판매하게 될 것이다. 

이는 기존의 목재기업을 파산시켜서 일자리를 잃게 만든다. 그러므로 Schulte

는 바이오에너지 이용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할 것으로 제안하 다. 특히 목재 

펠릿의 이용은 보조금이 없어도 경제성을 가진다. 이 대신에 단벌기 조림지에

서 목질 바이오매스 생산을 증대시키는 데에 노력해야 하며 특히 소규모 산림 

소유자의 잠재력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애써야 한다고 하 다. 

이미 농작물 시장에서 식량과 에너지 사이에 경합의 신호가 가시화되고 있

다. 세계 시장에서 “전체 곡물수확은 2005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소비는 최고점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곡물의 산업적 이용, 특

히 에탄올 생산이 크게 성장하 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곡물의 재고량은 

2004/05년에 크게 성장하 다가 그다음 해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111  

109 http://www.vhi.de/img/upload/VHI_Verband/vhi-bioenergie-mai06.pdf
110 Schulte, A. (2006). Mobilisierbare Holzpotentiale geringe r als erwartet. Holz-Zentralblatt 

132(41), 1194-1195.
111 IGC-FAC PRESS RELEASE(21 June 2006), http://www.ogc.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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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토지의 경쟁

농업에서 에너지용 바이오매스 생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미래 전망은 유럽

에서 식량의 과잉생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과잉생산을 중단하

면 농지를 에너지 생산에 사용하는 것도 달라질 것이다. 어떤 자연적,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독일에서 식량 생산의 필요성이 증가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바이오매스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화학산업에서도 작물 

생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1㏊의 농지에서 약 2톤의 바이오 플라스틱을 생

산할 수 있다. 이는 이론적으로 유럽의 전체 플라스틱 소비가 농산촌의 바이오

매스 생산에 기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분식물, 당, 유지식물, 목재에서 생

산되는 농업 자원에 대한 시장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래에 바이

오 플라스틱이 플라스틱 시장의 10%를 차지한다고 가정하면 1천만 톤의 당 또

는 전분이 소비되며 약10%의 비식량 지역이 필요하게 된다. 농업은 에너지 재

생부문에서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플라스틱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역

할을 하게 될 것이다(오늘날 플라스틱은 1,200EUR/tonne이다)112. 

4.3.5. 분산된 에너지공급 시스템의 필요성

바이오 에너지와 기타 재생 전기원의 사용증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

는 측면이 공급 시스템의 변화이다. 대형 발전소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다수의 

전기소비자들이 생산자가 되는 것이다<그림 4-14>. 이는 정치․경제적 힘의 

문제가 아니라 엔지니어들의 실질적인 과제이다. 소비 변화에 전기 공급이 적

응하는, 보다 전문화된 시스템이 필요하고, 공급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소형단위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풍력과 태양력에 의한 전기생산은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112 http://www.european-bioplastic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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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중앙발전소와 분산된 전기생산 

자료: http://www.evs.e-technik.uni-kassel.de/Energiesystemtechnik.htm

5. 바이오매스 이용의 전망

앞에서 언급한 바이오매스 이용의 발전 과정과 문제들만을 고려하여 신뢰

할 만한 전망을 내놓은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유럽연합과 독일정부는 자신

의 목표와 전략을 근거로 삼아 농업 및 목질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 증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농업에 대한 EU의 재정지원 정책의 변화,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성과는 물론 바이오에너지 생산과 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이

다. 반면에 근래 일부 과학자와 기관들은 농림업의 생산능력의 한계를 지적하

고 있다. EEG와 기타 보조금 지급, 유가의 상승으로 독일에서 에너지용 바이오

매스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농업의 잉여토지와 사용되지 않는 산림자원의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공동체 예산의 대부분은 농업을 지지하는데 쓰이는데 보조금이 없다면 

유럽 농업은 세계 시장에서 거의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 근래에는 보조금 체계

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데 ‘농촌발전을 위한 유럽농업기금(EAFRD113, Euro- 

113 http://eur-lex.europa.eu/LexUriServ/site/en/oj/2005/1_277/1_27720051021en0001004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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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의 농촌발전을 지원하는 2005

년 9월 20일 의회규정 No1698/2005에 따르면 특정 작물의 생산에 대해 지급하

는 보조금은 더 이상 없으며 농지관리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농업인

은 시장조건에 따라 자신의 작물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실제로 바이오매스 생

산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제44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혼농임업 체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EU 프로젝트(SAFE: Silvoarable Agroforestry 

For Europe)는 나무와 농작물의 결합생산이 생태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

로도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114. 바이오매스 생산성이 30% 증가하고 최

종 생산물은 60% 증가하 다115. 

2007년 1월 1일에 구조 프로그램의 새로운 시기가 발효된다. 독일 연방 농

업부장관이 2007-2013 기간 구조기금을 800억€로 올리겠다고 발표하여 독일

은 81억€의 몫을 받을 것이다116. 이 돈의 일부는 보다 기술적인 바이오매스 

사업을 지원하는데 다시 이용될 것이다. 

114 http://www.montpellier.inra.fr/safe/index.php  
115 http://www.montpellier.inra.fr/safe/english/results/final-report/SAFE%20Final%20Synthesis%

20Report.pdf
116 http://www.bmelv.de/cln_044/nn_751686/DE/12-Presse/Reden/2006/10-05-

SeehoferLaendilicher-Raum.html_nnn=tru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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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1. 독일의 토지이용

이용형태
1996

1
2000

1
2004

1

㎢ % ㎢ % ㎢ %

전체 357,030 100 357,031 100 357,050 100

건물과 인접 개방공간 21,937 6.1 23,081 6.5 23,938 6.7

공장 2,514 0.7 2,528 0.7 2,518 0.7

    -이용면적 1,894 0.5 1,796 0.5 1,764 0.5

휴양지 2,374 0.7 2,659 0.7 3,131 0.9

도로면적 16,786 4.7 17,118 4.8 17,446 4.9

농업면적 193,075 54.1 191,028 53.5 189,324 53

산림 104,908 29.4 105,314 29.5 106,488 29.8

수면 7,940 2.2 8,085 2.3 8,279 2.3

기타 7,497 2.1 7,219 2 5,925 1.7

    -묘 지 335 0.1 350 0.1 352 0.1

건물,교통면적2 42,052 11.8 43,939 12.3 45,621 12.8

  주 1. 12월 31일 기준

     2. 건물과 인접 개방공간, 산업․공급․폐기용 개방토지, 휴양지, 도로용지, 묘지

자료 : http://www.destatis.de/basis/e/umw/ugrtab7.htm

부록 4-2. 독일의 농업소득(1996/97-2004/05)

1996/97 1997/98 1998/99 1999/00 2000/01 2001/02 2002/03 2003/04 2004/05

지표 단위

농
장
구
조

1 견본 농장
2 표본 농장
3 농장 크기

수
수
ESU

9 722
198 124

60,8

9 679
195 732

63,8

9 503
194 682

67,4

9 530
196 512

69,9

9 547
194 621

72,8

9 761
185 053

81,5

9 873
186 806

81,7

10 129
188 024

81,5

10 357
187 989

82,2

4토지 1㏊당 농장임대
5 알맞은 농사 지역
6 그 중: 경지
7       구 목초지
8       원예 토지
9       구 농작물
10 기준 값

€
ha(헥타르)

ha
ha
ha
ha

€/ha UAA

223
44,3
30,7
12,7
0,4
0,7
773

223
46,6
32,7
12,9
0,4
0,7
773

216
49,5
35,3
13,3
0,4
0,8
771

217
53,0
38,3
13,7
0,4
0,7
778

221
55,3
40,5
13,8
0,4
0,8
776

227
58,4
41,0
16,3
0,4
0,8
772

228
59,7
42,1
16,5
0,4
0,8
741

230
60,4
42,5
16,8
0,4
0,8
724

228
61,3
43,0
17,2
0,4
0,8
722

11 노동력
12 그 중: 무보수노동자

AWU
AWU

1,8
1,4

1,8
1,5

1,8
1,4

1,8
1,4

1,8
1,5

1,9
1,5

1,9
1,5

2,0
1,5

2,0
1,5

생
산
구
조

13 총 수확 지역
14 그 중: 곡식,곡물 옥수수
15      설탕 사탕수
16 가축 도

ha
ha
ha

LU/100ha UAA

42,7
17,7
1,8

145,4

45,3
19,9
1,9

141,0

48,1
21,1
2,1

138,9

51,4
21,8
2,2

134,9

53,7
24,2
2,1

133,1

56,7
24,1
1,9

134,1

57,8
24,1
2,0

130,4

58,5
24,3
1,9

137,6

59,5
24,7
1,9

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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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그 중: 소
18   그 중: 젖소
19 돼지
20   그 중: 살찐 돼지

LU/100ha UAA
LU/100ha UAA
LU/100ha UAA
LU/100ha UAA

76,9
32,0
62,1
45,8

73,1
30,4
61,6
46,0

70,5
29,0
63,0
48,0

66,7
27,4
62,9
48,5

64,2
26,1
64,0
49,9

75,2
31,7
54,3
42,4

73,6
31,4
52,2
41,7

71,7
31,2
59,8
45,3

70,2
30,8
52,9
41,4

생
산
량

21 곡식
22 설탕 사탕수

dt/ha
dt/ha

63,5
528,7

65,1
527,8

63,0
544,4

66,9
572,8

65,0
624,4

68,5
560,1

62,2
585,9

58,5
548,5

69,9
620,7

23 우유 kg/cow 5 646 5 806 5 949 6 135 6 254 6 404 6 485 6 619 6 702

평
균

24 고정자산
25 그 중: 부동산
26    농장건물, 구조
27    공장과 기계
28 가축
29 현 자산

€/ha UAA
€/ha UAA
€/ha UAA
€/ha UAA
€/ha UAA
€/ha UAA

11 227
8 022
1 284

956
708
701

10 918
7 772
1 260

974
681
675

10 598
7 692
1 240

941
654
664

10 192
7 406
1 217

926
622
670

9 862
7 149
1 192

911
615
678

9 584
6 738
1 234 

958
640
689

9 507 
6 746
1 195

911
620
655

9 445
6 572
1 230

908
637
673

9 276
6 552
1 162

888
603
684

30 총 자산 €/ha UAA 12 697 12 338 11 987 11 556 11 230 11 008 10 873 10 851 10 647

31 자기자본(투입자본)
32 부채
33 그 중: 신용 제도

€/ha UAA
€/ha UAA
€/ha UAA

10 760
1 722
1 454 

10 381
1 751
1 484

9 965
1 786
1 525

9 563
1 771
1 496

9 263
1 731
1 450

8 822
1 886
1 563

8 696
1 892
1 588

8 618
1 939
1 621

8 557
1 825
1 508

투
자
와
융
자

34 전체 투자
35 그 중: 농장건물, 구조
36   공장과 기계
37 순 투자

€/ha UAA
€/ha UAA
€/ha UAA
€/ha UAA

498
60 

214
108

559 
58

238
140

509
46

192
-47

487
38

200
116

420
38

196
56

442
36

214
63

450
35

191
70

402
36

167
36

416
34

183
51

38 순 유동성 €/ha UAA 1 302 1 369 1 408 1 389 1 340 1 469 1 505 1 541 1 415

수
익
과

손
실
량

39 판매 수익
40 그 중: 농작물 생산
41   가축 생산
42   과일 재배
43   포도 재배
44   포도주 양조장
45 다른 운  수입
46 재료비
47 노동비
48 가격하락
49 다른 운 비

€/ha UAA
€/ha UAA
€/ha UAA
€/ha UAA
€/ha UAA
€/ha UAA
€/ha UAA
€/ha UAA
€/ha UAA
€/ha UAA
€/ha UAA

2 532 
443

1 634
35

232
97

743
1 309

135
330
761

2 494
488

1 553
30

229
98

742
1 271

136
337
781

2 213
487

1 286
34

207 
91

791
1 137

134
333
780

2 298
495

1 367 
32

208
85

713
1 182

124
327
721

2 478
505

1 546
32

210
79

718
1 290

121
327
729

2 501
491

1 540
28

240
91

730
1 287 

131
341
759

2 305
426

1 385
24

256
93

739
1 254

141
338
734

2 406
442

1 458
23

266
94

738
1 346 

142
336
737

2 412
463

1 466
23

239
94

761
1 299

137
320
735

50 운  결과
51 그 중: 운  수입
52   운  지출 

€/ha UAA
€/ha UAA
€/ha UAA

746
3 281
2 535

719
3 244
2 525

623
3 007
2 384

655
3 010
2 355

736
3 203
2 467

695
3 212
2 518

578
3 045
2 467 

585
3 147
2 562

686
3 178
2 492

53 재정 결과 €/ha UAA -80 -77 -76 -72 -68 -71 -78 -80 -74

54 평상 활동 수익 €/ha UAA 666 643 547 583 668 624 500 505 612

55 세금 €/ha UAA -21 -22 -22 -20 -20 -20 -18 -18 -18

56 수익
€/ha UAA
€/farm
€/AWU

648
28 674
19 139

626
29 180 
19 460

530
26 240 
18 026

568
30 115
19 908

651
35 962
23 169 

607
35 466
22 315

486
28 994
19 216

490
29 575
19 430

598
36 647
23 104

57 수익

58 수익+노동비

수
익
성

59 순 수익률
60 총 자산 반환
61 투입자본 반환
62 총 노동 생산
63 농장 수입
64 투입자본 변화
65 운  결과

%
%
%

€/AWU
€

€/ha UAA
€/farm

-1,2
0,4
-0,4

9 893
44 348

108
28 380

-1,3
0,3
-0,4

10 130
45 703

63
29 208

-3,9
-0,3
-1,2

8 397
43 490

-95
25 161

-1,9
0,2
-0,6

10 230
48 074

98
29 516

1,2
1,0
0,4

13 355 
54 731

84
35 389

0,1
0,8
0,0

12 842
56 457

53
34 878

-3,9
-0,3
-1,3

9 744
51 182

45
27 177

-3,8
-0,3
-1,4

10 015
52 336

40
28 229

-0,2
0,7
-0,1

13 600
58 953

104
35 523

자료: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Agricultural Report, 2006: Abridged Version (http://www.bmelv.de) 



93

부록 4-3. EU 바이매스 실천 계획 : 정책요약117

열과 전기 생산용 바이오매스

위원회는

냉난방에 바이오매스를 포함하여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6

년 유럽공동체에 입법제안을 준비한다.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인센티브를 개선하기 위해 건물의 에너지 사용

에 대한 지침 수정을 검토한다. 

생태설계지침에 따라 가정용 바이오매스 보일러의 효율을 높이고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한다. 

지역난방장치 운 자들이 설비를 현대화하고 연료를 바이오매스로 바꾸도

록 권고한다. 

회원국들에게 가스와 전기에 대한 부가세 비율을 지역난방에도 적용하도록 

권고한다. 

재생에너지원에서 생산한 전기에 대한 지침의 실행을 감독한다.

바이오매스 전기생산의 모든 비용효과적인 형태의 잠재력을 활용하도록 회

원국들에게 권고한다. 

회원국들에게 열병합발전 설비에서 바이오매스는 열과 전기 동시생산이 가

능함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수송용 바이오연료

위원회는

바이오연료 지침을 개정하기 위하여 2006년에 보고서를 제안한다. 이 보고

서는 다음의 주제를 다룬다.

- 국가별 바이오연료 사용비율의 설정

- 연료 공급자의 바이오연료 사용의무

117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5): Biomass a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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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제도를 이용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한 바이오연료가 최소 지속 

가능성 요구기준을 만족하도록 한다. 

회원국들이 바이오연료 의무사용량에서 2차 생성 바이오연료에 대하여 우

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청정․고효율 자동차의(바이오연료 사용 포함) 공공조달을 촉진하는 입법

을 제안한다. 

자동차에서 CO2 배출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이오연료 이용방법을 

검토한다. EU는 바이오연료에 대한 점증하는 수요 범위 내에서 국내 생산

자와 EU 교역국의 이해관계를 존중해야 한다.  

에탄올 생산국가/지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때 균형을 이루는 입장을 

취한다.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바이오디젤 생산에서 에탄올이 메탄올을 대체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오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바이오디젤 표준의 개정을 제

안한다. 

석유제품에서 에탄올, 에테르, 기타 산소화합물의 함량에 대한 제한 문제, 

석유의 수증기 함량에 대한 제한, 디젤의 바이오디젤 함량에 대한 제한 문

제를 다루기 위해 옵션들의 향을 평가한다. 

관련 기업들에게 바이오연료 도입의 장애로 작용하는 관행들에 대하여 기

술적 정당성을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바이오연료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이

들 기업의 행태를 감독한다. 

개발도상국을 지원하여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도록 돕고 현재 진행 중인 무

역협약보다 비우호적이지 않는 시장접근조건을 유지한다. 

2006년 초 바이오연료를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협의회를 제안한다. 

多部門 과제

위원회는

에너지작물 계획의 실행을 평가한다. 

농업인과 산림 소유자들에게 에너지 작물의 재산가치와 기회를 홍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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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재정지원한다. 

임산업에서 목재와 목재 폐잔재의 에너지 이용의 향을 검토한다. 

청정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도록 폐기물구조 법안의 수정방안을 고려한다. 

바이오가스와 기타 바이오연료 생산의 다양한 과정의 승인과 감독을 위해 

축산부산물 법안의 수정방안을 검토한다. 

유럽위원회에 표준화를 권고하여 바이오매스 연료의 품질에 대한 표준작업

을 가속화한다. 

펠릿과 칩에서 유럽시장 개발방안을 탐색한다. 

회원국들이 국가 바이오매스 실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한다. 

부록 4-4. 사례 연구 - 바이오에너지 빌리지 쥔데(Jühnde)

쥔데는 괴팅겐 근처의 남부 로워 섹소니(Lower Saxony)에 위치하며 인구

는 약 750명이다. 이곳은 어느 마을에 바이오매스로 생산한 열과 전기를 완전

히 공급하기 위한 시도로 만들어진 독일 최초의 마을이다. 이 프로젝트의 아

이디어는 괴팅겐의 게오르그 아우구스트 대학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학

제간 센터(the Interdisciplinary Cent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개발하

고 지원하 다. 이 사업의 성공으로 독일 여러 곳에서 이와 비슷한 구상이 시

작되었다. 

최초의 아이디어는 2000년에 발현되었지만, 그 후 계획 수립과 주민설득에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주민을 설득하여 투자에 참여하는 협동사회의 

일원으로 만들어야 했다. 주택소유자들은 난방장치를 지역난방 시스템과 연결

하고 기존의 보일러는 없애야 했기 때문이다. 최근에 보일러를 구입했거나 특

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참가하지 않았다. 건설이 완료된 후 지난겨울 바이

오가스 생산이 시작되었고 주택의 70%에(142가구) 열병합발전과 목질보일러

에서(550㎾) 생산한 열을 지역난방 시스템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2005년에 유

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주민은 새로운 에너지 공급체계를 수용한 것에 크게 만

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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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쥔데의 에너지 공급 시스템의 모형도>

자료:http://www.bioenergiedorf.de/contenido/cms/upload/Wissenstransfer/Wissenswertes/Schaubild.pdf

여름에는 CHP에서 생산한 열로도 열(주로 온수) 공급이 충분하다. 이는 또

한 주민소득이 되기도 하는데 재생에너지원법(EEG)에 따라 18cent/㎾h라는 높

은 값으로 전기공급망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력은 700㎾이며, 

연간 4~5백만㎾h를 생산할 수 있지만, 지역에서 필요한 전력은 2백만㎾h이다. 

바이오가스 플랜트에 투입되는 바이오매스는 약 200㏊의 농지에서 재배되

어(1만 톤의 옥수수, 해바라기) 사일로에 저장하 다가 9,000㎥의 액분과 혼합

된다. 목질 열 플랜트는 1,800㎥의 목재칩을 사용하는데 인근 숲에서 공급한다. 

최대 에너지 필요시기를 위해 기름보일러(1.5MW)를 갖추고 있다. 지역난방 시

스템은 총연장 5,500m이며 142가구에 공급한다. 순환되는 물의 온도는 80℃이

며 압력은 3.5bar이다.118 

2005년 10월 27일에 열 공급을 착수한지 1년 동안 첫 번째 다음과 같은 실

질적인 경험들이 있다119. 

118 http://www.bioenergiedorf.de/contenido/cms/upload/Wissenstransfer/Wissenswertes/

2005-06-01Kenndaten.pdf 
119 http://www.bioenergiedorf.de/Presseinformation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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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쥔데의 정보센터와 목재칩 열공장, 3,000㎥의 발효기>

  주: 2005년에 거의 완공된 상태임.

촬 : Dr. Kürsten

고유가 때문에 지역난방 시스템을 이용한 가구는 평균 500€를 절약하

다.

겨울이 평년보다 추웠기 때문에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하여 추가적인 바

이오매스와 목재를 구입해야만 했다.

시설 관리자 바이테마이어(Jorn Weitemeier)씨는 매우 힘든 첫해를 보냈

는데, 밤에 깨어나기도 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주말에도 근무해야 했다. 

그러나 그의 노력 덕분에 첫해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1일 32 톤의 건매스와 29㎥의 액분이 발효기에 채워져 있어야 한다. 여

름에 열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목재칩 건조기와 추가적인 저장시

설이 건설될 예정이다. 

총투자 금액은 5.3백만 €이며, 이는 다음과 같이 출자되었다. 

- 연방 재생자원청 1.3백만 €

- 로워섹소니의 지방자치단체 0.2백만 €

- 열소비자의 공동체 0.5백만 €

- 은행대출 3.5백만 €



98

연간 수입은 약 80만€인데, 대부분은 EEG에 따른 전기 판매에서 발생하고 

1/3은 열소비자에게서 나온다. 

1.4개의 일자리가 직접 창출되었고 지역 농업인들은 자신의 바이오매스를 

판매할 수 있으며 대기 중에 방출되는 CO2량을 3,300톤 줄일 수 있었다. 

부록 4-5. 하노버 근처의 렌데(Lenthe)에 있는 바이오가스 시설 

2006년 6월 22일 설비가 가동되었다. 이 설비는 농기업 Gutsgemeinschaft 

Lenthe GbR120이 운 하는데, 이 회사는 315㏊(2004년4월,  217㏊, 사탕수수 

42㏊, 유채와 콩 41㏊, 휴경지 15㏊)의 우량농지를 경 하고 있다. 농장경 자

는 2004년 여름 EEG에 따라 재생원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너스가 도입되었을 

때 바이오가스 생산에 관한 자신의 오랜 구상을 실천에 옮겼다. 그가 이렇게 

한 데에는 설탕 가격의 하락도 이유가 된다. WTO는 EU의 설탕 수출보조금을 

삭감하도록 함에 따라 인근의 설탕공장이 2006년 말에 폐업하게 되었다. 

20년간 15.60€ct/㎾h를 지불하는 것은 그 회사가 바이오가스 플랜트에 투

자하도록 하고 옥수수 생산(180㏊, 생산성 50t/㏊)을 에너지 생산으로 바꾸도록 

하 다. 수송거리는 5㎞를 넘지 말아야 한다. 옥수수는 완전히 파쇄되어 발효 

과정에 들어가기까지 사일로에 저장된다. MT-Energie GmbH & Co. KG121의 

효율적인 설비에서 박테리아는 메탄이 53.9~54.1% 포함된 바이오가스를 생산

한다. 두 개의 Schnell Zündstrahlenmotoren AG & Co. KG122(각각 250kWel, 

43% 효율) 의 연료엔진에서 태워지기 전에 3단계로 탈황된다. 

엔진의 폐열을 추가적으로 이용하면 EEG에 따라 2€ct/㎾h의 추가적인 보

너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Gutsgemeinschaft Lenthe는 인근 마을의 주택에 

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0가구가 이 기회를 이용하여 800m의 파이프를 

갖춘 지역난방 시스템(비상시를 위한 300㎾의 기름보일러 포함)에 20만€를 

120 http://www.gutsgemeinschaft.de
121 http://www.mt-energie.com/
122 http://schnelimoto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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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투자하고 자기 주택으로 연결하는 데에 3,000€를 투자하 다. 20년 동안 

가구당 19,500㎾h의 열을 소비한다면 이는 3.3€ct/㎾h가 된다. 가스 또는 기름

으로 난방하면 5€ct/㎾h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이 투자는 주민에게 혜택이 

되며, 특히 미래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더욱 그러하다. 여름에 가정용 열 

수요가 낮을 때 폐열의 일부를 이용하여 바이오가스 장치 근처에 있는 저장시

설의 곡물을 건조할 수 있다. 열병합발전에 대한 보너스는 어떤 추가적인 소득

을 창출한다. 

<렌데의 바이오가스 시설>

① 130×60m의 대형 사일로 저장시설. 바

로 옆에는 옥수수 밭이 있다. 

② 3개의 발효조와 네 개의 저장고(2개에는 

250kW 엔진이 있고 하나는 열공급용, 

하나는 비상시 기름보일러용)

③ 여름에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일부 폐열

을 이용하여 곡물을 건조한다.

④ 일부 이웃 가구들은 지역난방 시스템에 

투자하여 열을 무료로 이용하기도 한다. 

촬 : Kür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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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 옥수수 또는 기타 식물을 재배한다면 투자

의 수입도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EEG는 농작물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기회를 제공하 다. 생산성의 증대는 30%까지 가능하다123. 

부록 4-6. 독일 바이오에너지 사업에 대한 EU 지원 사례124

나무를 이용하는 학교 난방

1993년 밤베르크 근처에 있는 발스도르프(Walsdorf)시에서 중등학교를 확

대하고 새로 유치원을 세우겠다고 발표했을 때 일부 주민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었다. 주민은 건물에 환경 친화적인 목재칩을 연료로 사용하는 바이오매스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제안하 다. 제안은 지역 주민회의에서 논의되었고 

지역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1995년 가을에 첫 번째 설비가 세워져 

가동되었다. 오늘날 이 아이디어는 보다 발전되었다. 먼저 유치원과 이웃 가구, 

노인주택이 이 학교의 난방 시스템과 연결되었다. 지금은 두 번째 바이오매스 

난방설비가 세워져 지역에서 생산한 농작물로 열을 생산하여 신축되는 전체 

건물에 공급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을 위하여 농업인과 기업관계자, 발스도르프시는 함께 열공급 

회사를 설립하여 시설을 운 하고 목재칩을 공급한다. 발스도르프의 열공급시

설을 운 하는데 매년 650톤이 필요하고 바깥 기온이 하 12℃가 될 때 최대 

가동하도록 되어 있다. 온도가 이보다 낮아질 때는 기름화로가 저절로 작동하

도록 되어 있다. 연간 17만 리터의 기름이 절약되고 약 78,000DEM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 금액은 지역에 머물러 농가의 추가 수입이 된다.  지역에서 생산

한 소경재는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를 대체하여 효과적으로 사용

되고 있다. 

123 Hugo Schleupen(2006), Personal communication and presentation at a workshop on 

“Marketing of Renewable Energies” on Sept. 27
th
. 2006. in Lenthe.

124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projects/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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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은 바이오매스 난방장치가 가져온 편익을 잘 보여 준다. 이산

화탄소 배출은 연간 약 400톤 감소하고 이산화황과 일산화질소 배출은 약 

750kg 감소하 다. 목재칩은 약간의 재만 남길 뿐인데 비료로 이용된다. 바이

오매스 장치는 경제적으로 운 된다. 겨울에 연료는 2주에 한 번씩 공급된다.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서 보일러의 연소와 배출을 통제하여 최적으로 작동하도

록 한다. 감독과 관리가 거의 필요하지 않아서 상근직이 없으며 시청의 직원이 

장치 운 과 수리를 담당하고 있다. 

환경 친화적인 난방장치를 처음으로 설치하 던 발스도르프 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은 읽기 쉬운 미터기를 이용하여 교실에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소비되

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바이오매스 난방장치는 많은 편익을 제공하지만 시각

적인 교육교재로 이용할 수도 있다. 

<발스도르프 바이오매스 장치의 기술정보>

총비용 2.200,000 DM

EU 지원  677,000 DM

연락처 Gemeinde Walsdorf, Bamberger, Straße, D-96194

Walsdorf, Deutschland, Tel. +49-9549-354

부록 4-7. 로워 섹소니에서 바이오에너지 사업 개발과 지역촉진 사례

독일에서 재생에너지원법(EEG)으로 바이오에너지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지

면서 많은 기관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주로 에너지공급자와 농업

기관들이다. 하노버와 로워 섹소니의 몇 가지 사례를 정리한다. 

가. E.ON Kraftwerke GmbH

E.ON Kraftwerke GmbH는 독일 하노버에 본부를 두고 E.ON 에너지 그룹

의 전반적인 발전소를 운 한다. 이 회사는 에너지, 열폐기물 처리, 발전소 관

리에 관한 다수의 계열조직을 거느리고 있다. 이 회사는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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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설 확대에 많은 투자를 했고 바이오매스 연소 발전소의 건설과 운 , 석탄

과 오수 슬러지의 혼소, 풍력 터빈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관련 

활동은 뮌헨에 기반을 둔 계열사 E.ON 에너지 프로젝트팀이 맡고 있다. 열폐

기물 처리에는BKB AG, Helmstedt가 참가하고 있으며 발전소 부산물의 판매

는 헤르텐에 기반을 둔 BauMineral이 맡고 있다. 

연락처

E.ON Kraftwerke GmbH

Dr. Clement Tauber (Communication department)

Tresckowstr. 5, D-30457 Hannover, Germany

Phone +49-511-439-4774

Fax +49-511-439-4711

Mobile 0160-7416891

Email : clement.tauber@eon-energie.com

나. Stadtwerke hannover AG

이 회사는 하노버에서 전기, 열, 가스, 물을 공급하는 업체이다. 1994년에 

북부 독일에 우드칩 보일러를 세운 첫 번째 업체이다. 우드칩 보일러는 회사가 

소유한 숲의 간벌에서 생산된 400 톤의 용재를 이용하여 냉난방한다. 2004년에 

이와 같은 두 번째 보일러를 설치하 다. 

회사는 다수의 목재에너지 보일러를 건설하고 운 하면서 목재에너지 무역

시장에 진입할 구상을 하게 되었다. 이 계획은 진행 중인데 EU의 지원을 받아

(CONCERTO 프로그램)125 회사의 대형 열병합발전소 근처에 목재에너지 센터

를 세울 계획이다. 일부 폐열은 목재건조에 이용할 것이다126. 

회사의 엔지니어들은 하노버시 근처에 있는 농업인 단체들이 계획하는 두 

개의 바이오가스 시설에서 생산된 가스를 도시가스 파이프에 공급할 수 있는

125 http://ec.europa.eu/
126 http://www.enercity.de/sp/unternehmen/engagement/umwelt/erzeugung/Biomasse_20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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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검토하고 있다. 전기생산에서 발생한 폐열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도시가스 파이프를 이용하여 가구에 공급하는 것이 바이오가스 이

용의 새로운 경로가 될 것이다. 바이오가스를 천연가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

용하려면 일부 정화 과정이 필요하다127. 

연락처

Stadtwerke Hannover AG

Ihmeplatz 2, D-30449 Hannover

Günter Schröder (wood energy)

Phone : +49-5146-92482

Fax : +49-5146-4920

E-mail: guenter.schroeden@enercity.de

다. AGRAVIS Raiffeisen AG

AGRAVIS는 19세기 말에 북부 독일에서 농업인의 원료 구매와 제품 판매

를 돕기 위해 몇 개 농협이 연합하여 설립되었다. AGRAVIS 재생에너지팀은 

바이오에너지 생산과 이용에 관심 있는 농업인들을 돕는다128. Jörg Fahrenhors

t129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 다. 

① Schweingen에 소재한 1000kWel의 바이오가스 플랜트. 열은 관리사무소

에서 사용하고(573㎾h) 매쉬(곡물건조, 펠릿생산, 살균)생산을 위하여 증

기를 공급한다. 연중 고르게 열을 소비할 수 있으며 투자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② Neustadt-Hagen에 소재한 1000kWel과 1200kWth의 바이오가스 플랜트. 

이 설비는 2006년 말에 가동하게 되는데 여름철 열의 3분의 1은 우드펠

릿 생산을(24,000t/년) 위한 건조기와 컨베이어에 사용된다. 

127 Dollmann, F,(2006). Neue Energiekonzepte in der Region Hannover. Presentation at a work-

shop on "Marketing of Renewable Energies" on Sept. 27
th
, 2006, in Lenthe.

128 http://www.aravis.de/aoutus/b-segment/energy.jsp
129 Fahrenhorst, J. (2006). Praxisbeispiel. Presentation at a workshop on “Marketing of 

Renewable Energies: on Sept. 27th, 2006, in Len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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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AGRAVIS Raiffeinsen AG

Industrieweg 110, D-48155 Münster, Jörg Fahrenhorst

Phone : +49-251-682-2344, Fax : +49-251-682-4344

라. Niedersächsische Landgesellschaft(NLG) mbH

NLG는 로워 섹소니, 함부르크, 브레멘의 농촌 지역 개발을 담당하는 비

리 기업이다. 이 회사는 새로운 주택용지를 개발하고 토지병합과 지역 토지이

용계획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바이오에너지 생산과 이용을 통합적으로 

계획하는 데에 중요한 선결 조건들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의 사업은 베젠도르프 마을인데, 여기는 NLG가 일부 공공건물과 호텔

을 신설한 바이오가스 플랜트(500㎾el)에 지역난방 시스템으로 연결한 곳이다. 

이러한 업무는 열에너지 소비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과 정

치인들을 확신시켜야 하는 일들이 많다. 이러한 자료들은 NLG처럼 독립적인 

기구들이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그 결과는 온수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 

지역난방 시스템에 60만€를 투자하는 것은 열 소비자들에게 경제적이라는 것

이다. 열병합발전에 대한 보너스 2€cent/㎾h 때문에 열의 이용은 전기생산으

로부터 매년 30,000€의 소득을 증대시킨다. 점점 더 많은 민간주택 소유자들

이 지역난방 시스템에 연결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 금액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130.

130 Lindenberg, A. (2006). Möglichkeiten der Wärmeabgabe und Einbindung der Kommune. 

Presentation at a workshop on "Marketing of Renewable Energies" on Sept. 27
th
, 2006. in 

Len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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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Niedersächsische Landgesellschaft mbH

Gemeinnütziges Unternehmen fűr die Entwicklung des Ländlichen Raumes

Arndtstraße 19, D-30167 Hannover

Dipl.-Lng. Andreas Lindenberg

Phone : +49-511-1211-220, Fax : +49-511-1211-214

E-mail: alindenberg@nlg.de

마. 농업회의소(Chamber of Agriculture Lower Saxony)

농업회의소는 책임경 하는 공공 기관이며, 연례총회가 기관의 주요 의사

결정기구이다. 총회의 회원은 민주적으로 선출되고 로워 섹소니 각 지역의 농

림업을 대표한다. 총회의 모든 회원은 자발적으로 활동한다. 농업회의소는 정

치적인 주제가 아닌 전문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진다. 시험장과 과학기구를 운

하며 농업인을 위한 교육과 훈련에 관심을 가진다. 로워 섹소니 정부를 대신

하여 광범위한 행정활동을 수행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중립적이고 독립되어 

있으며 상업적인 이해관계에 제한받지 않는다131. 이처럼 폭넓은 활동범위에서 

농업회의소의 전문가들은 바이오 에너지 생산과 이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농업인들에게 보급시킨다.  

연락처

Landwirtschaftskammer Niedersachsen

Geschäftsbereich Landwirtschaft, Johannssenstr. 10, D-30159 Hannover

Berater Landtechnik, Carsten Brüggemann

Phone : +49-511-3665-1411     

Fax:    +49-511-3665-1537     

131 http://www.lwk-niedersachsen.de/index.cfm/portal/landwirtschaftskammer/nav/409/article/

62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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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한 시연 장면>

촬 : Kürsten

바. Niedersachsen Netzwerk Nachwachsende Rohstoffe (3N)

3N은 바이오에너지를 포함하여 재생자원의 네트워크이며 경쟁력을 갖춘 센

터이다. 여기에는 로워 섹소니의 농업환경부, 앞에서 언급한 농업회의소,  

AGRAVIS Raffeisen Ag, 그 외 기관과 기업들이 재정 지원하고 있다. 3N의 주

요 임무는 재생자원을 홍보하고 이 분야에 있는 과학과 기업 사이의 협력을 강

화하고 연구를 지원․조정하는 것이다. 3N은 정기적으로 컨퍼런스와 현장견학, 

박람회를 조직하여 바이오매스와 바이오매스 이용에 관한 정보를 확산한다. 

연락처

3N Kompetenzzentrum Nachwachsende

Rohstffe  For bioenergy

Kompaniestraße 1 Michael Kralemann and Udo Jakobs

D-49757 Werlte Phone : +49-551-307-3817

Phone : +49-5951-9893-0 E-mail : kralemann@3-n.info

Fax:    +49-5951-9893-11 E-mail : jakobs@3-n.info

E-mail info@3-n.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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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일본의 바이오매스 주요 정책과 전망

1.　바이오매스의 부존량과 이용

1.1. 바이오매스의 분류

일본의 바이오매스의 부존량 및 이용 가능량에 대해서는 전력중앙연구소의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5개의 바이오매스 분류·７개의 바이오

매스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각 분류별 바이오매스의 개요를 서술

한다. 

첫째는 목질계이다. 목질계는 임업이나 제재 가공업으로부터 폐기되는 나

무껍질, 지엽, 단재(端材) 등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목질계는  임지잔재와 제재

소 폐재로 구분된다. 임지잔재는 주벌, 간벌에 수반되어 숲 속이나 땅에 버려진 

폐기물, 제재소 폐재는 제재소에서의 제조 공정으로부터의 폐기물이다.

둘째는 농업계이다. 농업계는 농업생산물의 비식용부분이다. 여기에는 쌀을 

채취한 후에 남는 볏짚이 있다.

셋째는 축산계이다. 소, 돼지, 닭고기나 우유, 계란을 채취하는 것을 목적으

로 사육되고 있는 동물로부터 배설되는 분뇨이다. 여기에서는  육우와 유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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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는 식품계이다. 식품 가공 공장으로부터 폐기되는 것 및 일반 가정이나 

레스토랑 등의 사업으로부터 폐기되는 생활 쓰레기이다. 여기에서는 생활계와 

사업계로 구분된다.

다섯째는 오니계이다. 하수 처리에 의해서 발생한 생활오니를 오니처리시

설에서 수분을 제거한 탈수오니이다.

1.2. 바이오매스 부존량과 이용

일본에서의 바이오매스 부존량의 추정치는 <표 5-1>과 같다. 

일본은 온난·다우인 기후로 인하여 바이오매스의 부존량·이용 가능량을 보

유하고 있다. 그러나 변환 기술이나 채산성의 문제를 안고 있어 그 바이오매스

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전체적으로 폐기물계 바이오매스의 이용은 찾아볼 수 있지만 생활 음식물 

쓰레기, 농작물 비식용부, 임지 폐잔재의 이용, 에너지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원 작물의 재배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정부자료에 의하면 개별 바이오매

스의 이용 상황은 다음 5가지와 같다.

첫째, 목질계 바이오매스이다. 제재소 폐재는 대부분이 에너지나 비료로서 

재생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임지잔재는 종이제품의 원재료에 조금 이용될 뿐 

거의 이용되고 않고 있다.

둘째, 농업계 바이오매스이다. 볏짚·왕겨의 약 30%는 퇴비, 사료, 부료 등에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약 70%는 농지에 투여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이 저이용에 그치고 있다.

셋째, 축산계 바이오매스의 이용이다. 2004년에 “가축배설물 관리의 적정

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가축배설물의 약 90%가 비

료에 이용되고 있다. 남규슈 지역에서는 농지와 비교하여 가축의 사양두수 

도가 높기 때문에 가축배설물의 비료 환원에서는 과잉의 문제가 표면화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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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일본 바이오매스 발생과 처리상황

바이오매스 발생량(톤/년) 이용과 처리상황

가축배설물 약 8,900만톤
약 90%가 퇴비 등의 비료로서의 이용. 일부 지

역에서 양과잉 상태가 현재화

식품폐기물 약 2,200만톤
약 20% 정도는 비료나 사료 등으로 재생 이용되

고 있고, 약 80%는 소각․매립처리

종이의 소비량 약 3,600만톤

1/2이상이 폐지로 회수, 재이용. 나머지 약 1,600

만 톤의 대부분이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소각(소

각시설의 약 70%는 폐열 회수, 이용).

흑액(펄프생산단계

에서의 발생 폐액)

약 1,400만톤

(건조중량)
에너지(주로 직접연소)로써 이용

하수오니
약 7,500만톤

(농축오니base)

약 36%가 매립, 남은 양의 약 64%가 건설자재

나 퇴비로써 이용

배설물오니 약 2,900만톤 태반이 소각․매립

제재공장 폐재 약 500만톤 거의 에너지나 비료로써 재생, 이용

임지잔재 약 370만톤
겨우 제지품 등의 원재료로써 이용이 있는 정도

로,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음.

건설발생목재 약 460만톤
60% 정도 제지원료, 보드원료, 가축깔개 등이나 

에너지(주로 직접연소)로 이용

농작물 비식용부 약 1,300만톤
30%가 퇴비, 사료, 축사깔개 등으로 이용, 약 

70%가 농지뿌림

자원작물:유채 -

현 시점에 거의 없고, 일부 지역에서 유채 재배, 

식용유로 이용후 수집, 바이오디젤연료의 원료

로써 이활용하는 대책을 진행

사탕수수 등 -
바이오에탄올 제조, 자동차용의 연료로 이활용 

실증시험 정도

넷째, 식품계 바이오매스의 이용이다. 2001년에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법률의 시행에 의해식품 폐기물의 

비료나 사료로의 재생 이용은 약 10%에서 약 20%로 증가했다. 하지만 나머지 

약 80%는 소각·매립 처리되고 있다.

다섯째, 오니계 바이오매스의 이용이다. 하수오니의 약 36%는 매립 처리되

고 있다. 나머지 약 64%는 건설 자재나 퇴비로 재생 이용되고 있어 오니계 바

이오매스의 재생 이용은 순조롭게 향상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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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 내에서 정상적으로 바이오매스 자원을 이용할 경우 그 기대효과

는 어느 정도일까. 

“바이오매스․일본”에서 제시한 자료를 정리해 보면 연간 총 약 1,800PJ이

며 이를 원유로 환산할 때 약 4,600만㎘가 된다. 아울러 약 4,300만 톤의 탄소

를 절감할 수 있는데 이는 일본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플라스틱내에 포함된 전

탄소량의 약 4.3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2020년경에는 자원작물의 에너지나 제품의 변환

효율이 큰 폭으로 향상되어 화석자원유래의 에너지가격이나 제품가격에 대항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미이용 지역에 에너지원이나 제품의 

원료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자원작물이 재배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50년경에는 해양식물이 유전자 조작식물이라고 하는 신작물에 의한 효율

적인 바이오매스생산 가능성을 포함하게 되어 비약적으로 생산량이 증대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일본 정부는 폐기물계바이오매스 및 미이용 바이오매스의 대부

분을 제품이나 에너지로써 최대한 활용하는 바이오매스 타운을 전국적으로 구

축하고자 하며 또한 유기성폐기물에 관련하여서는 zero emission society의 실

현을 기대하고 있다.

표 5-2.  일본 미래 바이오매스의 환산 에너지량

바이오매스 연간부존량 에너지환산 탄소량

폐기물계

바이오매스

습윤중량 약 32,700만 톤, 

건조중량 약 7,600만 톤

약 1,270PJ,

원유환산 약 3,280만㎘
약 3,050만 톤

미이용

바이오매스

습윤중량 약 1,700만 톤, 

건조중량 약 1,500만 톤

약 260PJ,

원유환산 약 660만㎘
약 640만 톤

자원작물
습윤중량 약 2,200만 톤,

건조중량 약 1,300만 톤

약 240PJ

원유환산 약 620만㎘
약 600만 톤

계
약 1,800PJ,

원유환산 약 4,600만㎘
약 4,300만 톤*

주: 본문에 서술된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임.

   *국내생산 플라스틱내 포함 전탄소량의 약 4.3배의 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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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 에너지 정책의 전개

2.1. 신 에너지의 정의와 위치설정

신 에너지는 1997년에 시행된 “신 에너지 이용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서 다음의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석유 대체 에너지를 제조, 발생, 이용

한다. 둘째 경제성 측면의 제약 때문에 보급이 진전되고 있지 않다. 셋째 석유 

대체 에너지의 촉진에 특히 기여한다.

이 연구에서는 신 에너지를 구체적으로 “공급측의 신 에너지”, “수요측의 

신 에너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공급 측 신 에너지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 보면 공급 측 신 에너지의 

종류에는 발전분야, 열분야, 발전·열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해당 분야의 

신 에너지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전분야에는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폐기물 발전, 바이오매스 발전

이 있다. 둘째, 열분야에는 태양열 이용, 폐기물열 이용, 바이오매스열 이용, 설

빙열 이용, ·온도차 에너지가 있다. 셋째, 발전·열분야에는 폐기물 연료 제조와 

바이오매스 연료 제조가 있다.

다음으로 수요 측 신 에너지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 보면 수요 측의 신 에너

지는 다음의 3가지가 있다.

첫째, 전기 자동차(하이브리드를  포함한다), 천연가스 자동차, 메탄올 자동

차와 둘째, 천연가스 코제너레이션(cogeneration), 셋째, 연료 전지이다.

일본의 전체 에너지 이용에서 신 에너지는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일까? 전체적으로는 장래성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발 도상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신 에너지는 기술 수준에서는 실용화 단계에 도달해 있지만 현실화의 경

제적인 수준에서는 아직까지 제약이 많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서는 충분히 보

급되고 있지 않은 단계이다. 신 에너지의 보급을 위해서는 정부, 지방자치체, 

민간기업, 시민이 연대한 대응수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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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 에너지의 도입 목표와 정책

일본에서 공급 측의 신 에너지 도입 실적은 2001년 690만 kl(원유 환산량)

로 1차 에너지 총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에 지나지 않고 있다. 2010년

의 도입 목표는 1,910만 kl(원유 환산량)로 1차 에너지 총공급에서 차지하는 비

율은 3%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은 아래와 같다.

2.2.1. 주된 제도

신 에너지의 목표 실현을 위한 주된 제도는 “RPS법(전기사업자에 의한 신 

에너지 이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

한 법률”, “가축배설물 관리의 적정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다이옥신 

규제” 등이다. 

첫째, RPS법은 바이오매스 발전에 의한 매전 가격이 2~5엔/kWh로 매우 염

가여서 산업용 바이오매스 발전이 보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바이오매

스 발전을 산업용으로 이용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RPS법에서는 전기

사업자는 매년도 그 판매 전력량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신 에너지 전기(풍

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중소 수력을 변환해 얻을 수 있는 전기)의 이용을 의무

화하고 있다. 전기사업자는 의무를 이행할 때에 ①스스로 발전(發電)하거나 ②

외부로부터 신 에너지 전기를 구입하거나 ③다른 전기사업자에게 의무를 떠맡

길 수 있으며 이 가운데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RPS법에 의한 전력 판매 사업자를 위한 신 에너지 이용 목표량은 2003년

도 33억kWh, 2010년도에는 122kWh이다.

둘째, 식품순환자원의 재생 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식품 리사이클

법”)이다. 이산화탄소의 약 20배에 상당한 온실 효과가 있는 지구 온난화 가스

로서 메탄가스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으로 연료 전지나 천연가스 자동차의 연료

로서 이용할 수 있다. 메탄가스를 유효하게 이용할 경우 배출권 크레디트를 획

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메탄가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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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이클법”이 가동되고 있다.  식품의 제조나 조리 과정에서 생기는 동식물성 

잔사, 식품의 유통 과정이나 소비 과정에서 생기는 재고품이나 남은 음식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제, 관리가 중요한 법의 골자이다. 

셋째, 가축배설물 관리의 적정화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가축배설물

법”)이다. 이 법에 의하면 규제 대상 사업은 소 10마리 이상, 돼지 100마리 이

상, 닭 2,000마리 이상, 말 10마리 이상의 축산업이다. 규제 내용은 가축배설물

저장, 관리,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이다. 물론 가축배설물을 이용한 메탄가스의 

생산과 이용에도 관련이 있다.

한편 “식품 리사이클법” 및 “가축배설물법”에 의한 메탄가스 발효와 이용

에는 몇 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현 시점에서는 발전에 의한 수입

을 거의 전망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바이오가스 공장에서의 전력·연료 소비가 

크기 때문에 외부에 판매할 수 있는 전력량이 지극히 적고 매전가격이 2~5엔

/kWh로 매우 낮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현재 상태로서는 메탄 발효 후에 발생하

는 액체 비료의 운반비·살포비가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용이 어

렵다는 점이다.

넷째, 다이옥신 규제와 목질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법률이다. 2002년 12

월부터 폐기물 소각시설 배기가스의 다이옥신 기준이 강화되었다. 여기에 관련

하여 목질계 폐기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

되고 있다. ① 목질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이나 보일러에 대한 투자가 높은 반면 

매전 수입을 거의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② 건축 폐재 소각의 경우 배기가

스에 대한 주민 반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③ 간벌재 등의 임지 

폐재의 경우 수송비용이 비싸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의 노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132. 

132 새로운 움직임으로써 주목받고 있는 것은 아키타현의 “노시로(能代) 삼림자원이용 협동

조합”의 활동임. 조합은 목재 관련 기업·단체에 의한 출자로 설립되었는데, 삼나무를 제

재할 때 발생되는 나무껍질 폐재를 이용한 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114

2.2.2. 최근의 정책강화

최근 신 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 왔다. 몇 가지 측면에서 

정책 강화의 반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2002년도부터 신 에너지 이용 촉진법의 지원 대상에 “바이오매스”와 

“설빙(雪氷)”이 추가된 점이다. 다음으로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 에너지 등의 

이용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제정되어 2003년 4월 이후로 전력 사업자에

게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의 신 에너지 발전 비율을 매년 상승시켜야할 

의무가 부과되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예산액의 측면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표 

5-3>. 예산의 주요 용도는 기술 개발, 실증시험, 도입 촉진으로 나뉜다.

표 5-3.  신 에너지 이용촉진에 관한 예산액의 추이
단위: 억엔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예산액 479 560 748 875 925 1105 1449 1568 1613

2.2.3. 지역의 신 에너지 도입을 위한 정부 지원

지역의 신 에너지 도입을 위한 정부 지원은 다음의 4가지로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역 신 에너지 계획의 책정을 위한 지원이다. 이는 “지역 신 에너지 

비전 책정 사업”(지방공공단체 전용)이라고 불리고 있다. 지역에 잠들어 있는 

다양한 에너지를 발굴하여 21세기를 향한 지역 활력 향상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기 위한 계획을 책정하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해서 그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는 

지원이다. 보조는 정액으로 2003년도 132억 엔, 2004년도 118억 엔이었다.

둘째, 사업 도입 및 사업화 검토를 위한 지원이다. 이는 “바이오매스 등 미활

용 에너지 실증 시험”(사업자·지방공공단체 전용)이라고 불리고 있다. 바이오매

스 등 지역에 부존하는 미활용 자원을 에너지로서 유효 활용하기 위해 실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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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사업, 사업 가능성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

는 지원이다. 구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실증시험사업(보조는 1/2이내 

(보조액수 상한 5천만 엔/건·년))과 사업가능성조사(보조는 정액(보조액 상한１

천만 엔/건·년))가 있으며 2003년도는 28억 엔, 2004년도는 29억 엔이었다.

셋째, 설치 공사를 위한 지원이다. 이는 “지역 신 에너지 도입 촉진 사업”

(지방공공단체 전용)이라고 불리고 있다. 신 에너지의 대규모·집중 도입 등 선

진적인 대책을 실시하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해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한다. 보조

는 사업비의 1/2이내이다. 2005년도는 127억 엔, 2004년도는 110억 엔이었다. 

다른 하나는 “신 에너지 사업자 지원 대책 사업”(사업자 전용)이라고 불리고 

있다. 신 에너지법에 근거하여 인정을 받은 계획에 따라서 신 에너지를 도입하

는 선진적인 사업자에 대해 사업비 일부를 보조한다. 보조는 사업비의 1/3이내

이다. 2003년도는 388억 엔, 2004년도는　483억 엔이었다.

넷째, 기타 지원책이다. 여기에도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신 에너지 비 리 

활동 촉진 대책” NPO 등이 스스로 실시하는 신 에너지 도입 사업이나 보급 계

발 활동, 신 에너지 설비를 도입하는 제3자를 위해서 NPO가 실시하는 보조사

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다. 보조는 사업비의 1/2이내이며 2003년도는 11억 

엔, 2004년도는 13억 엔이 지원되었다. 다음으로 “지역 지구 온난화 방지 지원 

사업”으로 지방공공단체, 민간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신 에너지 활동의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하고 있다. 보조는 사업비

의 1/2 또는 1/3이다. 2003년도는 6억 엔, 2004년도는 6억 엔이 지원되었다.

2.2.4　민간 섹터나 지방 자치체의 대응 사례

최근 다수의 기업이 바이오매스 발전의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발전에는 ① 석탄 발전에 간벌재를 섞어서 소각하는 타입, ② 

건조된 폐기물을 연료로서 발전하는 타입, ③ 가축 분뇨나 식품 폐기물 등 수

분이 많은 폐기물을 메탄화하는 타입 등이 있다. 기업별의 주된 바이오매스 발

전의 대응은 <표 5-4>와 같다.



116

표 5-4.  기업별의 주요 바이오매스 발전 대응

 기업명  내용

 日揮  폐목재를 석탄 연료화

 河崎重工業  폐목재로부터 가스 추출

 荏原製作所  폐목재, 음식물 쓰레기 전용 설비 개발

 鹿島  음식물 쓰레기로부터 메탄가스를 추출하는 기술개발

 石川播磨重工業  배수중의 유기물을 이용한 발전

 三井造船  가축 분뇨용 설비 판매

 神 製作所  하수오니용 설비 판매

 明電
 식용유를 연료로 하는 마이크로가스터빈에 의한 코제너레 

 이션 시스템 개발

 電源開  석탄 발전으로 건축 폐재를 섞어 소각하는 기술개발

 中 電力　  석탄 발전에서 바이오매스를 섞어 소각하는 기술개발

 日本製紙  건축 폐재 등을 연료로 한 유동 보일러 및 터빈 건설

 住友商事ㆍ明星시멘트
 건축폐기물이나 간벌재를 자원으로 한 톱밥 칩과 숯을 

 연소해 발전하는 사업

 中部電力
 탄산염형 연료 전지(MCFC)와 가연성 쓰레기 가스화 

 장치를 조합한 폐기물 발전의 기술개발

 三菱製紙  페이퍼 슬러지, 버크, 폐목재를 연료로 한 발전장치의 개발

 川崎製 ㆍ日立金 ㆍ

紙鋼팬텍

 분뇨, 식품 찌꺼기 등 대부분의 유기 폐기물을 투입할 수 

 있는 바이오 가스 설비 건설

다음으로 지방 자치체의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 대응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

와테현, 야마구치현의 대응의 개요를 살펴본다.

가. 이와테현에서의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의 대응

2000년에 이와테현에서는 현지기업, 현청·시정촌, 대학, 언론, 산업진흥센

터, 임업기술 센터가 주축이 되어 “이와테현 목질 바이오매스 연구회”를 발족

하 다. 2001년에는 제언서 “이와테형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의 행방”을 정리하

으며 이후 공업기술센터가 “이와테형 펠릿 스토브” 상품을 개발하여 현청이

나 초등학교 등에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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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야마구치현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의 대응

야마구치현은 삼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을 위한 기본 지침이 되는 “야마

구치 바이오매스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 다. 야마구치현은  간벌재나 죽재를 

공급하고 수증기 소각 형태로 가스를 추출하여 순도를 높이고 열과 전기를 동

시 공급하는 시스템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 기타 이용사례

폐식용유를 가공한 바이오 디젤 연료(BDF)의 이용과 “유채꽃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처음에 교토시가 쓰레기 수집용 자동차의 연료로서 바이오 디젤을 

이용해 왔다. 이후에 도쿄 스미다구의 소메야 상점, 아키타시의 토호쿠 에코시

스템, 와카야마현 이나미町의 이시바시 석유, 시가현 토요사토町의 유토상사가 

바이오 디젤 연료의 판매를 시작하 다.

유채의 바이오매스 에너지에 주목하는 “유채꽃 프로젝트”는 시가현에서 시

작되었다. 채종유를 생산할 뿐 아니라 관광, 환경교육, 식용유·연료유, 지역 특

산 만들기 등의 다양한 목적을 가지는 프로젝트로서 전개되고 있다. 그 외에도 

사가현, 미야자키현, 후쿠오카현, 아오모리현 등이 주요 현이다.

3. 바이오매스 이용 촉진 정책

3.1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

3.1.1. “전략 책정 프로젝트 팀”의 설립

2002년 6월에 일본의 바이오매스의 종합적인 이․활용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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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내각부, 농림수산성, 경제 산업성, 

환경성, 문부과학성 및 국토교통성으로 구성된 “전략 책정 프로젝트 팀”을 설치

되었다. 동시에 민간·지식인에 의한 “자문그룹”도 설치되었다. 그 후 7회의 만남

을 거쳐 2002년 12월에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이 각의 결정되었다133.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에서의 바이오매스는 첫째, 지구 온난화 방지, 

둘째, 순환형 사회의 형성, 셋째, 경쟁력이 있는 전략적 산업의 육성, 넷째, 농

림어업·농산어촌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다.

3.1.2.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의 목표 설정

가. 기술적 관점

① 직접연소 및 가스화시설 등 함수율이 낮은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변환

하는 기술로 첫째, 바이오매스 일처리량 10톤 정도의 플랜트(합병 후의 

시정촌규모를 상정), 에너지변환효율이 전력으로써 20% 혹은 열로써 

80% 정도의 기술을 개발한다. 둘째, 바이오매스 광역수집에 관한 환경

이 정리된 경우, 바이오매스 일처리량 100톤 정도의 시설(도도부현 지역

을 상정), 에너지변환효율이 전력으로써 30% 정도가 실현 가능한 기술

을 개발한다.

② 메탄발효 등 함수율이 높은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변화하는 기술로서  

바이오매스 일처리량 5톤정도 시설(집락의 시정촌의 규모를 상정), 에너

지변환효율이 전력으로써 10% 혹은 열로써 40% 정도의 기술 개발을 목

표하고 있다.

③ 바이오매스를 제품으로 변환하는 기술인데 현 시점에서 실용화하고 있는 

바이오매스유래의 플라스틱의 원료가격을 200엔/kg 정도로 변환할 수 있

는 기술의 개발이다. 리그닌이나 셀룰로오스 등의 유효한 활용을 유지하

기 위해 새로운 실용화단계의 제품을 10종 이상을 생산하는 목표이다.

133 2006년 3월에 수정된 「바이오매스․일본종합전략」을 각의에서 수정 결정하여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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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적 관점

당초 바이오매스 타운을 500개 정도 구축하는 것으로 했으나 2010년에는 

시정촌이 통합되는 것을 고려해서 약 300개의 바이오매스 타운을 조정할 계

획이다.

다. 전국적 관점

전국적인 관점에서 일본 내 중장기 에너지수습전망을 감안해서 신 에너지

의 하나로서의 바이오매스에너지의 도입을 검토하고 교토의정서 목표 달성계

획에 담긴 각종목표와의 정합성을 꾀하며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기본법의 이념

을 존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바이오매스에 관련한 상황을 종합하여 전국적인 관점에서의 목표는 아래와 

같이 두고 있다. 

① 폐기물계바이오매스: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의한 리사이클의 의무화 등의 강화, 수집․수송, 변환의 효율화

의 진전 등을 통해 폐기물계 바이오매스의 상당 부분 이활용.

② 미이용 바이오매스: 수집시스템의 정비, 바이오매스․refinery의 확립 등에 

의해 일정부분이 경제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형태로 이활용.

③ 자원작물: 화석자원유래의 에너지가격이나 지구 온난화대책의 진전의 정

도 등에 따라서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민간기업활동에 의해 에너지원이나 

제품의 원료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원작물도 이활용.

위와 같은 방향과 방법 등의 실천을 통해 폐기물계 바이오매스가 탄소량환

산으로 80% 이상 이활용되고 미이용 바이오매스가 탄소량환산으로 25% 이상 

이활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자원작물에 관해서는 탄소량환산으로 10

만 톤 정도가 이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2010년도까지 바이오매

스 열이용은 원유환산으로 308만㎘(수송용 연료의 바이오매스유래연료 50만㎘

를 포함)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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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의 목표 실현을 위한 정부의 대응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의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 부처별로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실천하고 있다. 

총괄적인 의미에서 이미 내각부,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문부과

학성 및 국토교통성의 합동 팀이 바이오매스 이용 확대를 위한 종합 전략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을 수립하 다. 다음으로 “바이오 테크놀러지 전

략 개요”를 만들었다. 여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로부터 메탄 등을 발생시키

는 쓰레기 연료화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2%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의 대응책이다. 가장 중요한 제도 가운데 하나인 RPS법을 제정

하 으며 이 제도의 목표는 당연히 바이오매스 발전에 의한 전기가 다른 신 에

너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함과 동시에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의 도입을 원

활히 진행하는 데에 있다. 다음으로 “종합 자원 에너지 조사회 연료 정책 소위

원회”를 조직한 것이다. 이 위원회는 향후 1~5에 걸쳐 E10(에탄올 10% 혼합한 

가솔린)의 도입에 대해 적극 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환경성의 대책으로 “CDM(클린 개발 메커니즘) 및 그 공동 실시”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외 바이오매스의 이·활용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그 실현 가능성이 조사되고 있다.

국토교통성에서는 대응책 마련을 위한 “바이오 솔리드 이·활용 기본 위원

회”가 조직되었다. 이 위원회는 하수오니와 다른 바이오매스 자원을 혼합 처리

하고 생산되는 에너지의 유효 이용을 취급한다. 

농림수산성에서는 “식품 리사이클 추진 모델 정비 사업”과 “바이오매스 타

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식품 리사이클 추진 모델 정비 사업”을 통해서 폴

리 유산·바이오 가스화 등의 첨단기술을 도입한 신소재를 제조하는 재활용시

설이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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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바이오매스 사업에 관련된 규제

3.3.1. 사업 도입 전에 검토해야 할 규제

사업 도입 전에 검토해야 할 법률은 다음의 12개의 법률이다. 각 법률의 규

제 대상자, 규제 대상 사업 및 규제의 내용은 <표 5-5>와 같다.

표 5-5.  사전도입 검토 대상 법률과 주요규제

 법   률  주요 규제내용

①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일반폐기물처분 시정촌장의 허가, 산업 폐기물 및 일반·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

② 가축배설물 관리의 적정화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③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④ 전기사업법
사업용 전기 공작물을 설치시 전기 주임 기술자( 자가용 출력 1,000kW 미만 불

선임), 보일러를 이용한 발전의 경우에는 보일러·터빈 주임 기술자 필요.

⑤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에너지(전기·열의 합산)를 원유 환산으로 1,500 kl/년 이상 이용사업장, 전기 관

리사, 열관리사 필요

⑥ 대기오염방지법

가스엔진 연료 35l/시간(중유 환산) 이상, 가스터빈 연료 50l/시간(중유 환산) 이

상 이용 혹은 보일러로 전열면적이 10㎡ 이상인 경우는 매연 배출 기준의 준수 

필요

⑦ 소음규제법
압축기, 송풍기 등의 정격 용량이 7.5kW 이상인 경우, 치퍼의 정격 출력이 

2.25kW 이상인 경우, 쇄목기가 있는 경우는 규제 기준의 준수가 필요

⑧ 진동규제법
압축기, 송풍기 등의 정격 용량이 7.5kW 이상인 경우, 치퍼의 정격 출력이 

2.25kW 이상인 경우 규제 기준 준수 필요

⑨ 특정 공장에 있어서의 공해방지 

조직의 정비에 관한 법률
특정 공장 사업자의 경우 공해방지 총괄자, 주임과 공해방지 관리자 선임 필요

⑩ 노동안전위생법
위험물 취급자가 필요. BDF는 제３석유류로 분류되어 400l∼2,000l의 저장인 

경우 시정촌 조례 적용

⑪ 소방법

⑫ 열공급 사업법
여러 건물(자가 소비는 제외)에 열공급하고 가열 능력 합계가 21 GJ/시간 이상

인 열공급자 경제산업장관의 허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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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사업 운용에 있어서의 규제

사업 운용에 있어서의 규제는 다음의 4개 법률이다.

표 5-6.  사업운용시 관련 법률과 주요규제

 법   률  주요 규제내용

① 수질오탁방지법

- 특정 시설은 돈방의 총면적 50㎡이상, 우방의 총면적 200㎡ 
이상, 마방의 총면적 500㎡이상인 경우에 신고가 필요.

- 배출수의 공공용 수역으로의 배출에는 1일당 배수량 50㎥ 
이상의 경우 pH는 5.8이상 8.6이하, 대장균군수 일간 평균은 
3,000개/c㎡, BOD는 160mg/l, 질소 함유량은 16mg/l, COD 
160mg/l, 인 함유량은 16mg/l, SS는 200mg/l의 기준이 적용

② 악취방지법

③ 비료단속법
- 퇴비를 제조 판매하는 경우는 사업 시작 시의 신고와 함께 
판매하는 퇴비에 관한 품질표시가 의무화

④ 지방세법
(경유인취세)

- 온도 15℃에서 비중이 0.8017∼0.8762의 탄화수소유는 과세
 (15,000엔/kl)됨. 단 법령으로 정할 경우 비과세

3.4. 바이오매스 사업의 지원 제도

3.4.1. 사업의 도입 전 지원 제도

바이오매스 사업에 있어서의 도입 전 지원 제도는, 기본 설계 작성이나 심

포지엄 개최, 보급 계발·기술개발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４개

의 제도가 있다.

가. 지역 신 에너지 비전 책정 사업

○ 대상자: 지역 신 에너지 비전 책정 조사를 실시하는 사람, 중점 테마와 관련

된 상세 비전 책정 조사를 실시하는 사람, 사업화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를 실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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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사업(3가지): 첫째, 지역 신 에너지 비전 책정 조사, 둘째, 중점 테마와 

관련된 상세 비전 책정 조사, 셋째, 사업화 타당성 조사이다.

○ 지원내용: 정액 조성

○ 관할기관: 신 에너지·산업기술 종합 개발 기구(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이하, NEDO)이다.

나. 바이오매스 미활용 에너지 사업 조사 사업

○ 대상자: 기업, 지방공공단체, 공익 법인, NPO 법인

○ 대상 사업(4가지): 첫째, 바이오매스, 설빙의 부존량 조사, 둘째, 에너지 변환 

시스템의 변환 효율, 환경 특성, 운전 패턴과 관련되는 데이터, 운전 등에 관

한 사업, 셋째, 에너지 이용에 관한 이용률, 이용 방법과 관련되는 운용 데이

터나 외부 공급과의 비용 비교 데이터의 특징 등의 검토 사업, 마지막으로 

지역 관계자와의 제휴에 관계된 현상이나 과제의 검토사업이다.

○ 지원내용: 정액 조성

○ 관할기관: 경제산업성의 각 경제 산업국

다. 바이오매스의 환경만들기 보조금

○ 대상자: 바이오매스의 이활용의 추진에 관계된 계획 주체 및 사업 실시의 주

체, 바이오매스의 이활용에 필요한 시설의 정비에 관계된 계획 주체 및 사업 

실시의 주체

○ 대상 사업: 바이오매스 타운의 실현을 위한 대책이다. 구체적으로는 “소프트 

측면의 지원134”과 “하드 측면의 지원135”으로 되어 있다. 

134 소프트 지원은 다음의 ８항목임. 지역 관계자의 바이오매스 이활용의 이해 양성, 바이오

매스 이활용 계획의 책정, 바이오매스의 종류에 따른 이활용 대책, 바이오매스의 생산·수

집·운반 시스템의 구축, 바이오매스의 변환 기술 지원, 자원 작물의 실용화 시험, 바이오

매스 유래 제품·에너지 이용 기기의 도입, 바이오매스 타운 구상의 지원임.
135 하드 지원은 다음의 3항목임.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바이오매스 이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바이오매스 변환시설 및 바이오매스 공급시설·이용시설의 일체적인 정비, 신기술

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변환시설의 모델적인 정비, 가축배설물의 이활용에 필요한 퇴비화

의 공동 이용 시설의 정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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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소프트 지원에 대해서는 정액 조성

○ 관할 기관: 농림수산성 각 지방 농정국

라. 중소기업·벤처 도전 지원 사업

○ 대상자: 창업자 또는 중소기업

○ 대상 사업: 자금 부족 신규창업자와 중소기업 

○ 지원내용: 사업비의1/２이내, 100만엔~ 500만엔

○ 관할기관: 중소기업 기반 정비 기구

3.4.2. 사업의 도입 시 지원 제도

바이오매스 사업 도입 시 지원 제도는 농림수산성이나 환경성, NEDO에 의

해서 실시되고 있고 있다. 지원의 내용은 사업비 조성, 융자 및 이자 조성의 3

가지이다.

가. 바이오매스사업비 지원 제도

사업비 조성에 있어서의 지원 제도는 16개 이며 주요 지원 대상과 금액은 

<표 5-7>과 같다.

표 5-7.  바이오매스 사업비 지원제도

사업명 관할

① 바이오매스의 환경만들기 보조금 농림수산성

② 바이오매스리 활용 프런티어 정비 사업 농림수산성

③ 바이오매스 미활용 에너지 실증 시험 사업 NEDO

④ 강한 농업 만들기 보조금 농림수산성

⑥ 지역 신 에너지 도입 촉진 사업 NEDO

⑦ 신 에너지 사업자 지원 대책 사업 NEDO, 경제산업성(채무보증만)

⑧ 지역 지구 온난화 방지 지원 사업 NEDO

⑨ 신 에너지·에너지 절약 비 리 활동 촉진 사업 NEDO

⑩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대책 사업비 보조금(민간단체 전용) 환경성

⑪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대책 사업비 보조금(지방공공단체 전용) 환경성

⑫ 폐기물 처리 시설에 있어서의 온난화 대책 사업 환경성

⑬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보조금 환경성

⑭ 재생 가능 에너지 고도도입 지역정비사업 환경성

⑮ 강한 임업·목재 산업 만들기 보조금 농림수산성

⒃ 환경공생 주택시가지 모델사업 국토교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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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자금지원

지방공공단체 및 PFI 사업자 정액(사업비의 1/２이내)

지방공공단체 및 농림 어업자 단체 사업비의 1/２이내

지방공공단체, 민간 사업자 사업비의 1/２이내

지방공공단체, 수산 어업 협동조합 사업비의 1/２이내

지방공공단체, 민간 사업자 사업비의 1/２이내, 한도액 2,000만 엔

민간 사업자 사업비의 1/３이내, 채무보증범위(기금의 15배

지방공공단체, 공익 법인, NPO 법인 사업비의 1/２이내

공익 법인, NPO 법인 사업비의 1/２이내

공익 법인, 민간 사업자 사업비의 1/３이내

지방공공단체 환경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금액

폐기물 처리업자 사업비의 1/３이내

시정촌 사업비의 1/３이내

민간 업자 정비비의 일부

지방공공단체, PFI 사업자 사업비의 1/２이내

지방공공단체, 도시 재생 기구 사업비의 1/３이내

나. 융자 지원 제도

바이오매스 사업에 융자지원의 형태는 5가지 이다. 첫째, 정책 투자 은행 융자가 

있다. 둘째, 농림 어업 금융 공고 자금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축산 경 환경조

화 추진 자금”, “농림 어업시설 자금”, “진흥 산촌·과소 지역 경  개선 자금”, “임업 

구조개선 사업 추진 자금”, “중산간 지역 활성화 자금”이 있다. 셋째, 목재 산업 고도

화 추진 자금(도부현)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간벌 촉진 자금”, “구조개혁 촉진 

자금”이다. 넷째, 농업개량자금(농협)이 있다. 다섯째, 농업 근대화 자금(농협)이 있다.

다. 이자 조성 지원 제도

지역 바이오매스 사업의 이자 조성에서의 지원에는 다음 2가지 지원제도가 

있다. 첫째, 목재산업체의 질 강화 대책사업(농림수산성·임야청)이다. 둘째, 지

역 에너지개발 이용사업 및 발전사업(신 에너지 재단)이다.

3.4.3. 사업 시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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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해 <표 5-8>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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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바이오매스 사업시 지원제도

사업명 대상자 대상내용 자금지원

① 지역 에너지 이용설

비와 관련한 고정자

산세의 과세표준 특

례조치

개인과 법인
지역 에너지를 

이용한 기계·설비

과세표준을 5/6으로 경

감(취득 연도로부터 3년

간)

② 에너지 수급 구조 개

혁 투자 촉진 세제
개인과 법인 톱밥 연료 보일러

① 기준 취득가격의 7% 

상당액의 세액공제, 

② 보통상각에 기준 

취득가격의 30% 상

당액을 한도로 상각

할 수 있는 특별상각

③ 고정 자산세의 과세

표준 경감 조치

농협, 농협연합, 

농사 조합 법인

정부의 보조 또는 

농업 근대화 자금

의 대출에 의해서 

농협 등이 취득한 

공동이용시설

취득 후 3년간 과세표준

이 1/2로 경감

3.5. 바이오매스 타운 지원

3.5.1. 바이오매스 타운과 바이오매스 정보 본사

바이오매스 타운은 시정촌이 전체 계획을 구상하고 동시에 그 계획을 실현

시키는 바이오매스 활용제도의 하나이다. 

바이오매스 타운이란 시정촌 안에서 지역의 관계자간에 제휴된 추진 체계

하에서 지역의 다양한 바이오매스의 발생~이용까지의 효율적인 수집·수송·변

환·이용의 시스템이 구축하여 안정적이고 적정한 바이오매스 이용이 실제 이

루어지는 또는 전망되는 모습을 의미한다. 

바이오매스 타운 구상은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추진 회의에서  일정 요

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면 바이오매스 타운으로 발표된다. 바이오매스 타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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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되는 요건은 해당 지역의 폐기물계 바이오매스의 90% 이상 또는 미이용 

바이오매스의 40% 이상을 이용할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바이오매스 타운 구상에서 계획 입안과 실시의 담당자는 시정촌이다. 그러

나 시정촌을 지원하는 지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계획 

입안과 실시에 관련된 정보 공유 및 정보의 축적·발표 등을 담당한다. 바이오매

스 타운의 구상에 있어서는 이중의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하나는 해당 시정촌과 

도도부현, NPO, 대학에서의 지적 네트워크이며 다른 하나는 바이오매스 관련 

정보의 축적과 이를 발표하는 “바이오매스 정보 본사”라는 지적 네트워크이다.

3.5.2. 지역바이오매스 시스템

바이오매스 이용의 시스템 구조는 바이오매스 제공 주체, 바이오매스 수집·

수송 주체, 바이오매스 변환 주체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물질 이용 주체 등 ４

주체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장소·주체는 다음과 같이 기대되고 있다.

먼저 바이오매스 제공 주체로서 하수·촌락 배수 시설, 일반 세대·레스토랑, 

농산물 집출하장, 삼림, 제재 공장, 축산 농가 등이다. 제공되는 바이오매스는 

하수·촌락 배수 시설에서 오니, 일반 세대·레스토랑의 식품 폐기물이나 폐식용

유, 농산물 집출하장의 채소잔사, 삼림의 임지잔재, 제재 공장의 단재, 축산 농

가의 가축배설물 등이다.

바이오매스 변환 주체로서 바이오매스 발전·발열 시설, 탄화·난방 연료화 

시설, 비료·사료화 시설, BDF·에탄올 시설, biomaterial 시설이 있다.

바이오매스 변환 주체가 공급하는 바이오매스 에너지물질로는 전기·온수, 

목질 연료, 목탄, BDF, 퇴비·액체 비료, 토양 개량제 등이 있으며 이용 주체로

는 밭농사·시설원예농가, 일반세대, 레스토랑, 공공시설 등을 들 수 있다.

3.5.3. 바이오매스 타운의 유형화

2006년 9월 현재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 전략 추진 회의에서 승인된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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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 타운 구상은 전국에 60건이다. 지역별로 보면 홋카이도 10건, 토호쿠 13

건, 간토·토신 11건, 호쿠리쿠 6건, 도카이 0건, 간사이 5건, 추고쿠 3건, 시코쿠 

2건 및 규슈 10건이다.

바이오매스 타운 구상의 유형 구분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바이오매스의 이용이다. 이 유형에서는 바이오매스 타운 구상의 승인 기준인 

폐기물계 바이오매스의 90% 이상 이용 또는 미이용 바이오매스의 40% 이상 

이용에 주목할 수 있다. 이 승인 기준에 의하면 5가지의 바이오매스 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바이오매스의 이용에 있어서 폐기물계 바이오매스의 90% 이상 이

용과 미이용 바이오매스의 40% 이상인 바이오매스 타운이다. 이를 고위 이용

형(U1로 약칭. 이하동일)이라고 한다. 

둘째는 폐기물계 바이오매스와 미이용 바이오매스 가운데 어느 한쪽이 승

인 기준을 밑돌고 있는 바이오매스 타운이다. 이를 중위 이용형(U2로 약칭)이

라고 한다. 

셋째는 폐기물계 바이오매스와 미이용 바이오매스 모두, 승인 기준을 밑돌

고 있는 바이오매스 타운이다. 이를 저위 이용형(U3로 약칭)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바이오매스 변환 시설이다. 이에 대해서는 바이오매스 발전·발열 

시설, 탄화·난방 연료화 시설, 비료·사료화 시설, BDF·에탄올 시설, biomaterial 

시설 등 ５종류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기준에서는 바이오매스 변환기술을 재래

형과 신형으로 분류한다. 재래형 바이오매스 변환은 주로 소규모의 설비로 연

료용탄이나 칩스, 비료·사료화의 변환이다. 신형 바이오매스 변환은 주로 고효

율의 설비(보일러, 가스터빈 등)에 의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이다. 이 연구

에서 신형변환지향이란 바이오매스 발전·발열 시설이나 BDF·에탄올 시설중 

어느 한쪽의 시설 정비를 구상하고 있는 바이오매스 타운을 지칭하며 재래형 

변환지향이란 바이오매스 발전·발열 시설이나 BDF·에탄올 시설 가운데 어느 

하나의 시설정비를 구상하고 있지 않는 바이오매스 타운이다.

먼저 바이오매스의 이용 현황의 구분 기준에 따라 지역별로 바이오매스 타

운을 분류하면 <표 5-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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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에서 저위이용형의 바이오매스 타운이 33건(55.0%)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위이용형의 바이오매스 타운이 16건(26.6%), 고위이용형의 바

이오매스 타운이 11건(18.4%)이다.

지향하는 바이오매스 변환 시설을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그 결과는 <표 

5-10>과 같은데, 신형변환지향이 37건으로 6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래형변

환지향이 23건으로 38.4%를 차지하고 있다. 

표 5-9.  바이오매스 타운 구상에서의 지역별 바이오매스 이용 상황

단위: 건

지역 고위이용형 중위이용형 저위이용형 계

홋카이도 0 9 1 10

토호쿠 4 4 5 13

간토ㆍ코신 1 1 9 11

호쿠리쿠 2 0 4 6

토카이 0 0 0 0

간사이 0 0 5 5

추고쿠 1 1 1 3

시코쿠 0 0 2 2

규슈 3 1 6 10

계 11 16 33 60

자료: 농림수산성 “바이오매스 타운”

표 5-10.  바이오매스 타운 구상에 있어서의 지역별 바이오매스 변환 시설

단위：건

지역 신형지향 재래형지향 계

홋카이도 4 6 10

토호쿠 10 3 13

간토ㆍ코신 7 4 11

호쿠리쿠 2 4 6

토카이 0 0 0

간사이 5 0 5

추고쿠 1 2 3

시코쿠 0 2 2

규슈 8 2 10

계 37 23 60

자료: 농림수산성. “바이오매스 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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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바이오매스 타운의 유형표 

(단위：건)

바이오매스 변환지향

신형변환지향 재래형변환지향

바이오매스의
 이용 상황

고이용  6  (9.9%)  5  (8.3%)

중이용  8 (13.2%)  8 (13.2%)

저이용 23 (38.1%) 10 (16.6%)

종합적으로 바이오매스의 이용 현황과 바이오매스 변환시설을 이용하여 바

이오매스 타운의 유형화와 건수 분포를 정리하 다. 결과는 <표 5-11>과 같다. 

이 표를 통해 첫째 저이용이지만 신형변환을 지향하는 바이오매스 타운이 가

장 많은 38.1%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반대로 가장 적은 것은 바

이오매스를 고도로 이용하고 있지만 재래형변환을 지향하는 바이오매스 타운

으로 8.3%이다.

4.　바이오매스 이용의 장래 전망

일본의 바이오매스 이용은 2002년 12월에 책정된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 

전략」을 계기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2005년 2월에 교토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

라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전개로는 달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여기서는 전반적인 과제와 개별기술단계의 과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4.1. 바이오매스 이용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과제

첫째, 바이오매스의 사회적 인식이다. 바이오매스의 이용이 이산화탄소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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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삭감으로 이어져 지구 온난화 방지 효과가 있다는 것이 국민 한 사람 한 사

람에게 충분히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오매스와 관련한 정확한 정

보가 알기 쉽게 제공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바이오매스 이용의 전체설계와 평가지표이다. 바이오매스 이용에서는 

생산, 수집, 변환, 이용의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지역순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각 단계별로 관련

되는 개별 요소 기술 개발 추진에 치우쳐 왔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조건에 알맞

은 지속 가능한 바이오매스 이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전체설계 및 

그 활동 평가지표의 작성이 과제이다. 전체 설계에 있어서는 「바이오매스 리

파이너리(refinery)」개념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 실정에 맞은 바이오매스 타운의 추진이다. 바이오매스를 이용함

에 있어서 국가가 전국에 대해 일률적으로 조건을 정하여 촉진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다. 지역마다 바이오매스의 공급자로부터 변환 후의 이용자까지 주체적

으로 협동하여 추진해야 한다. 현재 60개의 시정촌에서 바이오매스 타운 구상

을 발표하 다. 아직도 그 수가 적다. 조기에 모든 시정촌이 바이오매스 타운 

구상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4.2. 바이오매스 이용에 있어서의 각 단계의 과제

첫째, 바이오매스의 생산·수집·수송의 과제이다. 바이오매스는 “넓고 얇게”

부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분포하고 있는 바이오매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

집·수송할 수 있을 지가 바이오매스 이용에서의 최대 과제이다. 따라서 식품폐

기물에서는 제공자의 수분감량·분별에 대한 협력, 벼농사 농가와 축산 농가의 

연계에 의한 볏짚의 효율적인 수집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바이오매스 변환의 과제이다. 바이오매스는 바이오 제품으로 사료, 

비료, 공업용 원료나 바이오 에너지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 변환에 대해

서는 생물화학적 변환, 열화학적 변환, 직접연소·탄화·추출의 방법이 생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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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다. 바이오매스 이용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이 높은 

변환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변환에서는 

종래의 직접연소 대신 혁신적인 변환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또 바이오

매스 에너지와 다른 신 에너지가 결합된 소규모 지역에너지 공급시스템 개발

도 중요하다.

셋째, 바이오매스의 변환 후 이용상의 과제이다. 바이오매스의 변환 후에 

바이오 제품이나 바이오 에너지는 화석 에너지 및 화석 에너지 제품과 경쟁하

게 된다. 변환 후의 에너지나 제품의 이용 수요는 기대만큼 성장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지구 온난화 방지나 삼림·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이

해 양성과 함께 기술 개발·보급에 대한 지원 강화가 과제일 것이다.

4.3. 메탄가스 이용에 있어서의 과제

메탄가스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이며 연료 전지나 천연가스 자동차의 연료로

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의 약 20배의 온실 효과가 있

는 지구 온난화 가스이다. 메탄가스를 유효하게 이용함으로써 배출권 크레디트

를 획득하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바이오매스의 이용 방법 중 하나가 식품폐기물, 가축배설물, 하수오니 등의 

함수량이 많은 유기 폐기물을 메탄 발효시켜 발생한 메탄가스를 발전 등에 이

용하는 방법이다. 메탄가스 이용을 가속화시킨 것이 식품 리사이클법 및 가축

배설물법이다.

그러나 메탄가스 이용에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현 시점에서는 발전에 의한 수입을 거의 전망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바

이오 가스설비의 전력·연료 소비가 크기 때문에 외부에 판매할 수 있는 전력량

이 지극히 적다. 또 매전가격이 2~5엔/kWｈ로 매우 낮다.

둘째, 메탄 발효 후 발생하는 액체비료의 이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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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목질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의 과제

2002년 12월부터 폐기물 소각시설의 배기가스에 있어서 다이옥신 기준이 

강화되었다. 새로운 배기가스 규제에 대응할 수 없는 소각로 대부분이 휴지·폐

지에 몰리고 있다. 신소각 시설에서 목질계 폐기물의 소각 비용이 상승하고 있

다. 따라서 종래 소각 처리되고 있던 목질계 폐기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에 

주목해 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목질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이나 보일러에 대한 투자비용이 높은 반면

에 매전 수입을 그만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건축 폐재를 소각할 경우 배기가스에 대한 주민 반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간벌재 등의 임지 폐재의 경우 수송비용이 비싸다는 점이다. 새로운 

움직임으로써 주목받고 있는 것은 아키타현의 ｢노시로(能代) 삼림자원이용 협

동조합｣의 활동이다. ｢조합｣은 목재 관련 기업·단체에 의한 출자로 설립되었

다. 삼나무를 제재할 시 발생되는 나무껍질 폐재를 발전시켜 이용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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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1 바이오매스량 산출방법

각 바이오매스의 부존량 및 이용 가능량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임지잔재의 부존량 및 이용 가능량의 산출 방법

임지잔재의 부존량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임지잔재 부존량 = (소재 수요량 ÷ 이용률) × 임지잔재율 × 목재 비중

이용률은 “통나무의 이용 가능한 부분의 재적÷통나무의 실재적”으로 구할 

수 있으며 임지잔재율은 입목을 벌채·반출한 후에 남는 가지, 가지 끝 등의 통

나무 실재적에 대한 비율로 구할 수 있다. 또한 목재 비중은 목재가 통상의 대

기의 온·습도와 평형을 이루는 수분(15%정도)을 함유 하는 상태(기건비중)로 

구하 다.

이 식에 의해 수종별로 본 이용률 및 임지잔재율은 아래와 같다.

<이용률 및 임지잔재율>
단위: %

수종 이용률 임지잔재율

침엽수 0.8599 0.15

광엽수 0.7951 0.35

다음으로 임지잔재의 이용 가능량은 잔재 수집·운반의 작업상의 관점으로

부터 잔재 수집 거리는 임도 편도 25ｍ(양측 50ｍ)를 이용 대상으로 가정하여 

산출하 다. 임지잔재 이용 가능량은 다음과 같다.

임지잔재 이용 가능량 = 임지잔재 부존량

× ((임도 연장 × 50ｍ) ÷ 인공림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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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재소 폐재의 부존량 및 이용 가능량의 산출 방법

제재소 폐재의 부존량은 우선 소재 생산량과 목질잔폐재의 발생률로부터 

제재소 폐재 부존량(㎥)을 구한 후에 이를 용적 비중으로 환산하여 제재소 폐

재 부존량(t)을 산출할 수 있다.

·제재소 폐재 부존량(t)=제재소 폐재 부존량(㎥)×용적 비중(0.4ｔ/㎥)

·제재소 폐재 부존량(㎥)=소재 생산량(㎥)×목질잔폐재의 발생률(%)

다음으로 제재소 폐재의 이용 가능량은 제재소 폐재 부존량에 목질 폐재의 

이용·처리별 수량(비율)을 곱하여 구한다. 또한 이용 가능량은 현재 칩과 소품 

제재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 다. 따라서 소·폐각, 기타의 합을 

이용 가능량으로 추정하 다. 제재소 폐재 이용 가능량 및 각 폐재 이용 가능량

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제재소 폐재 이용 가능량(t) = 각 폐재 이용 가능량의 총합　　  

·각 폐재 이용 가능량 = 해당잔폐재량(t) × 목질 폐재의 이용·처리

(소·폐각＋기타)별 수량 비율(%)

또한 목질잔폐재의 구분은 나무껍질, 등판, 단재 등의 3개 부분으로 구분

한다.

3. 볏짚의 부존량·이용 가능량의 산출 방법

볏짚의 부존량은 논벼 및 밭벼의 작부 면적에 볏짚의 발생원 단위(5,410 

kg/ha)를 곱하여 구할 수 있다. 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볏짚의 부존량(t) = 논벼·밭벼의 식부면적(ha) × 5,410(kg/ha) ÷ 1000　 

다음으로 볏짚의 이용 가능량은 국산볏짚의 용도별 이용 상황에 있어서 사

료용, 부료용, 퇴비용, 가공용과 같이 적극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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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이용분을 계산하 다. 다시 말하면 소극적 이용분은 투여와 기타(74.9%)

이며 볏짚의 이용 가능량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볏짚이용 가능량(t) = 볏짚의 부존량(t) × 이용 가능량 비율(74.9%) 

용도별 국산볏짚 이용 상황은 아래와 같다.

<국산볏짚의 용도별 이용 상황(%)>

볏짚생산량  9,057 천 톤

투여·기타  74.9

사료용  12.1

부료용   4.7

가공용   1.1

퇴비용   7.2

주) 2001년의 용도별 이용 상황(농림수산성)

4. 유·육우 오니 부존량 및 이용 가능량의 산출 방법

유·육우 오니 부존량은 동물 배설물원단위와 유·육우의 두수(축종 단위)로

부터 산출한다. 또한 동물의 배설물원단위는 아래와 같다.

<동물의 배설물 원단위>

축종 배설물(kg/두/일)

유우

착유우 45.5

건·미경산우 29.9

육성우 17.9

육우

2세 미만 17.8

2세 이상 20.0

유용종 18.0

유·육우 오니 부존량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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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육우 오니 부존량(t) = 축종별 두수 × 배설물원단위(kg/두/일) 

× 365일 ÷ 1000

다음으로 유·육우 오니 이용 가능량은 가축배설물의 처리·보관 상황(농림수

산성)에서의 퇴적과 정화·탄화·소각의 합(9%)을 이용 가능량으로 설정하 다. 

유·육우오니 이용 가능량의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유·육우 오니 이용 가능량(t) = 오니 부존량(t) × 이용 가능률(9%) 

5. 생활계 부존량·이용 가능량의 산출 방법

생활계 부존량은 환경성의 “일반폐기물 처리 실태 조사 결과(2002년도)”에

서의 쓰레기 총배출량과 음식 쓰레기의 배출률(30%)에 의해 구했다. 생활계 부

존량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생활계부존량(t) = 쓰레기 총배출량(t) × 음식 쓰레기의 배출률(30%)

다음으로 생활계 이용 가능량은 부존량에서 유효 이용분(컴포스트(compost

등)를 제외한 양이다. 생활계 이용 가능량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생활계 이용 가능량(t) = 부존량(t) - 유효 이용량(t)

6. 사업계 부존량 및 이용 가능량의 산출 방법

사업계 부존량은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실태 조사보고”(농림수산성)에

서의 식품 폐기물 등의 연간 발생량이 사용되고 있다. 사업계 부존량의 산출식

은 다음과 같다.

·사업계 부존량(t) = 식품 폐기물 등의 연간 발생량(t)

다음으로 사업계 이용 가능량은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실태 조사보고”

(농림수산성)에서의 식품 폐기물 등의 연간 발생량과 재생 이용량의 차이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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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했다. 사업계 이용 가능량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사업계 이용 가능량(t) = 식품폐기물 등의 연간 발생량(t)  - 재생 이용량(t)

7. 하수오니 부존량·이용 가능량의 산출 방법

하수오니 부존량은 “하수도 통계-행정편-”(일본하수도협회)에서 오니처리 

시설의 처리완료 오니로 계산하 다. 다음으로 하수오니 이용 가능량은 “하수

도 통계-행정편-”(일본하수도협회)에서 오니처리시설의 처리완료 오니로부터 

유효 이용량을 빼고 산출하 다. 여기서의 유효 이용은 녹색농지이용(컴포스트

(compost))과 건설 자재 이용이다. 하수오니 이용 가능량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

다.

·하수오니 이용 가능량(t) = 부존량(처리완료오니의 양)(t)  - 유효 이용량(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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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2 바이오매스 타운 구상의 사례-교토부 난탄시 야기쵸의 

바이오매스 타운 구상(요약)

① 지역 바이오매스의 수집·수송·변환·이용의 각 단계의 착수내용

㉮ 기존 시설의 정비

㉠ 배열 유효 이용 설비 - 상품화 농림산물의 가열·보온

<바이오매스 타운 구상에 있어서의 기재 양식>

１. 제출일
２. 제출자(연락처)
３. 대상 지역 
    시정촌명
４. 구상 실시 주체
５. 지역의 현상
   경제적 특색： 주산업, 바이오매스의 유통 형태, 지역의 경제 동향 등을 기재한다. 
   사회적 특색： 지역의 성립, 교통 사정, 환경에 관계된 조직이나 과제 등을기재한다.
   지리적 특색： 면적, 인구, 토지 이용의 비율(농지, 임지, 택지 등), 기후적 특색 등을 기재한다.
６. 바이오매스 타운 형성상의 기본적인 구상
 (1) 지역의 바이오매스 이활용 방법
  ·지역 바이오매스의 수집·수송·변환·이용의 각 단계의 내용·방법이나 도입기술
  ·정량적인 바이오매스 플로우나 에너지 수지 등의 이활용의 전체상
  ·시설 정비가 필요한 경우는 규모 등의  시설개요
  ·변환에 따라 발생하는 잔재가 있는 경우는 그 처리 방법
 (2) 바이오매스의 이활용 추진 체제
  ·지역 협의회 등의 추진 체제
  ·관계자의 역할 분담
 (3) 착수 공정
   상기의 (１), (２)가 완성되기까지의 대략적인 예정
７. 바이오매스 타운 구상 실시에 의해 기대되는 이활용 목표 및 효과
 (1) 이활용 목표
 (2) 기대되는 효과
８. 대상 지역의 관계자를 포함한 지금까지의 검토 상황
９. 지역의 바이오매스 부존량 및 현재의 이용 상황
  부존량, 변환·처리 방법, 발송량, 이용·판매, 이용률에 대해서, 폐기물계 바이오매스, 미이용계 
바이오매스, 자원 작물 란으로 나누어 가축배설물, 식품 폐기물, 제재잔재, 건설발생잔재, 하수
오니, 임지잔재, 볏짚, 왕겨 별로 기재한다. 또한 각각의 양은 연간 누계로 한다.
10. 지역의 지금까지의 바이오매스 이활용의 착수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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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탄시 야기쵸 지구에서 발생되는 바이오매스 중 가장 많은 것이 가축배설

물이다. 현재 축산 농가는 스스로 가축배설물을 “야기(八木) 생물생태학센터”

에 반입하여 메탄 발효 처리하고 있다. 2003년에는 회수 열량 중 약 45% 정도

는 자가 이용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는 방출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여기서 

배열을 시설 원예용의 가온 열원으로서 이용하며 또한 버섯류의 육성 시설을 

건설하여 가온 열원에도 활용한다.

㉡ 소화액의 액비 이용 촉진

해당 소화액을 액체 비료 이용하기 위해서는 질소 농도가 0.4정도로 희박하

고 작물에의 환원에는 작업 부담이 크다는 결점이 있다. 여기서 액체 비료의 

농축화를 실시하여 채소재배에 이용하고 있다.

㉯ 신규 시설의 정비

㉠ 사료용·공업용의 벼생산

생산된 벼는 에탄올 발효용 및 가축 사료용으로 사용하고 농업용 트럭의 가

솔린 연료를 환경 부하가 적은 에탄올 혼합 가솔린으로 바꾸어 사용한다.

㉡ 해바라기로 만든 바이오 디젤 연료

 해바라기 생산지를 정비하고 해바라기로부터 경유보다 함유 유해 물질이 

적은 바이오디젤 연료를 생산한다.

㉢ 에탄올 및 에스테르화의 잔사물의 메탄 발효

에탄올 및 에스테르화를 실시한 잔사물은 폐기하는 일 없이 전부 메탄 발효

한다.

㉣ 왕겨 및 제재소 잔재의 탄화

사료용·공업용 벼 및 식용벼의 왕겨를 탄화하여 토양 개량재 및 탈취제나 

흡착재로서 이용한다.

㉤ 비지의 사료화

비지는 현재 메탄 발효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두부 등의 생산 확대와 함

께 비지 생산량이 증대하여 기존 메탄 발효 시설의 능력을 넘어서게 되었다. 

따라서 비지의 가축 사료화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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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사회에의 도입 방법

온수를 파이프라인으로 반송할 경우 방열될 수 있으므로 난탄시 야기 생물

생태학 센터 내에서는 발전하지 않고 소화가스 형태로 시가지로 반송하여 지

역에 전열을 공급하는 사업을 설정하고 있다.

③ 바이오매스 흐름이나 에너지 수지 등의 이․활용의 전체상

야기쵸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는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유

도하는 다음의 제도를 구축·검토한다. 첫째, 유기성 폐기물을 재이용이나 재생 

이용하지 않을 경우 그 폐기물을 재이용하기 위한 경비를 과징금으로서 징수

하는 제도를 검토한다. 둘째,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이용·재생 이용에 관한 계

발 활동을 전개한다. 셋째,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는 약품 사용량을 억제하기 위

해 미생물 이용의 발효·분해 처리 기술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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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미국의 에탄올 수급과 주요 제도136

1. 에탄올 수급

1.1. 세계생산 

2005년도 세계 총 에탄올 생산량은 약 122억 갤런(gallon)137이다. 가장 큰 

생산국은 미국과 브라질로 각각 42.6억, 42.3억 갤런이며 이들 두 국가의 세계 

생산 점유율은 약 70%에 이른다. 다음으로 중국이 10억 갤런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인도, 프랑스, 러시아, 독일, 남아공 등이 1억 갤런 이상을 생산하고 있

다. EU에서도 꾸준한 생산량 증대가 있으며 거의 모든 대륙에서 에탄올이 생

산되고 있다. 에탄올은 대부분 제조한 국가 내에서 소비된다. 브라질과 몇몇 국

가만이 미국과 일본 등의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에탄올 수출국가이다. 2004년 브라질의 총수출량은 

634백만 갤런으로 이는 총생산량의 약 15% 정도에 해당한다. 브라질 에탄올의 

주요수출국은 인도와 미국이다. 우리나라도 2004년 63백만 갤런을 수입한 세 

번째 국가이다.

136 이 은 세계 농업정보(KREI), 2006, 9월호에 실린 것임.
137 에탄올 1barrel 은 42gallon , 1.2barrel의 석유(petroleum)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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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세계 에탄올 생산(2005, 모든 등급) 

단위: 백만gallon

국 가 생산량 국 가 생산량 국 가 생산량

미 국 4,264 캐나다 61 과테말라 17

브라질 4,227 폴란드 58 에콰도르 14

중 국 1,004 인도네시아 45 쿠 바 12

인 도 449 아르헨티나 44 멕시코 12

프랑스 240 이탈리아 40 니카라과 7

러시아 198 호 주 33 짐바브웨 5

독 일 114 사우디아라비아 32 케 냐 4

남아프리카 103 일 본 30 마우리티우스 3

스페인 93 스웨덴 29 스와질랜드 3

 국 92 파키스탄 24 기 타 710

태 국 79 필리핀 22

우크라이나 65 남 한 17 합 계 12,150

자료: F.O. Licht, RFA, From Niche to Nation-Ethanol Industry Outlook 2006, Feb., 2006에서 

인용

표 6-2.  브라질의 에탄올 수출(2004, 모든 등급) 

단위: 백만gallon

국 가 수출량 국 가 수출량 국 가 수출량

인 도 125 스웨덴 52 코스타리카 28

미 국 112 네덜란드 41 기타 95

한 국  63 자마이카 35

일 본  55 나이지리아 28 합계 634

자료: Jim Jordan & Associates, RFA, Homegrown for the Homeland  -Ethanol Industry 

Outlook 2005 Feb., 2005에서 인용

국제 에탄올 시장에 있어서, 주요 국가의 수입 에탄올 관세율은 미국 2.5%,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20%, 태국 30%, 인도 186%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캐

나다는  4.92 센트/리터(19센트/갤런), EU는 19.2 센트/리터(87센트/ 갤런) 정액

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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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미국의 에탄올 생산추이와 능력

0

5 0 0

1 ,0 0 0

1 ,5 0 0

2 ,0 0 0

2 ,5 0 0

3 ,0 0 0

3 ,5 0 0

4 ,0 0 0

4 ,5 0 0

5 ,0 0 0

1
9
8
0

1
9
8
1

1
9
8
2

1
9
8
3

1
9
8
4

1
9
8
5

1
9
8
6

1
9
8
7

1
9
8
8

1
9
8
9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2
0
0
6

백 만  gallo n

생 산 량

생 산 능 력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Renewable Fuels Association, RFA(2006)에서 인용

많은 국가에서 에탄올 사용 촉진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는데 몇 가지 국가

별 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브라질에서는 25%의 에탄올 혼합을 규정하고 우호

적인 세금을 적용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역시 향후 5년간 5%의 에탄올 혼합을 

규정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 방콕에서의 판매되는 모든 가솔린에 10%, 인도의 

경우 모든 가솔린에 5%의 에탄올을 혼합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는 10%까지의 

에탄올 혼합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국은 리터당 36센트에 생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고, EU는 2005년까지 2%(에너지성분), 2010년

까지 5.75%의 바이오연료 목표를 갖고 있다. 캐나다는 1992년 이후 에탄올에 

세금우대(tax benefits)를 적용하고 있다.

1.2. 미국의 생산

미국의 연료 에탄올 생산은 해가 가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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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10억 갤런을 넘어선 생산량은 이후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대에 들어서면 생산의 증가속도가 누적적으로 빨라진다. 2000~2005년 5년 사이

만 볼 경우 총생산량이 16억 갤런에서 40억 갤런으로 무려 2.5배가 증가하 다.

미국의 에탄올 생산능력도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에탄올 생산

능력은 약 17.5억 갤런이었다. 2006년에는 이보다 약 2.5배가 증가한 43.4억 갤

런 수준이다. 생산량과 같이 생산 시설의 확장도 눈에 띄게 빨랐으나 생산량보

다 작은 수준이다. 시설의 완전가동과 함께 향후 에탄올 생산의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확장이 예견된다. 2006년 1월 현재 확장 혹은 건설 중인 것까지를 합

하면 미국의 에탄올 생산능력은 63억 갤런이 넘는다.

표 6-3.  미국의 주별 생산 가능량
단위: 백만gallon

주 가동 중 확장 건설 중 합계

아이오와 1,134.5 95 470 1,699.5

네브라스카 543 14.5 491 1,048.5

일리노이 780 57 50 887

남 다코다 475 18 110 603

미네소타 495.6 8 90 593.6

인디애나 102 0 180 282

위스콘신 188 0 40 228

캔사스 172.5 0 40 212.5

미시간 50 0 157 207

미주리 110 0 45 155

콜로라도 43.5 1.5 40 85

북 다코다 33.5 0 50 83.5

캘리포니아 33 0 35 68

테네시 67 0 0 67

켄터키 26.4 9 0 35.4

뉴멕시코 30 0 0 30

텍사스 0 0 30 30

와이오밍 5 0 0 5

오하이오 3 0 0 3

조지아 0.4 0 0 0.4

합계 4,292.4 203 1,828 6,323.4

자료: Renewable Fuels Association, January 2006, RFA(200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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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미국 내 에탄올 생산공장 수
단위: 개, %

구 분 1999.1 2000.1 2001.1 2002.1 2003.1 2004.1 2005.1 2006.1

전 체 50 54 56 61 68 72 81 95

농민소유 14 18 21 25 28 33 40 46

(농민비중) 28.0 33.3 38.5 41.0 41.1 45.8 49.4 48.4

공장보유주(州) 17 17 18 19 20 19 18 20

자료: RFA, Industry Statistics, http://www.ethanolrfa.org/industry/statistics/#G

에탄올 생산공장의 수는 2006년 1월 현재 95개소이다. 이것은 1990년대 말

에 비해 약 2배정도 늘어난 수이다. 특이한 것은 에탄올 생산 시설의 48.4%, 

거의 절반 정도는 농민들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는 사실과 그 비중이 점차 높아

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이오매스의 생산과 그것의 가공에 의한 에탄올 생산

이 점차 농민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농민 중심의 에탄올 

생산의 계열화가 상당히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내 에탄올을 생산하는 시설을 보유한 주는 20개주이다. 지금까지는 콘 

벨트(Corn Belt)를 중심으로 정제공장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에탄올의 생산과 

수요가 광범위 증가하면서 콘 벨트를 넘어서서, 곡물 벨트(Grain Belt), 나아가 

전 본토로 에탄올 공장들이 확산되고 있다. 2005년 43개 정제공장이 캘리포니

아, 콜로라도, 오하이오, 뉴멕시코와 텍사스 등에 걸쳐 문을 열었고, 다수의 시

설들이 건설되고 있거나 확장 중에 있다. 아울러 이러한 계획들이 뉴욕, 뉴저

니, 펜실바니아, 메리랜드, 북 캐롤라이나와 아리조나 등에서도 검토되고 있다. 

미국 내 에탄올 생산양식은 건식(dry mill) 에탄올 생산 능력이 전체의 79%, 

나머지 21%는 습식(wet mill) 생산능력이다. 

한편 미국 내 토지자원은 연간 13억 ton의 바이오매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

력을 가지고 있다. 바이오매스 중 10억톤은 현재 미국 석유소비의 30% 혹은 

그 이상을 충족할 수 있다.

최근 한 연구[“Bringing Biofuels to the Pump: An Aggressive Plan for 

Ending America's Oil Dependence,”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July 



148

2005, RFA(2006)]에서는 미국이 2050년에 가면 하루에 7.9백만 배럴의 오일에 

해당하는 바이오연료량을 생산할 것이며, 이는 현재 수송용 오일 사용량의 

50%보다 많은 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바이오연료는 ① 

2050년 미국의 가솔린수요를 실질적으로 줄일 것이고, ② 가솔린과 디젤보다 

가격이 저렴하여 2050년에는 연간 연료비용 200억 달러를 절약하도록 할 것이

며, ③ 2025년에 연간 50억 달러 혹은 그 이상의 농민이익을 증가시킬 뿐만 아

니라, ④ 2002년 수송 관련 온난화 가스배출량의 80% 혹은 그 이상과 맞먹는 

연간 17억 톤의 배출량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내 셀룰로스 에탄올의 생산은 지금까지 폐기물로 취급되었던 물질, 옥

수수줄기, 볏짚, 우드칩, 에너지 작물 등의 이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아울러 새

로운 직업과 지역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했던 자원으로부터 전통적인 곡물벨트

이외 지역의 경제성장을 유인하고 지구 온난화가스 방출의 감소라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캐나다 오타와(Ottawa)에 있는 아이오겐사(Iogen 

Corporation)는 그들만의 독특한 시설을 이용하여 , 귀리와 보릿짚으로부터 

연간 1백만 갤런 이상의 셀룰로스 에탄올을 생산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책시행법(EPACT: Energy Policy Act of 2005) 내에는 셀룰로

스 에탄올의 생산촉진에 관련된 몇 가지 중대한 정책 촉진수단이 있다. 그것은 

① 셀룰로스 에탄올 1갤런 은 재생 가능 연료 2.5 갤런과 같다는 것을 규정하

고, ② 재생가능연료표준(RFS: Renewable Fuels Standard)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초 250백만 갤런의 셀룰로스 에탄올을 사용하는 것을 규정할 것

이며, ③ 650백만 달러 보조프로그램(자금지원조건 하)과 시설당 250백만 달러

까지의 융자보증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④ 550백만 달러(자금지원조건하)의 진

보적 바이오연료기술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1.3. 미국 수급

미국의 연료용 에탄올의 수요량은 2004년 벌써 35억 갤런을 넘어섰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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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22%가 증가한 수치이며 2년 전에 비해서는 무려 약 70%나 폭증한 

결과이다.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국내의 생산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자급이 어려워 일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수요에 대한 부족분은 대부분 중남미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

고 있다. 연도에 다라 약간 다르지만 자메이카와 코스타리카의 비중이 50%를 

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브라질이다.

표 6-5.  미국의 연료용 에탄올 수요량
단위: 백만gallon

구 분 2002 2003 2004

미국생산 2,130 2,800 3,400

수 입 46 61 161

수 출 N.A. N.A. N.A.

재 고 -91 369 -31

수 요 2,085 2,900 3,530

자료: RFA, Industry Statistics, http://www.ethanolrfa.org/industry/statistics/#G

표 6-6.  미국의 국별 에탄올 수입량
단위: 백만gallon

구 분 2002 2003 2004 2005

브라질 0 0 90.3 19.8

코스타리카 12 14.7 25.4 27.9

엘살바도르 4.5 6.9 5.7 17.8

자메이카 29 39.3 38.6 36.6

트리다드 0 0 0.0 10.0 

합 계 45.5 60.9 159.9 112.1

Source: Jim Jordan & Associates, January 2006, RFA(2006)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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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관련 제도

2.1. 중앙정부 RFS 제정, 운영

2005년 8월 부시 대통령은 2005년도 에너지 정책시행법을 인준하 는데 여

기에는 국가 재생가능연료표준(RFS: Renewable Fuels Standard)이 포함되어 있

다. 이것은 연방수준에서 가솔린에 10%의 에탄올을 사용토록 규정한 제도이

다. 이 재생가능연료표준은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에 필요한 베이스라인을 제

공하여 수요 증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미국 정부는 재생가능연료의 수요량이 2006년 40억 배럴에서 2012년 75

억 배럴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의 대부분

은 에탄올이 될 것이며 다가오는 6년 내 에탄올 산업은 두 배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생가능연료표준은 연료 에탄올에 대한 수요의 꾸준한 성장에 이

바지할 것이 분명하다. 가솔린과 오일가격의 상승 등은 재생가능연료표준에 의

해 만들어진 에탄올에 대한 베이스라인을 뛰어넘는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그림 6-2.  재생 가능 에너지 수요 전망(RFS established in E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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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인  RFS의 효과를 보면, ① 원유(crude oil) 20억 배럴 수입감소

와 외국 오일생산자에 대한 640억 달러 현금흐름 감소, ② 미국 경제 내 

234,840개의 신규 고용 창출, ③ 430억 달러 가구소득 증대, ④ 2005~2012년 

2,000억 달러 GDP 증가, ⑤ 재생 가능 연료생산설비에 대한 60억 달러의 투자

창조, ⑥ 2012년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80억 배럴 생산에 요구되는 700억 달러

어치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지출, 그리고 옥수수, 곡물용 수수, 콩, 옥수숫대, 

짚 등의 구입에 430억 달러의 지출 등이다.

2.2. 자발적 주(州)단위 RFS

많은 주 수준에서 재생연료의 농촌 경제적, 환경적, 에너지의 안정성이라 

측면 등의 이익을 얻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미네소타에서는 에

탄올 혼합비를 20%로 끌어 올렸고 2013까지 실행하고 있다(주(州)단위 규제, 

Minnesota Model). 미네소타는 미국 내 가장 빠르고 적극적인 에탄올 생산과 

이용촉진의 주이다. 이미 1997년 이후 모든 가솔린에 에탄올과 같은 산소연료

를 혼합하도록 규정하 다. 

미네소타는 미국 내 처음이자 유일하게 외국에 대한 국가 에너지의존도의 

축소를 위해 실행한 1992년 미국 연방 에너지정책시행법(EPA: Energy Policy 

Act)의 목표를 달성하 다. 거의 26억 갤런 정도가 가솔린과 에탄올의 혼합유

이다. 이로 인해 10%의 수입이 감소하 다. 미네소타에는 14개의 에탄올 생산

설비가 있으며, 이 가운데 13개가 농민들 소유이다. 총 생산능력은 3.4억 갤런

이다. 미네소타 에탄올 생산업은 1.3억 부셸(bushel) 이상(에이커당 140 부셸기

준 시 93만 에이커 이상 면적)의 옥수수를 소비하며, 1.5천만 달러 이상의 세금

을 납부한다. 4억 달러 이상의 지역경제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주(州)에 의해 

매 1달러 투자에 대해 11달러의 이익을 보증받고 있다.

미네소타 모델을 따라 몬타나에서도 E10의무 사용이 2005년 5월 주지사에 

의해 인준되었다. 91%옥탄(octane) 가솔린 이외 모든 가솔린은 10%의 에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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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유하도록 하고 있다. 하와이 역시 2004년 가을에 주내 모든 가솔린의 최

소 85%는 10%의 에탄올을 함유하도록 규정하 다. 이 규정은 2006년 가을부

터 시행된다.

2.3. MTBE 사용금지 확산

MTBE(Methyl tert-butyl ether)는 메탄올과 아이소부틸렌(isobuthylene)과의 

화학적인 결합물로 만들어진 화학적 혼합물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다량(1999

년 20만 배럴 이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 물질은 휘발성, 가연성, 무색의 

수용성 가솔린 첨가제로 옥탄가를 높이고 녹킹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

다. 1992년 이래 의회에 의한 청정공기시행법(Clean Air Act)의 수정에 의해 미

국 내 일부 가솔린에 MTBE를 혼합하도록 규정하 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사용

량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MTBE의 지하수 오염문제가 불거지면서 1999년 이후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여러 주에서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하 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아직은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지하수 오염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에 따라 많은 주에서 MTBE 사용

의 금지에 동참하고 있다.

표 6-7.  미국 내 MTBE 사용 금지 주(州)

구  분 해당하는 주

MTBE 사용금지(25개주)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일리노이, 인디

애나, 아이오와, 미시간, 미네소타, 네브라스카, 뉴욕, 사우스

다코타, 워싱턴, 위스콘신, 메인, 뉴햄프셔, 메사추세스, 미주

리, 캔사스, 몬태나, 켄터키,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뉴저

지, 버몬트

심의 중(5개 주) 미시시피, 펜실베이니아, 메릴랜드, 델라웨어, 로드아일랜드

자료: www.ethano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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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여러 주에서의 MTBE 사용중단은 에탄올 수요 증가에 기여할 것이

다. 왜냐하면 MTBE의 대체물로 에탄올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1

월 현재 MTBE의 사용을 금지한 주는 이미 25개에 이르고 있다. MTBE 사용으

로 인한 지하수 오염문제로 인해 추가적으로 많은 주에서 MTBE의 사용금지와 

에탄올로의 대체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4. RPS

2005년 에너지정책시행법에 의하면 2012년까지 에탄올에 대한 80억 갤런

의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가 제정되었고, 향후 10년간 세금감면

(tax breaks)으로 18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펜실베이니아, 뉴욕, 메인, 

코네티컷, 뉴저지 등 동부 주와 캘리포니아, 네바다, 아리조나, 콜로라도, 뉴멕

시코, 텍사스 등 서남부 지역의 주에서 임 RPS를 도입, 활용하고 있다. 비록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일부 다른 주에서도 이러한 목표치를 운 하고 있다. 

2.5. 세제지원

2.5.1. 소규모 단지 세제지원

원래 소규모 에탄올 생산자에 대한 세금공제는 에탄올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1990년 의회에서 인준한 내용이다. 특히 대규모 에탄올 생산자와의 경쟁에서 살

아남도록 배려한 것이다. 현재 지원되는 것은 소득세의 경우 갤런당 10센트의 

세금공제를 해 준다. 물론 연간 1.5백만 배럴의 생산량(1개소)까지만 적용된다. 

2004년 부피기준 에탄올 소비세 공제(VEETC: Volumetric Ethanol Excise 

Tax Credit)의 개선을 통해 첫 번째로 소규모 생산자, 농민이 소유한 생산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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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농민에게 1.5백만 달러의 소득세 공제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2005년 

에너지정책시행법(EPACT)의 통과로 소규모의 범위가 연간 생산규모 3천만 갤

런에서 6천만 갤런으로 확대되었다. 당연히 이제는 연간 에탄올 생산능력 6천

만 이하 소규모 생산자들에게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범위의 확대는 

생산설비의 대규모화에 기인한다. 즉 과거에는 3천만 갤런이면 평균이상 규모

으나 이제는 평균 규모가 최소 4천만이며 1.1억~1.2억 갤런 생산규모가 많이 

건설되고 있다. 이것은 농업바이오디젤(agri-biodiesel) 생산자들에 대한 세금공

제와 유사한 것이다. 

2.5.2. 부피기준 에탄올 소비세 공제(VEETC)

이전 가솔린의 사용세는 갤런 당 18.4센트 다. 그러나 에탄올을 혼합하는 

경우 이전 시스템 아래에서는 일부 세공제로 인해 13.2 센트만 실제 납부하게 

된다. 5.2센트가 세공제액이다. 그런데 에탄올을 사용하는 주(州)로부터 세공제

로 인한 고속도로기금(HTF: Highway Trust Fund)으로부터의 수령액 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다. 즉 에탄올 사용에 따른 부분에 대한 세 감소, 연방정

부로부터의 교부금부족에 대한 기금지원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 기금은 각 

주 고속도로 건설과 보수, 유지 등에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이다. 

2004년 미국직업창출법(American Jobs Creation Act)의 수정에 의한 부피기

준 에탄올 소비세 공제(VEETC)가 의회의 인준을 받으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 

즉 에탄올에 대한 연방세금 면제를 공제로 바꾸고 불균형 부분의 보전을 위해 

일반기금(General Fund)에서 20억 달러를 고속도로기금에 지원하는 것이다. 

핵심 내용은 2010년까지 에탄올을 가솔린과 혼합시 정상적인 세금(18.4센

트/갤런)에 대해 갤런당 $5.2센트(E10)의 정상세금 완납 후 환급요청에 의해 지

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 세금공제는 오일회사(oil company)에 가솔린과 에탄올의 혼합을 장려

하기 위해서 지원된다. 이때 에탄올(갤런)은 갤런당 52센트의 세금공제를 받거

나, E10(에탄올10%+가솔린90%)에 있어서 갤런당 5.2센트의 소비세 공제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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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으며, 이것은 석유 기업들의 E85(에탄올85%+가솔린15%)시장진출을 

자극할 것이다. 

2.5.3. 낮은 수입관세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수입에탄올에 대해 산물 가치의 2.5%

의 종가세(ad valorem tariff)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종가세는 세계 다

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외국산 에탄올에 대한 보조지원(이미 생산국

가로부터 받은)으로부터 미국 달러의 보호를 위해 미국은 세금공제(tax credit) 

가치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수입 에탄올에 대해 2차 관세(secondary tariff)를 

부과하고 있다. 이것은 에탄올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미국 내 혼합에탄올 정제

업자에 유효하다. 

2.5.4. 기타

2005년 에너지정책시행법에는 E85 청정 연료의 공급을 위해 소매점에서 

E85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와 장비 설치에 연방세금의 혜택을 주고 있

다. 새로운 인센티브는 30%까지의 연방 소득세 면제이며 3만 달러까지 가능하

다. 이것은 현재에도 유용하며 2008년 말까지이다.

2.6. 기타 

2005년 에너지정책시행법에서는 다음 10년 내에 이미 미국 내에서 판매된 

모든 자동차의 가변적 연료사용 자동차(FFV: Flexible Fuel Vehicles)로의 전환

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5백만대 이상의 자동차가 E85에 적합토록 디

자인되고 있다. 650개의 소매주유소에서 E85를 주입할 수 있는데 이것은 2004

년 이후 300%의 증가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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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미국 내 주별 에탄올 혼합 연료 사용량(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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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October, 2005(compiled from state fuel-tax reports), 

RFA(2006)에서 인용

에탄올 수요에 대한 가장 고무적인 것은 미국 운전자의 90% 이상은 단순 

가솔린 혹은 디젤 자동차보다 가변적 연료사용 자동차를 선호한다고 한다. 가

솔린 생산자들 역시 E85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역시 가변적 연료사용 자동차

의 개발과 보급은 에탄올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2004년 에탄올을 혼합하여 

사용한 미국 내 총 연료량은 343억 배럴이다. 

국가바이오에너지매스투자법(National Security and Bioenergy Investment 

Act 2005)에 따르면 바이오매스 에너지와 제품의 개발과 연구를 확장하고, 농

림성내에 관련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Agriculture for Energy and 

Biobased Products)자리를 만들고, 바이오연료를 만드는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를 제공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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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와 효과

3.1. 에탄올의 역할

미국 내에서는 깨끗한 연료를 통한 깨끗한 환경, 즉 깨끗한 물과 공기를 얻

고자 하는 요구가 크다. 특히 연료로서 에탄올의 사용은 지금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상당 부분을 없애거나, 줄이는 데 효과적이

라 판단하고 있다. 

에탄올을 사용해 온 덴버, 콜로라도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현격한 오염

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35%의 높은 산소를 함유한 에탄올의 사용은 상대적

으로 높은 완전연소를 통해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여 준다. 위스콘신, 캘리포

니아와 뉴욕 주 등에서 실시한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가솔린에 에탄올을 혼합, 

사용할 경우 오존층 파괴  방지, 지구 온난화가스 가스배출 감소 등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Smog Reyes에 따르면 10% 에탄올 혼합시 배기관을 통한 입자상오염물질

(PM: Particulate Matter)의 50%가 감소하고, 일산화탄소의 30%까지, 독성물질

의 13%(양기준, 성분 기준은 21%) 정도가 감소한다. 아울러 가솔린에 있는 방

향성 성분의 희석을 통해 2차 입자상오염물질의 형성을 줄인다. 

2003년도 미국 내 에탄올 사용으로 인한 CO2equi. 상당 지구 온난화가스 배

출량의 감소분은 총 5.7백만 톤이다. 이것은 도로운행 차량 853,000대가 1년간 

배출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이다. 궁극적으로 재생가능연료표준(RFS)을 실행

하게 된 여러 동기 가운데 하나가 기후 변화에 대응한 탁월한 에탄올의 기능인 

점을 볼 때,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에탄올은 분명 범지구적 문제인 지구 온난화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탄소 순환의 축을 에탄올이 담당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에탄올 생산 과정

은 탄소순환을 나타낸다. 성장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태양에너지가 옥수수나 

바이오작물에 흡수되며, 작물에 흡수된 태양의 에너지는 연료의 형태로 전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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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탄소도 포함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자동차나 다른 연료로 사용됨으로

써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고, 또다시 이것은 바이오매스 자원들의 에너지 흡수에 

이용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탄올은 탄소순환에

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에탄올은 수용성, 비독성의 성질을 가

진다. 생물분해성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이는 결국 물 공급에 있어서 오염위험

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탄올의 생산 확대는 미국의 에너지 대외의존도를 낮춰줄 것이다. 미국 에

너지 정보 행정국(EIA: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연차 에너지 

전망 2006(Annual Energy Outlook 2006)에 따르면 현재 미래 오일가격에 대한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미국 에너지 정보 행정국에서는 오일가격이 2030년까

지 50달러 혹은 그 이상 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현재 70달러 이상 수준). 

2005년 원유공급의 65%를 수입에 의해 충당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

듯, 국가 재생가능연료표준의 발효와 함께 2012년에 가서는 연간 원유(crude 

oil) 20억 배럴의 수입감소를 가져올 것이며, 수입액으로는 640억 달러가 감소

할 것이다.

3.2. 에탄올산업의 기여

연간 4천만 갤런을 생산할 수 있는 에탄올 설비의 지역사회 내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건설 중에 142백만 달러의 지역경제 부양효과, 직

접적인 56백만 달러의 지출로 인한 매년 110.2백만 달러의 지역경제 확장, 프

랜트 건설에 41개 풀타임 직업창출과 전 경제에서의 694개 일자리 창출, 옥수

수 부셸당 5~10센트의 가격인상과 그로 인한 주변 농가의 소득 증대, 연간 지

역사회 내 19.6백만 달러의 소득증대, 평균 1.2백만 달러의 주와 지방정부 판매

세수 증대, 에탄올 생산설비에 2만 달러를 투자한 농민에 10년간 평균 13.3%의 

투자 수익률 제공 등이 있다.

한편 에탄올 산업이 2005년 미국 경제에 미친 향을 보면 ① 건설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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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 정제소에 대한 자본지출과 매년 가동 지출을 통해 322억 달러의 총생산 

증가에 기여하 다. ② 원재료와 다른 투입물, 재화와 용역에 대한 지출이 거의 

51억달러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에탄올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로서의 옥수수와 다른 곡물구입비이다. ③ 모든 경제분야에서 15만 

3,725개의 직업창출에 기여할 것이며, ④ 미국 소비자에 추가적으로 57억달러

의 가구소득의 증대를 안겨 주고, ⑤ 연방정부에 대한 19억 달러 이상 세수입 

증대과 약 16억달러의 주와 지방정부 세수입증대가 있었다는 것이다.

3.3. 에너지 생산자로서 농업

미국 옥수수시장에서 에탄올은 세 번째로 큰 시장이다. 미국 옥수수의 13% 

정도에 해당하는 14.3억 부셸의 옥수수가 에탄올 생산에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

다. 가장 큰 것은 사료와 수출용이다. 아울러 에탄올은 곡물류 수수작물(grain 

sorghum crop)의 15%를 소비한다. 

그림 6-4.  미국 에탄올 생산에 사용된 옥수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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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National Corn Growers Association, RFA(2006)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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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의 사용과 관련된 국가 재생가능연료표준는 농업에 대해서도 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 아래 2012년경에는 552억 달러의 농업소득을 증가

시키고 베이스라인 예측치를 상회하는 6%라는 옥수수가격의 상승으로 가족농 

유지에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농민들의 에탄올 설비투자가 작지 않다. 2006년 1월 현재 95

개 설비 가운데 46개, 48.4%가 농민의 소유이며 설비의 생산능력 역시 

4,336.4mgy(metric gallon per year) 가운데 1,677.1mgy, 38.7%가 농민소유이다. 

건설 중인 31개 가운데에서도 4개가 농민소유이다.

에탄올 생산과 함께 결합생산물(co-product)의 량이 증가하고 있다. 2005년 

건식 에탄올 공장에서 증류곡물잔재(distillers grains) 9백만 metric ton을 생산

하 다. 이 가운데 75~80%는 반추동물(낙농과 육우)에, 20%는 돼지에, 그리고 

3~5% 정도는 가금류에 사료로 제공되었다. 대부분의 사료는 건조되어 DDGS 

(Distillers Dried Grains with Solubles)로 팔리는데, 약 20~25%는 지역 내에 젖

은 상태로 급여된다. 이것은 수송과 건조비용을 줄여 준다. 습식에탄올 공장에

서는 약 43만 metric ton의 옥수수 루텐가루(corn gluten meal), 2.4백만 metric 

ton 의 옥수수그루텐과 배종(胚種)가루, 그리고 565백만 파운드의 옥수수기름

(corn oil)을 생산하 다. 

많은 추정에서는 국가 재생가능연료표준이 잘 시행되면 2012년에 12~14 백

만 metric ton의 증류곡물잔재가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러한 생산량 수준은 결국 새로운 결합생산물의 이용과 시장의 발견을 필요

로 할 것이라고 믿는다. 새로운 용도란 식량, 비료, 고양이용 깔짚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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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바이오매스의 기대역할과 함께 선진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바이오

매스의 이용상황, 그리고 이용 촉진을 위한 조직적인 정책적 지원 등을 알아보

았다. 이 장에서는 이미 검토한 앞장의 내용들을 요약한 후, 우리가 앞으로 취

해야 할 행동 부분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요약

<바이오매스 의의와 기대역할>

ꊱ 바이오매스(Biomass)란 나무, 곡물, 식물, 가축 분뇨, 농작물과 각종 음식물 

쓰레기 등 생물체로, 연간 1,500억톤 이상이 발생되며, 에너지와 제품 생산

의 원료가 된다. 통상 ① 각종 부산․폐기물, ② 바이오매스작물, ③ 미이용

물로 분류된다. 에너지로 한정할 경우 목질연료와 농업연료, 그리고 도시부

산물로 분류된다.

ꊲ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에너지를 획득하는 과정은 두 단계, 즉 연료 전환

단계와 에너지 전환단계로 구분된다.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전환하는 데에

는 세 가지 전환방법이 있는 데, 생물화학적 방법과  열화학적 방법,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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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Bio-diesel) 제조방법이 있다.

ꊳ 바이오매스를 이용할 경우 사회경제적 유효성, 즉 기대 역할이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간추려 보면, ①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② 지

구 온난화 방지, ③ 순환형 사회 구축 기여, ④ 소득과 고용의 창출, ⑤ 사회

의 질 향상과 안정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생활수준의 향상, 주변 환

경과 건강보호 등 많은 유용한 효과가 있다.

ꊴ 다양한 기대 역할을 가진 바이오매스를 언제나 생산, 이용할 수 있지는 않

으며 제약 조건이 있는데,  첫째, 바이오매스는 동식물로부터 유래되는 유기

성 자원이어서 생산의 지역적인 속성을 가진다. 둘째, 절대적, 상대적 경제

성에 의한 제약이 있다. 셋째, 대체재의 개발과 기술발전에 의존한다. 바이

오매스를 에너지생산에 이용할 경우 기존의 에너지와 경쟁 관계를 피할 수 

없다. 넷째, 관련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바이오매스 이용 정도가 

좌우된다. 

<EU 바이오매스 이용과 주요정책>

ꊱ EU에서 바이오매스는 에너지 자원으로 두 가지 측면,  에너지자급도의 제

고와 지구 온난화 가스 감축 수단으로 중시되고 있다. EU에서 바이오에너

지의 위상은, 전체 에너지 1차 소비에서 3.7%, 재생에너지 가운데에서는 

65.4%(재생 열에서 96.2%, 재생전기에서 11.6%, 액화바이오연료 100%)로 

재생에너지 정책은 바이오에너지 정책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ꊲ EU는 2010년 전체 에너지에서의 재생가능에너지의 점유율 12%, 전기 부문

의 21%, 그리고 바이오연료의 비중 5.75%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가운

데 바이오매스 목표 에너지량을 달성하려면 2003~2010년 사이 무려 80Mtoe, 

115.9%의 증가가 필요하며, 이는 연평균 11.6%의 증가세를 유지해야만 가능

한 수치이다.

ꊳ EU에서의 바이오디젤 생산은 1990년대 중반 30만 톤 수준에서 현재 300만 

톤 수준으로 증가하 으며 이는 무려 10여 년 동안 10배의 빠른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2004~2005년 약 65%의 증가는, 이전 20% 이상의 고속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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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매우 이례적인 성장으로 기록되고 있다. 바이오디젤

을 생산하는 유럽 약 20여 국가 가운데 독일이 2004년 1백만 톤을 상회한 

이후 2005년에는 무려 167만 톤을 생산하여 유럽 전체의 절반 이상을 생산

하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각 각 49만 톤과 40만 톤을 생산하고 있다. 

ꊴ EU 바이오디젤 생산능력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4~2005년 유럽 바

이오디젤의 생산능력은 4,228천 톤에서 무려 1,841천 톤, 43.5%가 증가한 

6,069천 톤이다. 높은 바이오디젤 설비의 가동율(75.3%)과 지속적인 시설확

장과 지원강화 등을 고려할 경우, EU의 바이오디젤의 생산과 생산능력의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ꊵ 바이오에탄올의 생산량도 바이오 디젤과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과거 

10여 년 전에 비해 무려 10배가량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4~2005년 사이의 

23만 톤, 47.0%의 증가는 바이오디젤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보기 힘든 빠른 

성장이다. 

ꊶ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있어서 스페인은 유럽 최고이다. 2004년 19.4만 톤을 

생산, 전년(16만 톤)에 비해 3.4만 톤이 증가하 으며 2005년에도 24만 톤을 

생산하고 있다. 다음으로 스웨덴은 2004년 3위에서 2005년에는 2위로 발돋

음하 다. 2004~2005년 두 배 이상의 생산량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2005년

도 생산량은 13만 톤을 넘었다. EU 바이오에탄올생산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2004~2005년 독일의 생산이 무려 6배나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2005

년도에 12만 톤을 생산하여 2004년 5위에서 3위로 올라갔다.

ꊷ EU 바이오가스의 1차 생산량은 2004~2005년 사이 4,277ktoe에서 4,959ktoe

로 15.9%의 증가하 다. 가장 비중이 큰 바이오가스 생산부분은 쓰레기 처

리장의 폐기물로부터 나오는 LFG로 3,173ktoe, 64.0%이다. 다음으로 하수 

처리장 932ktoe, 18.8% 그리고 기타가 854ktoe, 17.2%이다. 유럽에서 바이

오가스 생산 1, 2위는 국과 독일이다. 이들 두 나라의 생산량은 3,377ktoe

로 전체의 68.1%를 차지한다. 그런데 국의 경우 매립지가스가 90%이상

으로 절대적인 반면, 독일은 이 부분이 36.0%에 불과하며 농업과 음식물 등

으로부터의 기타부분이 40.9%로 높다는 사실이다.



164

ꊸ EU의 목질 에너지 생산은 2003~2004년 300만toe이 증가한 5,540만toe이다. 

목질 바이오매스는 산림자원이 풍부한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핀란드의 2004년도 목질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 

소비는 720만toe로서 1차 에너지 소비 20.5%를 차지하고 있다.

ꊹ 바이오매스 이용 촉진을 위한 EU 차원의 권고 수단, 이를 활용한 각 나라의 

정책수단들은 다양하다. 단지 중요한 수단만을 정리하면,

㉮ 세제와 의무사용 강화

○ 주요 활용세제도: 화석연료세, 환경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 의무사용제도: RO(Renewable Obligation),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등　　

㉯ 재정적 지원

○ 장비와 시설 설치비 지원: 바이오매스 생산, 유통, 가공,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설비와 장비의 구입, 활용 지원

○ 발전차액지원과 녹색인증제도: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s)와 녹색인

증(green certificate) 시스템

㉰ 농업정책내 바이오에너지 포함

○ 새로운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e Policy)내 에너지 작물 생

산에 더욱 많은 유연성을 부여하고 생산과 보조를 허용

㉱ EU 차원의 바이오에너지 표준화

○ 특히 모든 바이오에너지 시설에 대한 배출한계(emission threshold),  바이오

연료와 장비에 대한 표준화, 에탄올과 높은 가솔린혼합에 대한 규격

(specifications) 제정, ④ 채유에 대한 규격(specifications) 제정

㉲ 홍보확산

○ 관련 정보의 확산 캠페인(Information campaign)은 대중적인 지각의 증대에 



165

필요, 범 EU적인(개별 국가적인 것 포함) 기본 틀의 행동 증진(European 

Biomass Days, Green Weeks, Energy Globe 등)과 성공적인 어느 국가 프로

젝트가 다른 나라에서 공공화되는 것의 공시 등

㉳ 기타 

○ 바이오에너지 시장의 발전을 위한 바이오에너지 체인(whole chain of bio-

energy) 차원의 시스템적인 접근, 시장과 제도 조건의 정비

○ EU 수준에서의 조화로운 거래제도(trade regulations)가 정립되도록 국가 간

의 조화와 협력, 국가 간 공통의 표준규격, 송배전망 등

○ 바이오에너지 프로젝트의 시행을 방해하는 행정적인 장벽을  제거

○ 바이오매스의 생산과 수집 수송 인프라 등 공급에너지 인프라의 개발 추진, 

○ 바이오에너지 수요 측면에 대한 인센티브, 예를 들면 바이오연료 자동차의 

주차세, 도로이용세 등의 면제, 공공기관용, 농업용 등 부분에 대해서는 바

이오에너지 이용 강화

○ 전기의 경우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전기의 기존 송배전망에 대한  접근의 용

이성 보증, 회원국가간의 거래용이

○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열 생산도 중요, 바이오매스 행동계획과 각 회원국에 

대한 목표간 조화를 이루는 열에 관련된 지령이 필요

○ EU 회원국가간 정책적 지원수단을 EU 전체 차원에서 조화롭게 조정

< 국의 바이오매스 주요 정책>

ꊱ 국에서는 Biomass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Biomass Task 

Force”를 구성하 으며, 이들로부터 제출된 2005년 11월 대정부보고서는 

정부의 면 한 검토 과정을 거쳐 2006년 4월 27일 정부의 행동계획으로 이

어진다. 국 내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은 다양하다. 단순한 R&D 지원에

서 소비자에 대한 보조까지, 그리고 통상산업부, 에너지부에서 농촌환경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다양한 내용의 정책들이 전개되고 있다.

ꊲ 재생가능에너지 의무구입제도(RO: The Renewables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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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4월부터 전기부분에 이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15년 동안(2015/2016) 

장기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  RO제도하에서 2005/2006년의 할당치는 

5.5%인데,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하여 2015/2016에는 15.4%까지를 목표로 하

고 있다. 의무구입제도하에서 재생 가능 전기에 대해서는 기후 변화부담금

(Climate Change Levy)이 면제, 2010년까지 매년 10억 파운드씩 관련 산업

에 자금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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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의무구입제도(RO)가 시행되기 전에 시행된 비화석 연료를 이용

한 전기생산자에 대한 지원제도, 비화석연료 에너지 구매국에서 화석연료

에 대한 부과금(Fossil Fuel Levy on electricity: 전기요금의 10%)을 징수한 

후, NFFO 체결 생산 전기가격에 대해 특별가격(premium price)을 인정하

고, 비용부분을 보조해 준 제도인데, NFFO 훈령 차수에 따라 지원비율을 

낮추어 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간접 유도하고 있다.

ꊴ 재생 가능 수송연료 판매의무(RTFO: Renewable Transport Fuel Obligation)

국 정부는 2005년 11월 새로운 재생 가능 수송연료(바이오디젤과 바이오

에탄올) 대한 의무비율 판매제도를 도입, 통합적으로 제시한 국의 RTFO 

목표치는 2008/9년 총 연료판매의 2% 정도, 2009/10에 2.8% 정도, 2010/11

에 3.5% 정도이다. 

ꊵ 연료부담 인센티브와 자본금 세공제

(Fuel Duty Incentives & Enhanced Capital Allowance)

연료부담 인센티브는 RTFO 실시 이전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는 바이오연료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이다. 바이오디젤(2002년)과 바이오에탄올(2005)에 

리터당 20pence의 차등 부담금 인센티브(면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2006년

에는 추가적으로 리터당 20pence 의 연료부담인센티브를 2008/9년까지 연

장하 다. 아울러 연료회사에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지불

해야 하는 연료 리터당 추가매입가격(Buy-out price)을 15pence로 설정하고 

있다. 적어도 이 제도는  2010/11년까지 시행된다. 국 정부는 일정한 탄소 

관련 품질 기준에 합당한 바이오연료가공시설에 대해 2005년 12월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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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사업을 공표, 첫해 자본자산 비용의 100%를 세부부과 이윤으로부터 

공제하여 주고 있다.

ꊶ 공급 인프라 정부보조와 이용촉진(Government grant programmes)

국 정부는 2005년 7월 EU차원 연료공급주유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연료

공급 인프라(주유소 설치비용) 보조 프로그램을  2005년 7월에 수용, 8월부

터 전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바이오연료의 소비 촉진을 위해 2005년도

에 정부와 산하기관 모든 자동차의 바이오연료 사용 추진,  모든 신규 정부

의 차량은 5%의 바이오디젤을 사용하도록 하고, 특히 정부와 산하기관 런

던중심 수송운반차는 모두 5% 바이오디젤 혼합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ꊷ 바이오에너지 자본보조사업(Bioenergy Capital Grants scheme)

국 내에서 열과 전기생산 원료로 바이오매스를 도입(deployment)하고자 

할 경우 ￡66백만 한도 내에서 바이오에너지 자본보조사업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이 사업으로 Lockerbie(43MW)와 Wilton(30MW)의 전기발전

소 건설이 지원되어오고 있으며, 2007년에 완결된다.

ꊸ 탄소거래소(Carbon Trust)설치, 운

2050년까지 탄소의 방출량을 60%감소시켜 바야흐로 “저탄소경제(A Low 

Carbon Economy)"를 구현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거래소(Carbon 

Trust)를 설치, 운 하고 있는데, 기후 변화부담금(CCL: Climate Change 

Levy)으로 운 되는 탄소거래소의 주요 임무는 CO2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효율 증대, 저탄소이용기술개발과 이용확대, 저탄소경제로의 이

행에 걸림돌이 되는 기술, 제도, 경제적인 장애물의 제거에 있다.

ꊹ 저탄소건물 지원프로그램(Low Carbon Buildings Programme; LCBP)

기존의“Clear Skies and Solar PV programme”을 대체하여 2006년 4월 1일

부터 향후 3년에 걸쳐 시행하게 되는 제도인데, 탄소배출과 관련된 일반 가

정, 학교, 공공시설과 회사 등의 소규모발전(microgeneration) 기술에 대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지원(grants)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이다. 

ꊺꋃ 에너지작물지원제도(ECS: Energy Crops Scheme)

에너지 작물 지원제도는 재배조성에 대한 지원과 주체에 대한 지원,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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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즉 임지조성 지원(Establishment grants)제도와 생산자 조직지원

(Producer Group)제도가 있다. 전자의 경우 에너지 작물재배를 위한  묘목

의 구입, 식재, 육림 등의 비용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조(단벌기 맹아림의 

경우 1,000파운드/㏊)하는 제도이며, 후자는 생산자조직에 대해 재배나무의 

수확, 저장, 가공 등을 같이 작업에 필요한 자금은 최대 20만 파운드까지 지

원하는 제도이다. 

ꊺꋄ 국 임지 보조제도(EWGS: English Woodland Grant Scheme)

농장조림 특별지원제도(Farm Woodland Premium Scheme)와 임지보조제도

(Woodland Grant Scheme)를 통합하여 계승한 제도로, 신규 조림과 기존의 

임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임지의 조성 계획부

터 조성작업, 재조성작업, 관리 등 다양한 보조지원제도가 준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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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에너지의 최종사용자에 필요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 즉 에너지 작

물과 목질연료의 공급, 가공, 저장과 수확 등을 돕기 위해 농민, 임업인과 

기업에 주어지는 지원제도이다. 농민이나 임업인이 생산자 단체를 조직할 

경우, 비용용도는 조직 구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사무실과 사무실 집기, 

IT장비의 임대 또는 구입비용 등까지도 가능하다. 

<독일의 바이오매스이용과 정책>

ꊱ 독일은 국토면적(357,031㎢)의 80% 이상에서 바이오매스를 생산하고 있는

데, 주로 농업에서 생산된다. 바이오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생산에 사용되는 

농지의 전체 면적이 2006년 1,561,000㏊로 전체의 13%이다. 2003~2006년 

사에에만 무려 87%라는 놀라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채와 에

너지용 곡물과 옥수수는 2005~2006년 거의 두 배정도 증가되었다. 

ꊲ 주지하다시피 일반 농지에서 에너지 생산을 위해 오일식물, 곡물, grass, 옥

수수를 재배할 경우 EU로부터 45€/㏊의 보조를 받고 있다. 현재 독일 내 

바이오매스의 이용에 따른 경제성은 EU의 강력한 보조금을 통해서 실현되

고 있다. 보조가 없을 경우 여전히 바이오매스 생산의 대부분이 경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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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지 못한다. 

ꊳ Mantau(2006)는 실제 보유자원은 연간 5백만㎥ 정도이며, 현재 연간 생장증

가도 1,000~1,500만㎥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다. 덧붙여 Mantau는 목재업체

들이 가공할 수 없어 에너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12백만㎥의 추가적인 잠

재력이 있다고 추정하 다(주로 직경 7㎝이하).  

ꊴ 독일 목질 바이오매스의 1/3은 이미 에너지용으로 쓰이고 있으며 이중 절반

은 가정에서, 나머지 절반은 열과 전기 생산 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다.  대규

모 시설(>1㎿)에서는 주로 폐목재를, 소규모 시설(15㎾-1㎿)에서는 산림잔

재를 50%까지 사용한다. 가정에서는 주로(85%) 장작을 사용하며, 펠릿 오

븐을 사용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ꊵ 2005년에 독일의 1차 에너지 소비는 14,238PJ,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가 차

지하는 비율은 4.6%이며, 바이오에너지는 3.3%이다. 바이오에너지는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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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에너지에서의 비중이 그만큼 크다. 2005년에 에너지용 바이오매스 

소비는 2002년에 비해 거의 두 배가 되어 470PJ이다. 하지만 에너지로의 이

용 잠재력이 높은 짚(21%), 액분(15%), 가정용 쓰레기(13%)는 지금까지 충

분히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ꊶ 난방을 위한 연료재(材)로의 바이오매스는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2005년에 

연료재의 에너지량은 201.6PJ이었다.  2006년 6월 1,200가구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장작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연료재(84%)이다. 기타 제재소 폐잔

재(11.2%), 톱밥 성형탄(Briquettes) 2.8%, 우드칩 1.1%, 펠릿 0.9% 등의 순

이다. 지금까지는 비중이 낮았으나 목재 펠릿 난방 시스템은 연간 100% 이

상 성장하고 있다. 

ꊷ 일부 농업인들은 곡물을 이용한 현대적 펠릿 보일러를 이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펠릿 성형이 필요하지 않고 높은 열 가치와 도를 가지며 

목재칩이나 장작, 펠릿보다 에너지 가격도 낮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비료

로 이용 가능함)와 먼지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ꊸ 독일에서 바이오매스 전기생산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  2004~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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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두 배 증가하여 13,114GWh이다. 대부분 전기는 목질계 폐잔재와 바이

오가스로부터 생산되었다.

ꊹ 현재 독일에는 120개의 바이오매스를 연소하는 열병합발전이 가동 중이며 

4백만 톤의 바이오매스를 사용하여(대부분 폐기물과 폐목재) 약 5,000GWh

의 전기를 생산한다. 

ꊺꋃ 바이오매스를 가스화하여 발전하는 시스템은 2005년 말 2,700개이며 

650MW의 전기를 생산하 다. 독일바이오가스협회(FvB)에 따르면 2020년

에는 바이오가스에 의한 전기설비용량이 9,500MW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바이오가스는 농업에서 예상량의 80% 이상을 공급할 수 있으며 에

너지작물의 재배만으로도 60%를 공급할 수 있다. 

ꊺꋄ 연료(fuel)부문에서 유채로부터 생산한 바이오디젤은 독일에서 바이오연료

의 가장 대중적인 형태이다. 이와 별도로 짚이나 당 또는 전분을 포함한 식

물에서 추출하는 바이오에탄올, 리그노셀룰로스를 포함하는 바이오매스에

서 추출하는 메탄올, 유기성 폐기물을 발효시켜 획득하는 바이오가스, 유채

와 해바라기, 기타 유지식물에서 추출하는 식물성 기름, 바이오매스를 이용

하는 합성연료(BTL, Biomass to Liquid) 등이 있다. 

ꊺꋅ 지난 몇 년 동안 독일에서 바이오디젤의 판매는 거의 3배가 증가, 2005년에

는 약 1.8 톤의 바이오디젤이 출하되었다. 최대 구매자는 수송산업으로서 

약 1백만 톤, 다음이 정유사업인데 전통적인 디젤에 약 60만 톤의 바이디젤

을 혼합하 다(최대 5%). 독일에는 바이오디젤을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가 

이미 1,900개 이상 존재한다. 

ꊺꋆ 바이오에탄올 역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바이오디젤이 디젤에 혼

합되는 것처럼 바이오에탄올도 가솔린에 혼합된다. 독일에서 최초의 생산공

장이 이미 가동되었다.

ꊺꋇ 신 “그린 가스”로서 바이오가스를 들 수 있다. 최초의 바이오가스 주유소는 

2006년 6월 22일 Jameln(Lower Saxony)에서 개업하 다. 하지만 메탄 함량

을 95%로 증가시키는 어려움이 있다.  

ꊺꋈ 독일에서 바이오매스의 이용활성화에 재생에너지원법(EEG, the Renew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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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Sources Act)의 기여가 크다. 이외에도 입법부는 다른 촉진수단도 

만들었는데 열 시장에 대한 시장자극계획(MAP, the Market Stimulation 

Programme)과 생물성 연료에 대한 조세혜택이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보조

와 연구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 재생에너지원법(EEG): EEG의 목표는 전기 시장에 재생에너지 기술발전을 

유도하고, 시장점유율을 현재 10.2%에서 2020년에 적어도 20%까지 향상시

키는 것이다. 제도의 핵심은 재생에너지원에서 생산한 전기에 대하여 20년

간 최저가격을 보증하고 주요 전기공급망(grid)으로 배전하는 것이다. 아울

러 재생에너지원법은 생태세(eco-tax)와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에 가장 성공적인 수단이다.

○ 시장자극 프로그램(MAP): 보조금을 지급하여 태양패널이나 고형 바이오매

스를 연소할 수 있는 화로를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가정이나 소기업, 

도시, 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보일러와 플랜트에 다양한 

보조를 하고 있다.

○ 생물성 연료에 대한 조세 혜택: 독일에서 생물성 연료는 2006년 7월까지 연

료세를 면제받아 크게 성장하 다. 8월 이후 촉진체계는 점차 혼합(생물연료

와 화석연료)의무제로 바뀔 것이다. 

○ 주와 지방단위의 보조금: 독일의 일부 주, 예를 들면 바바리아(Bavaria)에서 

농업인은 농업투자인센티브(AFP, 기본적으로 EU에서 제공)를 받아 EEG에

서 보조되지 않는 바이오매스 보일러 투자의 40%까지 충당할 수 있다. 아울

러 주 정부는 에너지 사용을 보다 효율화하려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에

너지 이용 합리화와 재생에너지원 이용 프로그램(REN, Rational Energy 

Utilization and Use of Renewable Energy Sources)을 활용한다.

○ 연구개발 프로그램: 바이오에너지 전체 과정의 모든 실용적 측면에 대한 연

구가 유럽의 여러 연구기관과 기업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ꊺꋉ 바이오매스 이용촉진 과정에서 문제: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오염, 자원의 경

쟁(예: 나무의 용도간 경쟁), 농작물 시장에서 식량과 에너지 사이의 경합, 

토지이용의 경쟁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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ꊺꋊ 바이오매스 이용의 전망: 유럽연합과 독일정부는 농업 및 목질 바이오매스

의 에너지 이용 증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농업에 대한 EU의 재정지

원,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강화는 지속될 것이다. 그 결과 바이오에너지 생산

과 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이다. 이와 달리 농림업의 생산능력 한계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에너지용 바이오매스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농업

의 잉여토지와 사용되지 않는 산림자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문제도 예상

된다. 한편 보조지원이 가능한 혼농임업 체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의 EU 프로젝트(SAFE: Silvoarable Agroforestry For Europe)는 나무와 농작

물의 결합생산이 생태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어서 이 부분의 확대도 예상된다. 

<일본의 바이오매스 주요정책과 애로>

ꊱ 일본의 바이오매스 이용축진 정책의 종합적인 전략은 2002년 12월에 각의 

발의된 ｢바이오매스․일본종합전략｣이며,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에 발효

되면서 2006년 3월에 수정된 ｢바이오매스․일본종합전략｣이 수정 결정되

었다. 여기에서 바이오매스는 첫째, 지구 온난화 방지, 둘째, 순환형 사회의 

형성, 셋째, 경쟁력이 있는 전략적 산업의 육성, 넷째, 농림어업·농산어촌 활

성화라는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다.

ꊲ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에서의 목표는 기술적, 지역적, 전국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있다. 예컨대 직접연소 및 가스화플랜트 등 함수율이 

낮은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의 경우 바이오매스 일처리량 10

톤 정도의 플랜트(합병 후의 시정촌규모를 상정), 에너지변환효율이 전력으

로써 20% 혹은 열로써 80% 정도의 기술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역적 

관점에서 바이오매스 타운을 2010년까지 300개 정도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ꊳ 정부의 목표 실천을 위해 관련 부처를 총괄하는 팀이 구성되었고 각 부처는 

매년 관련 소관업무를 기획, 추진하고 있는 등 협동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

어지고 있다. 

ꊴ 바이오매스 사업 추진에 관한 지원은 사업도입 전, 사업도입 시, 사업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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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로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사업도입 전 지원 제도: ① 지역 신 에너지 비전 책정 사업, ② 바이오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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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벤처 도전 지원 사업

○ 사업도입 시 지원 제도: ① 바이오매스사업비 지원 제도, ② 융자 지원 제도, 

③ 이자 조성 지원 제도

○ 사업 시 지원 제도(세금의 감면 조치): ① 지역 에너지 이용설비와 관련한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 특례조치, ② 에너지 수급 구조 개혁 투자 촉진 세

제, ③ 고정 자산세의 과세표준 경감 조치

ꊵ 일본 정부는 지역 단위의 바이오매스 이용촉진 시스템으로 바이오매스 타

운의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2006년 9월 현재 바이오매스 일본 종

합 전략 추진 회의에서 승인된 바이오매스 타운 구상은 전국에 60건이다. 

지역별로 보면 홋카이도 10건, 토호쿠 13건, 간토·토신 11건, 호쿠리쿠 6건, 

간사이 5건, 츄고쿠 3건, 시코쿠 2건 및 규슈 10건이다.

ꊶ 일본 정부 역시 바이오매스 이용촉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 전반적인 과제: 낮은 바이오매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바이오매스 이용의 전

체설계와 평가지표 미흡, 지역 실정에 맞은 바이오매스 타운의 추진 애로 등

○ 이용 각 단계에서의 과제: 첫째, 바이오매스의 생산·수집·수송에서 “넓고 얇

게”부존하는 바이오매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집·수송하느냐이다. 둘째, 

바이오매스 이용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변환기술의 개

발이다. 셋째, 바이오매스의 변환 후 이용상의 과제인데, 바이오 제품이나 바

이오 에너지는 화석 에너지 및 화석 에너지 제품과 아직은 경쟁에서 열위에 

있다. 

○ 메탄가스 이용상 과제: 메탄가스를 발전시 적정수입을 보장하기 어렵고 메

탄 발효 후 발생하는 액체비료의 이용범위가 협소하다는 점이다.

○ 목질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 과제: 다이옥신 문제와 함께, 아직은 목질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이나 보일러에 대한 투자대비 정의 수익을 기대하기 힘



174

들며, 건축 폐재를 소각할 경우 배기가스에 대한 주민 반대 운동, 간벌재 등

의 임지 폐재의 경우 수송비용이 비싸다는 점 등이 있다.

<미국의 에탄올 생산과 주요제도>

ꊱ 2005년도 세계 총 에탄올 생산량은 약 122억 갤런(gallon)이며 이 가운데 미

국과 브라질의 생산량은 각각 42.6억, 42.3억 갤런, 두 국가의 세계 생산 점

유율은 약 70%에 이른다. 

ꊲ 미국의 연료 에탄올 생산은  2000~2005년 5년 사이 무려 2.5배가 증가하

다. 생산능력도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에탄올 생산능력은 약 

17.5억 갤런이었다. 2006년에는 이보다 약 2.5배가 증가한 43.4억 갤런 수준

이다. 생산공장의 수는 2006년 1월 현재 95개소인데 이것은 1990년대 말에 

비해 약 2배정도 늘어난 수이다. 

ꊳ 에탄올의 생산과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중앙정부 RFS: 2005년 8월 부시 대통령은 2005년도 에너지 정책시행법을 

인준하 는데 여기에는 국가 재생가능연료표준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연

방수준에서 가솔린에 10%의 에탄올을 사용토록 규정한 제도이다.

○ 자발적 주(州)단위 RFS: 많은 주 수준에서 재생연료 사용촉진에 관련된 제

도를 정립하고 있는데 특히 미네소타에서는 에탄올 혼합비를 20%로 끌어 

올렸고 2013년까지 실행하고 있다(주(州)단위 규제, Minnesota Model). 미네

소타 모델을 따라 몬타나에서도 E10의무 사용이 2005년 5월 주지사에 의해 

인준되었다. 

○ MTBE 사용금지: MTBE(Methyl tert-butyl ether)는 메탄올과 아이소부틸렌

(isobuthylene)과의 화학적인 결합물로 만들어진 화학적 혼합물로 휘발성, 가

연성, 무색의 수용성 가솔린 첨가제로 옥탄가를 높이기 때문에 1992년 이래 

사용을 권장하 다. 그러나 MTBE의 지하수 오염문제가 불거지면서 1999년 

이후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여러 주에서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하 다. 이

로 인해 미국 내 여러 주에서 MTBE의 대용품으로 에탄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06년 1월 현재 MTBE의 사용을 금지한 주는 이미 25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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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2005년 에너지정책시행법에 의하면 

2012년까지 에탄올에 대한 80억 갤런의 RPS가 제정되었고, 향후 10년간 세

금감면(tax breaks)으로 18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 세제지원

- 소규모 단지 세제지원: 소규모 에탄올 생산자가 대규모 생산자와의 경

쟁에서 살아남도록 배려한 제도이다. 현재 소득세의 경우 갤런 당 10센

트의 세금공제를 해준다.

- 부피기준 에탄올 소비세 공제(VEETC): 2004년 미국직업창출법(American 

Jobs Creation Act)의 수정에 의한 부피기준 에탄올 소비세 공제(VEETC)

가 의회의 인준을 받았는데, 핵심 내용은 2010년까지 에탄올을 가솔린과 

혼합시 정상적인 세금(18.4센트/갤런)에 대해 갤런 당 $5.2센트(E10)의 정

상세금 완납 후 환급요청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ꊴ 에탄올의 기대역할은 다양하다. 먼저 깨끗한 연료를 통한 깨끗한 환경, 즉 

깨끗한 물과 공기를 얻을 수 있다. 환경오염의 상당 부분을 줄이는 데 효과

적이라 판단하고 있다. 에탄올의 생산 확대는 미국의 에너지 대외의존도를 

낮춰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산업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

로 보고 있다. 연간 4천만 갤런을 생산할 수 있는 에탄올 설비의 지역사회 

내 경제적 파급효과는 건설 중에 142백만 달러의 지역경제 부양효과, 직접

적인 56백만 달러의 지출로 인한 매년 110.2백만 달러의 지역경제 확장, 프

랜트 건설에 41개 풀타임 직업창출, 전 경제에서 694개 일자리 창출, 옥수

수 부셸당 5~10센트의 가격인상과 그로 인한 주변 농가의 소득 증대, 연간 

지역사회 내 19.6백만 달러의 소득증대, 평균 1.2백만 달러의 주와 지방정부 

판매세수 증대, 에탄올 생산설비에 20,000달러를 투자한 농민에 10년간 평

균 13.3%의 투자 수익률 제공 등이다.

ꊵ 에너지 생산자로서 농업의 중요성이 있다. 옥수수시장에서 에탄올은 세 번

째로 큰 시장으로 미국 옥수수의 13% 정도, 14.3억 부셸의 옥수수가 에탄

올 생산에 이용되고 있다. 옥수수가격의 상승으로 가족농 유지에 도움을 줄 

것이다. 농민들의 에탄올 설비투자가 많다. 2006년 1월 현재 95개 설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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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46개, 48.4%가 농민의 소유이다. 농가소득의 증대에 기여할 것은 분

명하다.

2. 결론

지금까지 이 연구에서는 바이오매스의 개념과 사회, 경제적 의의, 세계 각

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바이오매스 이용촉진 정책 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

석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아래와 같다.

ꊱ 바이오매스의 개발과 이용촉진은 그것으로 인한 다양한 기대역할로 인해 

각 나라에서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나라에

서 더욱 강력한 정책 지원 대상이 될 것이다. 특히 EU 차원에서 공동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회원국 상호 간 교류의 틀을 강화하고 있다. 

ꊲ 바이오매스의 개발과 이용 촉진을 위한 장기적, 전략적인 정부의 정책기획

이 선진국을 통해 엿볼 수 있고, 매우 중요한데, 이 경우 바이오매스를 개발

하거나 이용을 촉진하는 업무는 여러 부처의 업무와 관련되어 범부처적인 

전략기획팀이 조직, 가동되어 효율성과 효과성을 배가하고 있다. 부처를 초

월한 추진 전략팀이 필요하다.

ꊳ 관련된 부처의 추진업무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추진되며, 매년 관련 부처

가 참여하는 회의나 다양한 전문가 구성 그룹에 의한 추진위원회의 평가와 

연차별 계획이 검토 시행되는 등 연차별 업무조정과 계획, 실행, 결과의 검

토가 이루어져 역시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ꊴ 바이오매스의 개발과 이용, 최종 결과물의 사용자까지의 바이오매스 이용체

인(chain)에 걸친 각 단계의 정책들을 면 하게 검토한 후 도입하는 것이 중

요하다. 특히 바이오매스의 획득에 자연적, 경제적, 제도적 제약 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한 후 대상 바이오매스와 용도를 도식화, 각 단계에 

해당하는 지원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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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큰 틀에 대한 위와 같은 결론과 함께 아직 바이오매스에 대한 인

식조차 미천한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바이오매스 개발과 이용 촉진을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절차를 통한 전략 수립, 시행이 필요하다. 하루빨리 아

래와 같은 기획과정과 실천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최종물의 이

용, 범 관련 부처의 통합적인 정책의 마련과 추진, 상호 검토가 있어야 하며 특

히 바이오매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런 시각에서 우리나라 역시 전반적인 세계 추세를 고려할 때, 그리고 그들의 

치 한 전략과 사업 추진을 고려할 때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의 전략마련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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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icy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Boosting Biomass Utiliza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Implications from Policies of Advanced 
Countries

This is the first year report of a two-year research project on 'Policy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Boosting Biomass Utiliza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to be completed in 2007.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mid- and 
long-term policies and strategies regarding the activation of biomass in 
agriculture. The objective of the first year report is to grasp the actual state 
and policies of biomass utilization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Japan, 
Germany, and the U.K. and to make policy suggestions in order to accelerate 
biomass utilization in Korea. 

The contents of the repor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use of biomass will be ever more highlighted in view of the 

securement of energy resources, the prevention of global warming, the 
construction of a recycling based society, and the creation of incomes and job 
opportunities. 

Second, advanced countries concentrate on providing government 
support to develop and spread the use of alternative energy sources, thereby 
leaving something to be desired by Korea to follow suit. In this sense, a 
comprehensive system is urgently needed to revitalize biomass use. Also, 
categorical and step-by-step strategies are essential to promote the use of 
bio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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