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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2008년 8월 15일, 통령의 8·15경축사에서 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비 으로 제시되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고, 녹색기술과 청정에 지 개발이 신국가발 의 패러다임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후변화에 응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응하고, 

국내환경  에 지 등의 문제 해결을 한 제안이 배경이 되고 있다.

  청정에 지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깨끗한 에 지로써 자연친화 이

고 재생가능하다. 고갈의 에 직면해 있는 화석에 지를 체할 수 있

다는 에서 주목받고 있다. 청정에 지가 확 보 될 경우 농업부문에서

는 고유가에 의한 경 비 압박을 해소하고, 농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에서도 심이 높다.

  농업부문에 활용되는 에 지는 주로 열에 지이다. 열에 지를 생산할 

수 있는 청정에 지로는 태양열, 바이오매스, 지열 등이 있다. 최근에는 온

도차에 지가 부각되고 있으나 실 으로 이용 가능성이 큰 에 지원은 

지열과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에 지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부문에 활용도가 높은 지열  바이오에 지의 기술

용 가능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 다. 이후 이들 에 지원 보  과정에

서의 문제 을 찾아보고 보  확 를 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

다.

  연구진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 자문 원님, 지조사에 조해 주신 련

문가들게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이 연구결과가 청정에 지의 농업  이

용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다음연도의 연구를 한 기 자료로 활용

되기를 기 한다.

2010. 10.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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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농업부문에서 활용되는 에 지는 주로 열에 지이다. 열에 지를 생산

할 수 있는 청정에 지는 태양열, 바이오매스, 지열 등이고 최근 온도차에

지가 신재생에 지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재 농업부문에서 이용되

고 있고, 실 으로 이용 가능성이 큰 에 지원으로는 지열과 바이오매스

에 지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정에 지에 한 개념을 검토하고 농

업부문에서 활용도가 높은 지열  바이오에 지를 심으로 에 지원별 

기술 용 가능성과 경제성 등을 검토한 후, 이들 에 지원 보 상의 문제

와 보 확 를 한 과제를 도출하 다.

  청정에 지는 신재생에 지를 포 하는 개념이다. 부분의 국가는 청

정에 지보다 구체성이 더 강한 신재생에 지를 정책 상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도 신재생에 지를 상으로 하고 있다.

  신재생에 지 가운데 재 농업분야의 난방용으로 보 되고 있는 것은 

지열을 이용한 히트펌 시스템과 목재펠릿 등이다. 이러한 신재생에 지를 

난방에 이용할 경우, 연료비 감과 생산성 증  등의 직 효과와 CO2 배

출이 감소하는 간 효과를 릴 수 있다.

  1ha의 온실에서 지열히트펌 와 경유보일러 사용에 따른 난방비 비교를 

통해 경제성을 검토하 다. 유가가 배럴당 70달러일 때 지열히트펌 와 경

유난방비의 운 비를 비교해 보면, 경유난방 사용 비용이 지열히트펌 를 

이용하는 것보다 3.7배 높았다.

  지열히트펌 를 이용하면 경 비 감액이 1년 동안 1억 2천만 원에 이

른다. 1ha온실에서 리카를 재배한 경우, 경유보일러 사용 시의 소득은 

98,875천 원이었으나 지열히트펌  사용 시는 생산량이 증가하여 2억 

26,143천 원을 달성하 다. 지열히트펌  사용이 경유보일러 이용 시 보다 

1억 27,268천 원의 추가소득을 가져왔다. 그 외에 경유 보일러 사용 때 발

생하는 탄소배출량은 516TCO2인데, 지열히트펌 의 경우는 52TCO2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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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탄소가 464.4TCO2 감된다. 감된 이산화탄소를 국제거래가격(21달

러)을 용하면 간 효과는 12,288천 원에 이른다.

  한편, 유가가 배럴당 70달러일 때 목재펠릿보일러와 경유보일러의 운

비를 비교해 보면, 목재펠릿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가 경유보일러를 사용

하는 것보다 비경제 이다. 그러나 유가가 100달러일 경우는 경유보일러 

운 비용이 목재펠릿보다 1.3배, 120달러일 경우는 1.5배 많아 유가가 100

달러 이상일 경우는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이 더 경제 이다. 

  이와 같이 지열히트펌 나 목재펠릿을 이용한 난방이 궁극 으로는 더 

경제 임에도 보 이 부진한 이유에는 몇 가지 문제 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열히트펌 를 1ha 온실에 설치하려면, 정부가 설치비의 80%를 

보조해 주어도 농가가 2억 1천만 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투자하

기 어렵다. 그 외에 지열히트펌 시스템에 한 농가의 이해부족, 시설 설

치를 한 부지확보 문제, 설계·시공업체의 낮은 기술수  등이다. 

  목재펠릿은 행 면세유나 농사용 기요 이 렴하고 사용이 편리하

다고 생각하는 농가가 많아 보 이 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펠릿 

구입의 불편성, 보  장소 확보 문제, 구입 단가 문제 등이 지 되고 있다.

  지열에 지나 목질바이오매스 등 청정에 지원을 농업부문에서 리 활

용하기 해서는 우선 이들 에 지이용 확 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신재생에 지 이용시설 설치에 한 지원이 강구되어야 하고 신재생

에 지 이용을 장려하기 한 인센티 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한 농업부

문에 활용 가능한 청정에 지 이용시설의 공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지속

인 기술개발  문 시공업체의 육성도 필요하다.

  부분의 청정에 지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단 에

서 청정에 지를 생산하여 소비하는 시스템개발이 무엇보다 요하다. 이

러한 시스템개발을 해 외국의 선진사례와 련제도 등을 벤치마킹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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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atus and Problems for Clean Energy Utilization in 
Agricultural Sector 

The energy used in the agriculture sector is mainly thermal energy. 
Accordingly, clean energy that can produce thermal energy is solar heat, 
biomass, and terrestrial heat, and in recent years, energy using  temperature 
difference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new renewable energy. This study of 
terrestrial heat and bioenergy with high applicability to the agriculture sec-
tor reviewed technical applicability by energy source and economic effi-
ciency and showed policy implication in the supply of energy sources and 
distribution expansion.

Among new renewable energy, the currently supplied energy for the 
purpose of heating in the field of agriculture is the heat pump system and 
wood-pellet stove using terrestrial heat. In case of use of new renewable 
energy for heating, direct effects include reduction of fuel expenses and in-
crease in productivity, and indirect effects include reduction of CO2 
emissions. Nevertheless, the reason the supply of new renewable energy is 
insufficient seems based on several problems described below.

In the case of a terrestrial heat pump, because a farmer must take 
responsibility by paying 210 million won for installation in a 1 ha green-
house, this is not an easy investment. Besides, it is attributed to an in-
sufficient understanding by farmers of terrestrial heat pump systems, site 
acquisition problems for facility installation, low technical level of design, 
and construction companies. In the case of wood pellets, inconvenience of 
pellet purchase, problem of storage security, and purchase price problems 
are pointed out.

For the purpose of wide utilization of clean energy sources such as 
terrestrial heat energy and woody biomass in the agriculture sector, the ba-
sis expansion of these sources should be implemented. In particular, s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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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for facility installation of the new renewable energy should be plan-
ned, and consistent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llaboration with pro-
fessional construction companies to reduce the supply prices of clean en-
ergy facilities applicable to the agriculture sector are required. Most clean 
energy is based on a region; accordingly, system development that pro-
duces and consumes clean energy in a regional unit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For this system development, it is required to launch bench-
marking for foreign advanced cases and related systems. 
 

Researchers: Hyun-Tae Park, Yean-Jung Kim
E-mail address: htpark@krei.re.kr, yjkim@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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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2008년 8월 15일 통령의 8.15경축사에서 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비 으로 제시되었다. 즉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녹색기술과 청정에 지가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

출하는 신국가 발 의 패러다임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기후변화에 

응한 국제 인 노력에 부응하고, 국내 으로도 환경문제와 에 지 문제 등

을 해결하기 해 제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심을 끄는 것은 청정에 지이다. 청정에 지는 환경을 오염시

키지 않은 깨끗한 에 지로써 자연친화 이고 재생가능하기 때문에 고갈

에 직면해 있는 화석에 지를 체할 수 있다는 에서 주목받고 있

다. 청정에 지가 확 보 될 경우 농업부문에서는 고유가에 의한 경 비 

압박을 해소하고, 농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면에

서 높은 심을 갖게 된다. 

  최근 정부는 국가 에 지 비 을, 석유류를 포함한 화석연료에서 청정에

지를 포함한 친환경에 지 분야로 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에 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 이다. 이는 농업분야까지를 총망라하는 것으로 

농업분야에서도 청정에 지의 활용을 극 추진해야 함을 의미한다. 

  농업부문의 에 지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유가상승에 따라 농업

경쟁력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에 지 문제와 환경문제 해결을 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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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지 개발과 활용이 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 목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청정에 지원 에서 재 농업부문에서 이용하

고 있고 앞으로도 이용 가능성이 큰 지열에 지와 바이오에 지를 심으

로 이들 에 지의 이용실태와 안 문제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한 이

들 청정에 지원의 경제성 분석을 통해 농업부문에서의 이용확 를 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 검토

  청정에 지는 무공해에 지와 유사한 개념이다. 따라서 환경을 오염시

키지 않는 깨끗한 에 지로써 클린에 지, 새로운 에 지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범주에는 태양·지열·풍력 등의 재생가능에 지와 연료 지·수소에

지 등의 신에 지 등 이른바 신재생에 지가 심을 이루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청정에 지라는 용어보다는 신재생에 지가 더 일반 인 용어

로 사용되고 있으며 선행연구 한 신재생에 지 련 연구가 부분이다.

  에 지 리공단의 신재생에 지센터(www.knrec.or.kr)의 자료에 의하면,  

신재생에 지의 경우 과다한 기투자의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화석에

지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한 핵심 해결방안이라는 에서 선진 각국에

서는 신재생에 지에 한 과감한 연구개발과 보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

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유가의 불안정, 기후변화 약 규제 응 등 신

재생에 지의 요성이 재인식되면서 에 지공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해 

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기존에 지원 비 가격경쟁력 확보 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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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 지산업은 IT, BT, NT산업과 더불어 미래산업, 차세 산업으로 

신장할 것으로 상하고 있다.

  박순철(2006)은 신재생에 지의 정의에 해 검토하고, 국내외 신재생에

지기술개발  보 황을 소개하 다. 그리고 태양  발   태양열, 

풍력발  등 여러 가지 신재생에 지기술의 개발 황과 망을 소개하

다. 황문성 외(2008)는 신재생에 지에 한 개념을 정리하고, 국내외 신재

생에 지산업의 동향과 망, 우리나라 신재생에 지산업의 문제 과 발

방향을 제시하 다. 우리나라 신재생에 지산업의 문제 으로는 보   

투자부진, 재원조달 애로, 기술수  취약, 국제표 화 미흡, 실 주 정책

의 부작용 등을 제시하 다. 발 방향으로는 정부주도의 시장기반을 조성

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 하는 등 산업화를 한 기반을 구축하고 정책

의 일 성 유지와 신성장 동력으로 극 육성할 것을 제안하 다.

  배정환 외(2007)는 바이오에 지의 하나인 바이오디젤의 경제성을 분석

하고 재 바이오디젤 보 을 한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강희

찬(2007)은 선진국의 바이오연료 개발동향을 소개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바이오연료 도입의 타당성 분석을 시도하 다. 박 태 외(2007)는 농

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를 자원·에 지화하는 과정에서의 경제성

을 검토하고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를 한 정책방향을 제시하 다. 최칠

구 외(2009)는 시설원 농가의 사례분석을 통해 지열히트펌 와 경유보일

러의 에 지 감 효과를 계측하 다.

  E.M.W.Smeets et al.(2007)은 바이오에 지의 원료로 에 지작물, 농림

부산물  폐기물, 산림의 성장 등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2050년까지의 

세계 바이오에 지 잠재량을 추정하 다. 지역별 바이오에 지의 잠재량은 

식량이나 목재 수요, 생물다양성을 한 산림보호 등과 같은 요소에 의해 

향을 받는다. 특히 식량증산을 한 기술이 발달하면 잉여농경지가 생기

고 이러한 잉여농경지가 바이오에 지 작물 생산에 향을 크게 미친다고 

보았다.

  일본 농림수산성(2008)은 신재생에 지를 지역단 로 확 하여 활용할 

계획을 제시하 다. 바이오매스타운 구상책정 매뉴얼에서는 일본바이오매



서 론4

스 종합 략(2002년 각의결정, 2006년 개정)추진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

는 바이오매스타운 조성의 단계별 지침서를 제시하 다. 바이오매스타운은 

국에 2008년까지 105개 지구를 공표하 고, 2010년까지는 300개 지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재생에 지의 농업  이용에 한 국내 선행연구는 매우 제한 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농업과 련해서는 바이오에 지 특히 바이오연료에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열, 바이오매스에 지로써 목

재펠릿과 축산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등을 심으로, 이러한 신재생에

지가 농업부문의 에 지원으로 경제성이 있는가를 검토하 다. 이를 바

탕으로 신재생에 지의 보  확 를 해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농 장

의 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을 심으로 도출한 은 다른 연구와 차별

된다 할 수 있다.

4. 연구범 와 방법

4.1. 연구범위

  청정에 지는 신재생에 지보다 더 포 인 개념이다. 때문에 부분

의 국가는 청정에 지보다 개념이 더 명확한 신재생에 지를 정책 상으

로 삼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신재생에 지를 연구 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정에 지라는 용어 속에 신재생에 지를 포함하고 있다. 

  신재생에 지원은 다양하다. 본 연구는 재 농업부문에 이용되고 있거

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열  바이오에 지원(목재펠릿, 가축분뇨)을 

심으로 하 다. 농업부문에서 신재생에 지는 주로 농사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농가의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분석 상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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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방법

  신재생에 지의 기 통계  시설 농에서의 에 지활용자료 등을 입수

하기 해 농림수산식품부, 농 진흥청, 에 지 리공단 등의 통계자료  

선행연구 등을 활용하 다. 신재생에 지의 기술개발 동향과 농업부문의 

활용기술에 해서는 외부 문가에게 원고를 의뢰하 다1.

  시설농가의 신재생에 지 이용실태와 의향을 악하기 해 103개 농가

를 화조사 하 다. 조사내용은 시설농가의 에 지원별 난방의존도, 기존 

냉난방시설의 신재생에 지로 교체의향, 신재생에 지 이용상의 문제   

개선과제 등이다.

표 1-1.  시설원 산업 련 문가 조사 수

작물 과채류 화훼류 계

응답수(명) 60 43 103

  외국의 청정생에 지 이용실태와 사례 등을 악하기 해 국내외 문

가에게 원고를 탁하 다2. 탁내용은 일본, 미국, 독일, EU 등 우리보다 

청정에 지 산업이 앞서 있는 국가의 청정에 지 정책과 청정에 지 생산·

이용실태 등이다.

  원고 탁 내용을 심으로 2회에 걸쳐 국제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개최

하 다. 

1 ‘농업부문 신재생에 지 기술수 과 개발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에 지기술

연구원 장기창 박사에게 의뢰하 음.

2 국가별 원고 탁 내용은 별도의 자료집으로 발간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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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주요국의 청정에 지 련 원고 탁 내역

탁제목 탁내용 피 탁자

일본의 농업부문 청정에 지 

이용실태와 망

- 청정에 지 정책

- 에 지 이용실태, 사례

Koizimi

(농림수산성)

미국의 농업부문 청정에 지 

이용실태와 망

- 청정에 지 정책

- 에 지 이용실태, 사례

Don Day

(미주리 학교)

독일의 농업부문 청정에 지  

이용실태와 망

- 청정에 지 정책

- 에 지 이용실태, 사례

Rian Van

(독일) 

EU주요국의 신재생에 지 

생산이용 실태와 시사

- 신재생에 지 정책과 동향

- 신재생에 지 이용실태

이 연

(EU 문가)

표 1-3.  국제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내역

일자 주제 발표자

세미나
2009. 

6. 15

농업분야 신재생에 지 

생산  이용

권오복 박사

山家公雄(일본에 지 략연구소)

심포

지엄

2009. 

9. 10

주요국의 농업부문 신재생

에 지 이용실태와 정책

김연  박사

Koizimi(농림수산성정책연구소)

Don Day(미주리 학교)

Rian Van(독일 재생에 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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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정에 지의 개념과 특징

1.1. 청정에너지의 개념 

  국내외 으로 청정에 지의 정의가 아직은 확립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청정에 지가 지속가능에 지의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지

속가능한 발 과 에 지를 목시키려는 시도가 2000년 이후부터 가시화되

었다. 2001년 UN의 ‘지속가능발 원회'(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는 제9차 지속가능발 원회 총회에서 ‘지속가능

한 발 을 한 에 지 합의문’을 채택하 다. 이를 바탕으로 2002년 ‘지

속가능발 에 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 에 지부문에 한 략이 논의되었다.

  UNCSD가 제시한 지속가능한 에 지 개념은 ‘경제발 을 해 충분한 에

지를 공 하되, 경제 으로 감당 가능하고, 환경 으로 건 하며, 사회 으

로 수용 가능한 에 지, 더 나아가서는 에 지 효율 이며 비용효과 인 에

지 시스템’으로 정의하 다3. WSSD는 지속가능한 에 지시스템이 갖춰야

3 윤순진(2002)은 지속가능한 에 지체제를 에 지 약, 에 지효율성 향상, 재

생가능에 지를 원칙으로 에 지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환경성, 경제성, 사회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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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요건으로 신뢰할만하고(reliable), 경제 으로 부담가능하며(affordable), 

경제 으로 성공가능하고(economically viable), 사회 으로 수용가능하고

(socially acceptable), 환경 으로 건 할 것(environmentally sound) 등을 

제시하 다. 이를 한 략으로 재생에 지개발  활용, 에 지효율기술

의 개발  확산, 에 지교육의 증진 등을 제시하 다. 결국 청정에 지는 

지속가능한 에 지로서 경제성, 환경성, 사회성을 갖춘 에 지를 의미한다.

  청정에 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신재생에 지가 있다. 신재생에 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나 원자력이 아닌 새로운(new) 기술을 활용한 에 지와 

재생가능한(renewable) 에 지를 의미한다. 신재생에 지원의 특징은 무한

한 자연에 지를 이용함으로써 끊임없이 재생되고,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에

지와는 달리 이산화탄소의 발생과 같은 공해가 거의 없는 청정한 에 지

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재생에 지는 청정에 지의 범주에 속하면서 청정

에 지 보다는 더 좁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정에 지 개념보다는 신재생에 지 개념에서 근하고

자 한다. 그 이유는 청정에 지는 상당히 포 인 개념이어서 근하기가 

어려운 반면, 신재생에 지는 국내외 으로 리 통용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부분의 선행연구들도 신재생에 지를 상으로 하고 있어 자료수

집이나 분석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신재생에 지의 정의에 해서는 국제 으로 통일된 기 은 없으며 각

국은 자국의 자원여건  환경기  등을 감안하여 특정 에 지를 추가하거

나 는 제외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4. 

  일본에서는 ‘신에 지(New Energy)’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 으로는 ‘재생가능에 지(Renewable Energy)’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에 지와 재생에 지를 통틀어서 ‘신·재생

4 국제에 지기구(IEA)에서는 각국의 신재생에 지 련 통계를 해 자체기 을 

설정하고 있음. 즉 우리나라의 신재생에 지 통계는 신에 지와 재생에 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IEA에서는 신에 지 부문을 제외하고 재생가능에 지와 재생

불가 폐기물로 구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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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NRE:　New & Renewable Energy)’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우

리나라는 1970년 에 두 차례의 석유 동을 계기로 에 지효율향상 기술

개발에 심을 가지게 되었고, 1990년  들어 환경문제가 사회 , 국제

인 이슈로 두되면서 신재생에 지에 한 심이 증 하게 되었다.

표 2-1.  주요국·기 의 신재생에 지 분류

일본 EU 미국 IEA 한국

태양 발 ◯ ◯ ◯ ◯ ◯

태양열발 - ◯ ◯ ◯
◯

태양열이용 ◯ ◯ ◯ ◯

패시 솔라 ◯ ◯ - - -

바이오매스발 ◯ ◯ ◯ ◯

◯바이오매스열이용 ◯ ◯ ◯ ◯

바이오매스연료 ◯ ◯ ◯ ◯

풍력발 ◯ ◯ ◯ ◯ ◯

수력발 - ◯ ◯ ◯

지열 - ◯ ◯ ◯

설빙 ◯ - - - -

온도차에 지 ◯ - - - -

해양온도차발 - ◯ ◯ -

◯
력발 - ◯ ◯ ◯

조류발 - ◯ ◯ ◯

조력발 - ◯ - -

폐기물발 ◯ ◯ ◯ ◯

◯폐기물열이용 ◯ ◯ ◯ ◯

폐기물연료제조 ◯ ◯ ◯ ◯

자료: 東京都 環境局 자료(2006) 보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 지는 ｢신에 지  재생에 지 개발·이용·보  

진법｣(약칭 신재생에 지법)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신

재생에 지법｣ 제2조에서는 신재생에 지를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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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가능한 

에 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 지’로 정의하고 11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

다. 신에 지는 연료 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 지 등 3개로 분류하

고, 재생에 지는 태양열, 태양 ,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등 8개로 분류하고 있다. 

1.2. 청정에너지의 특징

  우리나라 에 지 리공단이 제시한 청정에 지의 특징을 개 으로 보

면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①재생이 가능하고 고갈될 염려가 없

는 비고갈성 에 지 ②이산화탄소 발생이 없는 환경친화형 청정에 지 ③

연구개발에 의해 에 지 확보가 가능한 기술주도형 에 지 ④정부지원과 

장기 인 선행투자가 필요한 공공미래에 지 등이다.

  에 지원별 특징을 보면, 신에 지인 연료 지, 석탄 가스화, 수소에 지

는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재 수 에서는 설치비 등이 고가이다. 재생에

지에서 태양열은 넓은 설치면 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이 낮고 기

설치비가 많으며 계 에 따라 효능차이가 발생한다.

  바이오에 지는 풍부한 부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도 감소

시킬 수 있으나, 생성, 수집·수송이 불편하고, 생물학  공정이 복잡하다.  

폐기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신재생에 지 의 하나 

이다. 렴한 원료비, 쓰 기 감, 폐기물을 환경에 오염되지 않도록 사용

하고 있으나, 가공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일부분

에 해서는 신재생에 지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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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청정에 지의 특징

환경친화형 청정에너지

공공미래에너지

비고갈성에너지

기술에너지

 ▪연구개발에 의해 
에너지 자원 확보 가능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CO2 발생이 거의 없음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 구성

▪시장 창출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개발보급 정책 필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에너지시스템 구축

자료: 에 지 리공단 신재생에 지센터

  지열은 공해가 없으며 발 원가가 렴하나, 지역  제약이 따르고 설비 

투자비가 많은 단 이 있다. 새롭게 신재생에 지로 한될 수 있는 에

지는 온도차 에 지이다. 온도차 에 지는 해수, 하천수 등을 이용하는 것

으로 자원량이 풍부하고, 비용도 게 들어 효과 이다. 

  여러 신재생에 지원  농업부문에서 이용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지열, 

바이오에 지  목재펠릿,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등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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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신재생에 지원별 특징 

장 단

신
에

지

연료
지

공해, 고효율, 휴 가능, 
타산업으로의 높은 연 성

고가의 발 비용, 추가 기술개발 
필요

석탄
가스화

은 불순물, 연소조정 편리, 
석유와의 유사성

공해발생, 장  해상수송 제한, 
거액 투자비 소요

수소
에 지

공해, 무한정, 연료 지 등 
다양한 활용 

장·수송 곤란, 안정성 문제, 수소 
분리비용 과다

재
생
에

지

태양열
태양

무공해, 무한정, 낮은 유지비, 
높은 활용도, 규모의 유연성

낮은 에 지 도 넓은 설치면 , 
낮은 경제성, 기 설치비, 계  

향

바이오
풍부한 부존자원, 환경오염 
감소, 다양한 형태의 에 지 

생성

수집·수송 불편, 생물학  공정 
복잡, 높은 설비 투자비

풍력
무공해, 무한정, 상  
렴한 유지비  설치비 

불규칙한 바람, 발 시설 수시교체,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

수력 발 원가 렴, 무공해 지역  편재, 수몰지역 보상비 문제

해양 무공해, 무한정 공
규모 시설투자, 력 소비지와 

원거리

폐기물
렴한 원료비, 쓰 기 감, 
폐기물 환경오염 방지

복잡한 처리기술, 가공과정에서 
환경오염 유발 가능

지열 무공해, 발 원가 렴 지역  제약, 설비투자

자료: 황문성 외(2008).

2. 청정에 지 이용동향

2.1.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이용현황

  세계 주요국의 에 지 사용량  신재생에 지 이용률을 보면 덴마크가 

18.5%, 캐나다가 16.4%로 상 으로 높고, 미국 5.3%, 일본 3.2%이다. 이

에 비해 우리나라는 2.4%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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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세계 주요국의 1차에 지 소비량
단 : 천 toe 

2000 2005 2008
신재생에 지

사용량 비 (%)

미국 2,283,283 2,323,399 2,297,028 122,109 5.3

독일 337,291 338,695 334,839 28,239 8.4

일본 517,687 518,898 491,115 15,938 3.2

덴마크 18,583 18,803 19,176 3,546 18.5

랑스 253,218 271,409 266,918 19,992 7.5

국 223,993 222,747 207,425 5,764 2.8

한국 188,852 210,379 240,752 5,858 2.4

자료: 에 지 리공단, 신·재생에 지 보 통계, 2008.

  주요국가의 신재생에 지원별 소비 비 을 보면, 바이오에 지는 주로 

미국·독일·덴마크· 랑스와 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수력은 일본· 랑스, 

폐기물은 한국이 78%로 가장 높다. 지열은 일본이 16%, 미국이 8.5%인데 

비해 우리는 0.3% 미만으로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표 2-4. 주요 국가의 신재생에 지원별 소비 비 (2008년)

단 : % 

　 미국 독일 일본 덴마크 랑스 국 한국

태양열 1.3 1.3 3.2 0.3 0.2 0.8 1.0

태양 0.0 1.2 0.0 0.0 0.0 0.0 0.5

바이오 61.0 61.5 29.1 55.8 57.4 62.3 7.3

풍력 3.7 12.3 1.6 16.8 2.5 10.6 1.6

수력 17.7 6.4 40.1 0.1 27.5 7.5 11.3

폐기물 7.8 16.5 10.0 26.6 11.6 18.8 78.0

지열 8.5 0.9 16.0 0.3 0.6 0.0 0.3

해양 0.0 0.0 　0.0 0.0 0.2 0.0 0.0

자료: 에 지 리공단, 신·재생에 지 보 통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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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 신재생에너지 이용현황

  2008년 기  국내 신재생에 지이용량은 5,858천toe로 국내 1차에 지  

총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 은 2.43%이다. 2000년 이후 총에 지소비량의 

증가율보다 신재생에 지의 보 률이 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표 2-5.  국내 1차에 지소비량  신재생에 지 비  

단 : 천toe, %

2000 2005 2006 2007 2008 증가율

총에 지 192,887 228,622 233,372 236,454 240,752 2.8

신·재생에 지 2,127 4,892 5,225 5,609 5,858 13.5

비 1.10 2.13 2.24 2.37 2.43 -

자료: 에 지 리공단, 신·재생에 지 보 통계, 2008.

 

  2008년 기  신재생에 지원별 보 실태를 보면, 폐기물이 78%로 가장 

많고 다음이 수력 11.3%, 바이오 7.3%의 순이다. 이들 3개 에 지원을 제

외하면 다른 에 지원들의 보 률은 매우 미미한 수 이다.

  폐기물의 구성은 폐가스, 산업폐기물, 폐목재, 생활폐기물, 형도시쓰

기 등이다. 바이오 열원은 바이오가스, 매립지가스, 바이오디젤, 우드칩, 성

형탄, 임산연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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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2005 2006 2007 2008 2008 비

태양열 41,689 34,729 33,018 29,375 28,036 0.5

태양 1,321 3,600 7,756 15,325 61,128 1.0

바이오 82,004 181,275 274,482 370,159 426,760 7.3

풍력 4,171 32,472 59,728 80,763 93,747 1.6

수력 20,456 918,504 867,058 780,899 660,148 11.3

연료 지 0  526 1,670 1,832 4,367 0.1

폐기물 1,977,662 3,705,547 3,975,272 4,319,309 4,568,568 78.0

지열 0  2,558 6,208 11,144 15,726 0.3

합계 2,127,303 4,879,211 5,225,192 5,608,806 5,858,480 100.0 

자료: 에 지 리공단, 신·재생에 지 보 통계, 2008.

표 2-6.  국내 신재생에 지원별 보 실태 
단 : toe, %

  신재생에 지의 산업별 이용 황을 보면, 태양열은 가정용으로 54.5% 

사용하고, 태양 은 발 산업용으로 94.0%사용되고 있다. 지열은 공공시

설에 37.5%, 사회복지시설 21.3%, 교육시설에 13.4%가 사용되고 있다. 

표 2-7.  신재생에 지의 산업별 이용 황 
단 : %

가정용
공공
시설

교육
시설

사회
복지

상업
시설

산업
시설

발
산업용

기타

태양열 54.5  7.1  5.2 11.1 5.0 0.0  0.0 17.1

태양  3.9  1.1  0.3  0.0 0.0 0.1 94.0  0.6

지열  1.3 37.5 13.4 21.3 4.4 0.0  0.0 22.0

자료: 에 지 리공단, 신·재생에 지 보 통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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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정에 지의 공  잠재량과 망

3.1.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잠재량

  신재생에 지원별 부존잠재량은 국내에 부존하는 에 지의 총량을 말하

며, 가용잠재량은 에 지설비 입지의 지리  여건을 고려한 에 지량이다. 

기술잠재량은 재 기술수 으로 산출될 수 있는 에 지량(효율 고려)이

며, 공 잠재량은  에 지환경  기타 여건을 고려한 에 지 총량을 의

미한다. 

  신재생에 지원별 공  잠재량을 보면, 지열이 체잠재량의 30.8%인  

27,896천toe로 가장 많고, 다음이 태양열, 수력, 태양 의 순이다. 공  잠

재량이 많은 에 지원들의 경우 재 이용률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이들 

에 지원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  보 정책이 지속 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부존잠재량 가용잠재량 기술잠재량 공 잠재량 비율(%)

태양열
11,159,495 3,483,910

104,517 20,903 23.08

태양 46,825 9,365 10.34

바이오 141,855 11,656 6,171 6,171 6.81

풍  력
육상 246,750 12,003 9,416 810 0.89

해상 220,206 38,150 20,007 1,727 1.91

수력( 수력포함) 126,273 65,210 20,867 20,867 23.04

지  열 2,352,800,000 131,050,960 191,334 27,896 30.80

해  양 2,839 3.14

합  계 2,364,694,579 134,661,889 399,137 90,578 100.01

자료: 지식경제부, 제3차 신·재생에 지기본계획, 2008.

표 2-8.  신재생에 지 보  잠재량

단 : 천t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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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전망

  정부의 제3차 신재생에 지 기본계획에 의하면, 향후 2030년까지 신재

생에 지 보 량이 33,027천toe에 이르러 총에 지수요  11.0%를 차지

할 것으로 망된다. 2008년∼2030년간 신재생에 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7.8%로 같은 기간 연평균 0.9% 증가에 그친 총에 지수요에 비해 훨씬 높

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망된다.

  신재생에 지원별 증가율을 보면, 해양에 지의 증가율이 가장 높고 다

음으로 지열, 태양열, 풍력 등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바이오에

지의 경우 증가율은 높은 편에 속하지 않지만 에 지량은 10,357천toe에 

이를 것으로 망된다. 반면 재 신재생에 지 수요에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 폐기물과 수력의 경우 각각 4.0%, 1.9%의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상된다.

  신재생에 지원별 비 을 보면 2030년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에 지

원은 역시 폐기물로 망되며 다음으로 바이오에 지, 풍력 순으로 상된

다. 폐기물의 경우 2030년까지도 가장 요한 신재생에 지원이 될 것으로 

망되지만 그 비 은 2008년 73.7%에서 2030년 33.4%로 크게 감소할 것

으로 상된다. 반면 바이오에 지의 경우는 2008년 8.1%에서 2030년 

31.4%로 비 이 증가하여 신재생에 지 보  확 를 선도할 것으로 망

된다.

  반 으로 재의 폐기물 심 신재생에 지 공 구조에서 바이오에

지, 풍력, 태양에 지 등 자연재생에 지원 심의 공 구조로 환될 것

으로 망된다. 폐기물 심의 신재생에 지 공 구조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재 폐기물의 부분을 부생가스 등의 비재생에 지가 차지하

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자연재생에 지 공 증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단된다.

  제3차 기본계획에 의하면, 신재생에 지 보 ·확산을 해서 태양 , 태

양열, 지열 등 부존자원을 최 로 활용하여 2020년까지 그린홈 100만 호 사

업을 추진하며, 공공건물의 신·개축  증축 시 에 지 사용량의 5%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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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 지를 의무 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민간건물  신재생에

지를 이용할 경우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인센티 를 부여토록 하고 있다.

 보 목표 달성을 해서 2012년부터 신재생에 지 의무할당제(Rene- 

wable Portfolio Standards)를 도입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발 사업자로 하

여  발 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 지로 공 하도록 의무화할 

정이다. 한 신재생에 지 인증서 거래시장을 개설하여 수요공 에 따라 

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다.

표 2-9.  신재생에 지원별 공  목표

2008 2010 2015 2020 2030
연평균 
증가율

태양열
 33 
(0.5)

 40 
(0.5)

 63 
(0.5)

342 
(2.0)

1,882 
(5.7)

20.2

태양
 59 
(0.9)

138 
(1.8)

313 
(2.7)

552 
(3.2)

1,364 
(4.1)

15.3

풍  력
106 
(1.7)

220 
(2.9)

1,084 
(9.2)

2,035 
(11.6)

4,155 
(12.6)

18.1

바이오
518 
(8.1)

987 
(13.0)

2,210 
(18.8)

4,211 
(24.0)

10,357 
(31.4)

14.6

수  력
946 
(14.9)

972 
(12.8)

1,071 
(9.1)

1,165 
(6.6)

1,447 
(4.4)

1.9

지  열
 9 
(0.1)

 43 
(0.6)

280 
(2.4)

544 
(3.1)

1,261 
(3.8)

25.5

해  양
 0 
(0.0)

 70 
(0.9)

393 
(3.3)

907 
(5.2)

1,540 
(4.7)

49.6

폐기물
4,688 
(73.7)

5,097 
(67.4)

6,316 
(53.8)

7,764 
(44.3)

11,021 
(33.4)

4.0

합  계 6,360 7,566 11,731 17,520 33,027 7.8

1차에 지
(백만toe)

247 253 270 287 300 0.9

비  2.58 2.98 4.33 6.08 11.0

단 : 천toe, %

  주: (  )는 연도별 신재생에 지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 임. 

자료: 지식경제부, 제3차 신재생에 지 기본계획,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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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부문에서 이용가능 청정에 지원과 보 정책 

  농업부문에서 활용되는 에 지는 주로 열에 지이다. 따라서 열에 지를 

생산할 수 있는 청정에 지는 태양열, 바이오매스, 지열 등이고 최근 온도

차에 지가 신재생에 지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재 농업부문에서 이

용되고 있고, 실 으로 이용 가능성이 큰 에 지원으로는 지열과 바이오

매스에 지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농업부문에 활용도가 높은 지열  바

이오에 지의 기술개발 동향과 기술 인 가능성, 보  정책 등을 검토한다.

1.1. 농업부문에서 이용 가능성이 큰 청정에너지원

1.1.1. 지열에 지

  지열이용은 심층부의 지열수로부터 토양(ground), 지하수(ground water), 

지표수(surface water)에 이르기까지 지구가 포함하고 있는 열을 이용하는 

것이다. 지열이용기술 시스템을 보면 100℃ 이상의 지열은 주로 지열발

용으로 이용하고 30～100℃ 정도의 지열은 주로 온천 등에 이용하고 있다. 

30℃ 이하의 지열은 직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열펌 의 열원

으로 이용하여 건물의 냉난방  농업, 양식 등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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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 온 지열에 지의 직  이용 시스템

열원(지열에너지)

에너지변환기기

사용처

사용처
열 공급

열 공급
 - 토양

 - 지하수

 - 하천수

 - 심층수 등

 - 열펌프
 - 냉동기
 - 열교환기 등

 - 지역난방
 - 건물 직접난방
 - 온천 등

 - 건물 냉난방
 - 온수공급
 - 각종 건조산업
 - 시설영농
 - 수산/양식업 등

  재 농업부문에서 가장 보편화된 지열이용 형태는 히트펌 를 활용한 

것이다. 지열히트펌 는 땅속의 열(5~20℃)을 히트펌 의 열원으로 이용하

는 것으로, 신재생에 지  가장 안정 이고 효율 인 냉난방 시스템이

다. 종류로는 수직 폐형, 수직개방형, 수평 폐형, 하천수 이용형이 있다.

  종류별 특징은 수직 폐형의 경우 일반건물의 냉난방시스템으로 가장 

많이 보 되고 있으며, 소용량의 냉난방 시스템에 합하다. 수직 폐형

은 지열히트펌   가장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설치공사기간도 가장 많

이 필요하나, 국내의 경우 거의 모든 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다. 단 간척지의 

경우에는 지반이 약해 일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비용 증가로 경제

성이 떨어지는 단 이 있다. 

  수직개방형은 땅속의 지하수를 퍼올려 히트펌 의 열원으로 이용한 후 

땅속으로 환원시켜 지하수를 재활용하는 방식이어서 형 용량의 냉난

방 시스템에 합하다. 수직 폐형 보다 설치비용이 게 들고 공사기간도 

짧지만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에 설치해야 효과 이다.

  수평 폐형 지열히트펌 는 땅속 3m 이내의 깊이에 PE 이 를 수평으

로 설치하여 이용하는 방식이다. 수직 폐평에 비하여 넓은 설치면 이 필

요하다. 이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농 지역에 설치가 용이하나 기존 

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부지확보가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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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지열히트펌 의 종류 

자료: 농 진흥청 내부자료 

  지열이용시스템과 유사한 것으로 최근 각 을 받고 있는 온도차에 지

(Temperature Difference Energy)가 있다. 온도차에 지는 기온과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 하천수, 해수, 하수처리수 등의 열을 열펌 (Heat Pump)로 

회수하여 시설원 의 냉난방 등에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온도차에 지는 열수요가 많은 시설원  지역에서 풍부하게 얻을 수 있

는 비고갈성 에 지자원이다. 열을 얻을 때에 연료를 연소하지 않아 생태

학 으로 환경에 크게 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청정자원인 동

시에, 공공성 에 지자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천수, 해수, 하수처리수 등의 수온은 지역에 따라 다르나 일반 으로 

여름철에는 기온보다 약 5℃ 정도 낮고, 겨울철에는 기온보다 약 10℃ 정

도 높다. 기온도에 비해 연간·일간을 통한 온도변화가 다는  등도 

열펌 의 열원으로서 매력 인 특징이다. 그러나 하천수의 경우 유량의 계

변화가 크고 강우 등 기후의 향에 의한 온도변화가 크다는 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한 취수에 한 수리권의 문제가 있으며, 이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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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시에는 부유물 유입방지  생물부착방지 책 등이 필요하다.

그림 3-3.  온도차에 지의 이용개념

 

 

해 수 , 호 수

축 열 조

하 수 처 리 장
온 도 차 에 너 지

냉 난 방 , 급 탕 이 용

하 천 수

열 펌 프

열 원 수

열 교 환 기

온 수 , 냉 수

열 공 급 플 랜 트
(온 도 차 에 너 지  활 용 기 기 )

  지열은 국내 공 잠재량이 많고 에 지공  안정성이 높아 설치 이후 만

족도도 높은 신재생에 지원이다. 지열은 크게 지열냉난방(천부지열)과 지

열발 (심부지열)으로 구분한다. 지열냉난방은 공공기  설치의무화  

Green Home 100만호 보 사업을 통해 보 이 크게 확 될 것으로 망된

다. 지열냉난방 공 용량은 2008년 33,858rt에서 2030년 2,892천rt로 연평

균 22%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망된다.

  지열발 은 2009년 보 을 시작하여 2030년까지 400mw 보 을 목표로 

하며 1차에 지량은 701천toe로 망될 정이다. 그러나 아직 지열발 이 

국내에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 시기는 다소 늦어질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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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지열보 망(목표안)

2008 2010 2015 2020 2030

지열냉
난방

용량(rt) 33,858 103,834 543,565 1,062,330 2,891,515

에 지량(toe) 8,520 25,100 93,682 193,344 560,629

지열
발

용량(rt) - 20 106 200 400

에 지량(toe) - 35,040 186,150 350,400 700,800

자료: 지식경제부, 제3차 신재생에 지 기본계획, 2008.

1.1.2. 목질계 바이오매스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가공형태에 따라 임산폐기물, 장작, 목재칩, 목재펠

릿 등으로 구분되며, 선진국에서는 장작 → 목재칩 → 목재펠릿으로 이용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종류별 특징은 임산폐기물의 경우 가격이 낮으나 

발열량이 고, 재 발생이 많아 소규모의 지역난방이나 규모 열병합장

치에서 주로 활용할 수 있다. 장작은 별 가공 없이 사용가능하고, 통 인 

개별난방 는 찜질방에 이용 가능하다.

  목재칩은 제조공정이 단순하고, 생산비가 렴하나 장시설이 요구되

며, 규모 지역난방 는 규모 열병합에 이용된다. 목재칩의 크기는 

담배 크기에서 작은 성냥갑 정도(50～150mm)로 가공비  가공 시 에

지소비가 으나 용량의 설비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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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목재연료별 특징

임산폐기물 장작 목재칩 목재펠릿

원/Mcal 18 56 59 89

가격 45천 원/톤 150천 원/톤 160천 원/톤 400천 원/톤

발열량 2,500Kcal/㎏ 2,700Kcal/㎏ 2,700Kcal/㎏ 4,500Kcal/㎏

장
∙폐기물 재활용
∙생산비 매우 렴

∙별도가공 불필요
∙제조공정 단순
∙생산비 렴

∙이용이 편리
∙오염배출 최소

단
∙재 발생 과다
∙칩으로 가공필요

∙재 발생 과다
∙수요처 한정

∙ 장시설 요구
∙잦은 고장

∙제조공정 복잡
∙제조비용 상당

용도
∙ 소규모지역난방
∙ 규모 열병합

∙ 통 개별난방
∙찜질방 등

∙ 규모지역난방
∙ 규모열병합

∙가정용 난방
∙소규모시설난방
∙혼소발  

자료: 산림청, 목재펠릿의 에 지 활용 책 보고 자료, 2009.

  목재펠릿은 건조된 목재잔재를 고압으로 압축해 생산하며, 크기는 직경 

4～10mm, 길이 20～50mm 정도이다. 발열량이 kg당 4,500kacl로 높고, 이

용이 편리하며 오염배출이 으나, 제조공정이 복잡하고 제조비용이 높다. 

목재펠릿 사용은 농 주택용과 소규모 시설난방에 합하다. 목제펠릿은 

다른 목질계 연료보다 안정성, 균질성, 사용편리성, 친환경성, 운송·보 의 

용이성 등에서 우수하다. 별도의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친환경연

료로, 연료비가 경유의 57%, 보일러 등유의 85% 수 이다.

  목질바이오매스의 에 지이용형태는 열병합발 과 산업용 스 으로 구

분한다. 제3차 신재생에 지기술개발  이용보 기본계획에 의하면 2030

년까지 목질바이오매스 공 용량은 력 462mw, 열 3,717gcal/h로 망되

며 1차에 지 기  2,756천toe로 분석된다. 이는 단기 으로 공  가능한 

폐목재  숲가꾸기 부산물의 공 잠재량을 과하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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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가축분뇨 등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바이오가스는 기성 소화작용으로 메탄생성박테리아가 바이오매스를 

분해할 때에 발생하는 사산물의 하나로서,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혼합 형

태인 기체를 말한다. 바이오가스의 형태는 퇴비가스, 습지가스 등 자연

으로 생성되는 것과 제조된 가스가 있다. 재 국내에서 바이오가스를 생

산하기 하여 이용할 수 있는 유기성폐자원으로는 음식물쓰 기, 하수슬

러지, 가축분뇨 등이 있고, 이를 이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이 가능하며 이

를 력  열 생산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2012년 이후 폐기물해양배출 련 국제 약에 의해 가축분뇨의  해

양투기가 면 지될 것으로 상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해결이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사회 으로 큰 심사항이 되고 있다. 재 축산농가에서 발

생되는 축분의 처리가 90% 가까이 비료자원화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료

자원화와 같은 소극  처리기술의 도입보다는 신개념의 처리기술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최근 지자체를 심으로 기성소화공정을 이용한 가축분뇨  

자원화를 모색하고 있다. 아직 상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궁

극 으로는 친환경생태시스템을 도입하여 폐기물발생 장에서 고효율, 

비용처리를 통한 분산형 발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분산형 발

시스템 도입을 통해 폐기물 처리비용을 일 수 있고, 열  기를 생

산하여 농활동에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림 3-5.  축산바이오매스의 자원화 형태 

축산바이오매스
축산바이오매스

기존처리시
발생 원수 또는 소화액

바이오가스화 공정

보일러: 열

발전기: 전기

퇴 ․액비 → 농경지 살포

정화처리 →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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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업부문의 청정에너지 보급정책

1.2.1. 지열에 지

  농업부문에서 지열에 지 이용은 지식경제부가 2009년에 지열히트펌  

보 사업을 시범 으로 추진하면서 확 되었다. 2009년, 총사업비 1,111억 

원(국고 667억 원, 지방비 222억 원, 자부담 222억 원)을 들여 국 106개 

사업장에 지원하 다. 사업장별로는 개인농가 75호, 법인체가 31개소이며, 

형태별로는 수평형 13개소, 수직 폐형 57개소, 수직개방형 36개소이다. 

당 에는 제주도의 경우 지질이 무암으로 되어 있어 지열히트펌  설치

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단됨에 따라 지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제주

도는 지 공기열 히트펌  설치가 가능하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도

출되어 이를 신규로 설치·지원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지열 냉·난방 보 사업이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로 이 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동안 약 

1조 원의 산을 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2010년 지원량은 시설원 농

가 162호이며, 설치면 은 106.7ha이다. 2010년 사업비는 1,041억 원이고, 

2011년 산은 1,400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지원 상도 시설원 농가 이

외에 축산, 양식시설까지 확 보 할 계획이다.

1.2.2. 목질계바이오매스

  목질계바이오매스 이용은 목재펠릿이 심을 이룬다. 사용용도도 시설

난방이나 농업용보다는 주택난방에 주된 목 이 있다. 목재펠릿 보 사업

은 농가주택의 16%를 재 보일러에서 목재펠릿 보일러로 체공 할 계

획이다. 농가주택 상으로 펠릿보일러를 2012년까지 3만9천 , 2020년에

는 14만3천 를 보 할 계획이다. 특히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

 뉴타운지역에 우선 보 하기로 하 는데, 농어  뉴타운설치는 2025년

까지 6천 호, 원마을은 2017년까지 8천 호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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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릿보일러 공 을 해 정책 으로 숲 가꾸기 산물수집사업, 펠릿공장 

지원, 펠릿보일러 지원,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지원, 바이오순환림 조성 

사업, 해외조립사업, 해외펠릿 공장설립지원,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 에 

있다.

1.2.3. 가축분뇨 등의 바이오에 지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원화사업은 여러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다5. 그 가

운데 가축분뇨를 메탄발효하여 에 지를 생산하는 사업은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 지 보 지원사업’이 표 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06～

2007년부터 경기도 이천, 충남 청양 등에서 지식경제부의 시범사업으로 추

진되고 있는데,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가스나 력을 생산하는 것이다. 시

범사업의 경우 가축분뇨 1일 처리능력 20톤 기  총사업비가 10～14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정부 보조가 8～10억 원 나머지 자부담의 형태로 추진되

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 이외에 일부 업체들이 농가형 바이오가스생산시설을 설

치하고, 학과 기업 등에서 연구용 바이오가스 시설의 설치·운 을 추진

하는 사례도 있다.

5. 각 부처의 표 인 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자연순환농업활성화사업’, 환경부는 ‘폐기물에 지자원화사업’,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 지보 ·융자사업’, ‘발 차액지원사업’, 농 진흥청은 ‘자연순환 농

업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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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가축분뇨처리를 한 바이오가스 랜트설치 사례

랜트 설치 지역 처리 상 생산에 지 가동상태

주시
가축분뇨  

음식물쓰 기(66톤/일)
기(5mwh) 가동

고양시화훼단지
음식물쓰 기(250톤/일)
가축분뇨(10톤/일)

기
난방연료

건설

안성시 한경
가축분뇨  

음식물쓰 기(5톤/일)
기(450kwh/일)

난방연료(500mcal)
가동

이천 모 농조합 가축분뇨(20톤/일) 기(480kwh/일) 가동

포천시
가축분뇨,음식물탈리액

(300톤/일)
기, 가스 건설

원주시 가 동
음식물탈리액,가축분뇨,하
수슬러지, 도축장부산물

가스
차량연료

건설

청양 여양농장 가축분뇨(20톤/일) 기(960kwh/일) 가동

아산하수종말처리장
가축분뇨와 

음식물쓰 기(100톤/일)
기(2,867kwh/일)
열(5,734mcal)

가동

창녕
가축분뇨와 

음식물쓰 기(100톤/일)
기(9,600kwh/일) 가동

순천 가축분뇨(20톤/일) 기(1,000kwh/일) 가동

무안, 화순, 함평, 가축분뇨(700톤/일) 기(33mwh) 건설

제주 가축분뇨(50톤/일) 기(1,869kwh/일) 건설

자료: 서세욱, “ 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바이오매스 활용”, 시선집  GS&J 제78호에서 

발췌 정리함.

 

1.2.4. 기타 청정에 지 보 정책

  기타 청정에 지 보 정책과 련한 주요정책으로 그린홈과 신재생에

지 의무사용 정책을 들 수 있다. 제3차 기본계획에 의하면, 신재생에 지 

보 ·확산을 해 태양 , 태양열, 지열 등 부존자원을 최 로 활용하여 

2020년까지 그린홈 100만 호 사업을 추진한다. 한, 공공건물의 신·개축 

 증축 시 에 지사용량의 5% 이상을 의무 으로 신재생에 지로 사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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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고, 민간건물  신재생에 지를 이용할 경우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인센티 를 부여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보 목표를 달성하기 해 2012년부터 신재생에 지 의무할당제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를 도입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발 사업자

로 하여  발 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 지로 공 하도록 의무화

하고, 신재생에 지 인증서 거래시장을 개설하여 수요공 에 따라 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다.

2. 청정에 지의 농업부문 이용에 따른 경제성6

2.1. 지열 

2.1.1. 지열히트펌  이용의 경제성

  1ha의 온실에서 수평 폐형 지열히트펌  난방과 경유보일러 난방과의 

비교를 통해 경제성을 검토하 다. 수평 폐형 지열히트펌 를 1ha 온실에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10억 5천만 원이다. 재 정부는 시설 설치에 따

른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기 해 앙정부 60%, 지자체 20% 등 설치비의 

총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농가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농가의 자부담율 20%기  시 농가가 부담하는 기설치비는 2억 1천만 

원이며, 감가상각비 등 시설설치에 따른 고정비는 2,614만 원이다. 지열히

트펌 를 1년간 가동했을 때 경유비와 기료 등 변동비는 1,932만 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1ha 온실의 연간 운 비는 4,546만 원이 소요된다. 

6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의 경제성 분석은 박 태 외(2007)의 “농업부문 

바이오매스의 이용활성화를 한 정책방향과 략(2/2차연도)” pp.136-14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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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지열히트펌 와 경유난방기 경제성 비교(1ha 기 )

단 : 만 원, %

지열 히트펌 경유난방

자부담
100%

자부담
20%

70$
805원

100$
1,083원

120$
1,268원

설치비 105,000 21,000 4,000

고정비(감가상각, 수선, 이자) 13,070 2,614 600

변
동
비

경유소비량(ℓ) 19,899 19,899 198,990 198,990 198,990

경유비 1,602 1,602 16,019 21,551 25,232

력소비량(kwh) 82,592 82,592 8,259 8,259 8,259

기료 330 330 33 33 33 

계(경유비+ 기료) 1,932 1,932 16,052 21,584 25,265

운 비 계(고정비+변동비) 15,003 4,546 16,652 22,184 25,865

자부담 20% 기  지수(배) 3.3 1 3.7 4.7 5.7

  주: 감가상각비에서 시설자재비는 내구년수 10년 기계는 20년으로 하고, 수선비는 기계

비의 5%, 고정자본이자는 설치비의 5%를 용하 음. 력요 은 40원(부가세 포

함), 경유면세가격은 820원/리터임. 

  한편, 일반 경유보일러의 경우 설치비는 4천만 원이며 이때 고정비는 

600만 원에 이른다. 변동비는 유가가 배럴당 70달러일 때 경유비 1억 

6,019만 원, 기료 33만 원으로 총 운 비는 1억 6,652만 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일 때 지열히트펌 와 경유난방비의 운

비를 비교해 보면, 경유난방 시 비용이 지열히트펌 를 이용하는 것보다 

3.7배 높다. 지열히트펌 를 이용하면 경 비 감액이 1년 동안 1억 2천

만 원(16,652-4,546=12,106만 원)에 이르러 1.74년(21,000/12,106=1.735)이

면 투자자본의 회수가 가능하다.

  지열히트펌 시설을 도입할 경우 난방비 감 외에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임으로써 환경보 의 효과를 릴 수 있으며, 재배기간의 연장 등으로 작

물의 생산량도 더 늘릴 수 있다. 여기서 이산화탄소 감에 의한 간 효과

를 보면, 경유보일러는 1ha 난방에 경유 198,990리터를 사용하는데 지열히

트펌 는 19,899리터가 소요되어 경유난방의 10% 수 으로 감소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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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경유보일러 사용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은 516TCO2인데, 지열히트

펌 의 경우는 51.6TCO2로 이산화탄소가 464.4TCO2 감된다. 감된 이

산화탄소를 국제거래가격(21달러)을 용하여 환산하면 간 효과는 12,288

천 원이다. 

  작물 증수에 의한 소득효과를 보면, 1ha온실에서 리카를 재배할 경

우 경유보일러에서의 소득은 98,875천 원이었으나 지열히트펌 를 이용했

을 때는 증수로 인해 2억 26,143천 원을 달성하 다. 따라서 지열히트펌  

사용이 경유보일러 이용 때보다 1억 27,268천 원의 소득증  효과를 볼 수 

있다.

표 3-4.  지열히트펌  보 효과

단 경유(A) 지열(B) 증감(A-B)

CO2
감 
효과 

경유소비량 (ℓ) 198,990 19,899 179,091

TCO2 배출량 TCO2 516.0 51.6 464.4

TCO2 가액 천 원 13,653 1,365 12,288

증수에 따른 소득증 효과 천 원 98,875 226,143 127,268

주: TCO2 =TC × 44/12 [이산화탄소분자량/탄소원자량]이며, TC=해당연료의 toe × 탄소

배출계수(TC/toe)로 계산하며, TCO2의 국제거래가격은 21달러임. 환율 1,260원 기 .

2.1.2. 지열히트펌 와 경유보일러 난방의 운 사례 

  강원지역과 경남지역에서 기존 경유난방기와 지열히트펌 를 이용했을 

때 리카 경 성과를 비교해 보았다. 경 성과의 지표로는 생산량, 품

질향상에 따른 가격, 경 비, 조수익, 소득 등을 고려하 다. 

  강원지역의 경우 경유보일러 난방시설을 갖춘 온실에서 3.3m2(1평)당 

리카 생산량은 25kg으로 1ha온실에서는 75톤이 생산된다. 지열히트펌

를 설치한 온실에서는 경유난방에 비해 2배가 많은 150톤이 생산된다. 이

는 수확시기의 연장에 의한 것이다. 즉 경유보일러 시설 농가는 3월 순

에 정식하여 6월 상순～11월 하순까지 수확하지만, 지열히트펌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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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한 농가는 2월 순에 정식하고, 5월 상순～12월 하순까지 수확하므로 

수확기간이 2개월 연장됨에 따라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조수

입도 지열히트펌  설치 농가가 경유보일러 설치 농가보다 2배 이상 많다.

  1ha 온실에서의 총경 비는 경유보일러 온실이 1억 35,556천 원이고 지

열히트펌  온실이 2억 53,449천 원으로 지열히트펌  온실이 경유보일러 

온실보다 1.87배 많다. 이는 지열히트펌  온실의 재배기간이 경유보일러 

온실보다 길기 때문에 종묘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

문이다. 재배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특히 열비, 고용노력비 등이 높게 나

타나고 있다.

  결국 1ha 리카 온실에서의 소득은 경유보일러 온실이 1억 12,033천 

원, 지열히트펌  온실이 2억 44,251천 원으로 지열히트펌  온실이 경유

보일러 온실보다 약 2.2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동일한 재배작물과 시설을 기 으로 경남지역에서도 경 성과를 

비교해 보았다. 

  경남지역의 리카 수확량은 경유보일러 온실의 경우 3.3m2(1평)당 

40kg으로 강원지역보다 많고, 1ha 온실에서는 120톤이 생산된다. 지열히트

펌  온실에서의 생산량은 180톤으로 경유보일러 온실보다 1.5배 많다. 이 

한 수확시기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경유보일러 온실에서는 8월 순

에 정식하여 11월 순부터 이듬해 6월 순까지 수확 하지만, 지열히트펌

 온실에서는 7월 순에 정식하고 10월 순부터 이듬해 6월 순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수확기간이 1개월 연장된다.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조

수입도 증가하게 되는데, 경유보일러 온실의 1ha당 조수입은 3억 84,360천 

원, 지열히트펌  온실은 5억 76,540천 원으로 지열히트펌  온실이 1.5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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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리카농가의 지역별, 난방 방법별 경 성과 비교 

단 : 천 원/1ha, 배

강원지역 경남지역

경유(A) 지열(B) B/A 경유(C) 지열(D) D/C

조
수
입

수량(톤/1ha) 74.6 150 2.01 120 180 1.50 

단가(원/kg) 3,318 3,318 1.00 3,203 3,203 1.00 

 액 247,589 497,700 2.01 384,360 576,540 1.50 

경

비

종 묘 비 16,791 16,791 1.00 22,720 22,720 1.00 

양 액 비 9,175 11,928 1.30 13,634 17,724 1.30 

농 약 비 2,381 3,095 1.30 5,357 6,964 1.30 

 열 비 26,741 87,500 3.27 94,800 87,500 0.92 

제재료비 24,734 39,810 1.61 44,420 56,420 1.27 

감가상각비 39,874 49,099 1.23 67,529 76,754 1.14 

수 선 비 2,210 9,360 4.24 2,728 9,878 3.62 

고용노력비 12,616 25,232 2.00 28,540 57,080 2.00 

기    타 1,034 10,634 10.28 5,757 15,357 2.67 

계 135,556 253,449 1.87 285,485 350,397 1.23 

소   득 112,033 244,251 2.18 98,875 226,143 2.29 

자료: 농 진흥청, 2009.

  경 비는 경유보일러 온실이 2억 85,485천 원, 지열히트펌  온실이 3억 

50,397천 원으로 지열히트펌  온실이 1.23배 많다. 이 한 재배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여타 비용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다만 열비는 지

열히트펌  온실이 경유보일러 온실보다 게 소요되었다. 이는 경남지역

은 겨울작형이어서 겨울철에 지속 으로 난방을 하게 되는데, 경유보일러 

시설은 재배기간이 1개월 짧음에도 불구하고 유류값이 고가이기 때문이다. 

  결과 으로 경유보일러 온실의 ha당 소득은 98,875천 원이고 지열히트

펌  온실의 소득은 2억 26,143천 원으로 지열히트펌  온실 소득이 경유

보일러 온실보다 약 2.3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체 으로 보면 지열히트펌 를 설치한 경우가 경유보일러를 설치한 

것에 비해 소득측면이나 환경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남지

역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유보일러 신 지열히트펌 를 이용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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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수량 증가에 의한 ha당 소득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직 효과를 릴 수 

있다. 한 농가의 소득에는 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이산화탄소 감소에 

의한 간 효과도 있다. 1ha의 리카 온실에서 경유보일러를 사용할 때 

보다 지열히트펌 를 이용할 때 경유소비량 감소에 따른 이산화탄소 발생

량 감소로 약 12,290천 원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그림 3-6.  지열히트펌  보 에 의한 경 성과(경남지역 사례)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경유보일러 지열히트펌프

  CO2 절감효과
  (12,290천 원)

  소득
  (226,143천 원)

  소득
  (98,875천 원)

 천 원

2.2. 목질바이오

2.2.1. 목재펠릿 이용의 경제성 

  1ha의 온실에서 목재펠릿보일러 난방과 경유보일러 난방과의 비교를 통

해 경제성을 검토하 다. 목재펠릿보일러를 1ha 온실에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1억 5천만 원이다. 재 정부는 시설 설치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기 해 앙정부 30%, 지자체 30%, 융자 20%, 농가 자부담 20%

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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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가 융자를 포함하여 기 설치비의 40%를 부담할 경우 1ha온실 기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비는 6,000만 원이며, 감가상각비 등 시설 설치에 

따른 고정비는 1,200만 원이다.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에 따른 변동비는 펠

릿구입비, 유류비, 기료 등 연간 1억 6,041만 원이 소요되어 연간 총운

비는 1억 7,241만 원에 이른다.

  경유보일러의 경우 설치비는 4천만 원이며 이때 고정비는 600만 원이다. 

변동비는 유가가 배럴당 70달러일 때 1억 6,052만 원으로 연간 총운 비는 

1억 6,652만 원이 소요된다. 

표 3-6.  목재펠릿보일러와 경유난방기 경제성 비교(ha 기 )

단 : 만 원, %

목재펠릿 경유난방

자부담
100%

자부담
40%

70$
805원

100$
1,083원

120$
1,268원

설치비 15,000 6,000 4,000

고정비(감가상각, 수선, 이자) 3,000 1,200 600

변
동
비

펠릿(kg), 경유(ℓ) 400,191 400,191 198,990 198,990 198,990

펠릿비용, 경유비 16,008 16,008 16,019 21,551 25,232

력소비량(kwh) 8,259 8,259 8,259 8,259 8,259

기료 33 33 33 33 33 

계(펠릿, 경유, 기) 16,041 16,041 16,052 21,584 25,265

운 비 계(고정비+변동비) 19,041 17,241 16,652 22,184 25,865

자부담 40% 기  지수(배) 1.1 1 0.97 1.3 1.5

주: 감가상각비는 총설치비의 50%를 내구년수 10년, 수선비는 총설치비의 5%, 

고정자본이자는 총설치비의 5%를 용하 음. 력요 은 40원(부가세 포

함), 목재펠릿가격은 kg당 400원 용

  따라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일 때 목재펠릿보일러와 경유보일러의 운

비를 비교해 보면, 목재펠릿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가 경유보일러를 사

용할 때 보다 비용이 많아 비경제 이다. 그러나 유가가 100달러일 경우는 

경유보일러 운 비용이 목재펠릿보다 1.3배, 120달러일 경우는 1.5배 많아 

유가가 100달러 이상일 경우는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이 더 경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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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목재펠릿보일러와 경유보일러 난방의 운  사례 

  경기도 여주에서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농가의 사례를 통해 목재펠릿

보일러의 경제성을 검토하 다. 사례농가는 경유보일러와 목재펠릿보일러

를 모두 사용하는 농가로 유류가격 상승에 따라 2008년에 목재펠릿보일러

를 추가로 설치하 다. 사례 농가는 느타리버섯 살균에 스 을 사용하고 

있는데, 목재펠릿보일러를 이용하여 1일 3,200병을 살균하고 있다. 

  우선 경유보일러를 사용할 경우 비용을 보면, 보일러 설치비는 800만 원

이다. 고정비는 감각상각비, 수선비, 이자 등으로 구성되는데 감가상각비는 

내구년수를 10년으로 볼 경우 연간 80만 원이다. 여기에 수선비와 이자는 

통상 설치비의 5%를 계상하기 때문에 각각 40만 원이다. 따라서 연간 총

고정비는 160만 원이다. 변동비는 유가에 향을 받게 되는데, 유가가 배

럴 당 70달러일 때는 1,127만 원, 100달러일 때는 1,516만 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사례농가의 연간 총비용은 유가가 배럴당 70달러일 때 1,287만 원, 

유가가 100달러일 때는 1,676만 원이 소요된다.

  한편,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에 따른 비용을 보면, 우선 설치비가 3,150만 

원인데, 통상 보조를 60%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설치비는 1,260만 원이

다. 이때 고정비는 252만 원, 변동비는 1,200만 원으로 연간 총비용은 1,452

만 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경유보일러와 목재펠릿보일러의 연간 총비용을 비교해 보면, 국

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일 때는 경유보일러를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가 되면 목재펠릿보일러를 사용하는 것

이 경유보일러를 사용하는 것보다 224만 원의 비용을 감할 수 있어 더 

경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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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목재펠릿과 경유스 보일러의 사례비교

목재펠릿
스 보일러

경유스 보일러

보조
60%

보조
0%

유가$70
805원

유가$100
1,083원

유가$120
1,268원

설치비(만 원) 1,260 3,150 800

고정비(감가상각, 수선, 이자) 252 630 160

변동비
경유소비량(ℓ) - - 14,000 14,000 14,000

살균비용(만 원) 1,200 1,200 1,127 1,516 1,775

비용 합계(고정비+변동비) 1,452 1,830 1,287 1,676 1,935

목재펠릿(보조60%) 비 
경유난방(배)

1.0 - 0.87 1.15 1.33

주: 목재펠릿보일러와 경유보일러의 내구년수는 10년, 연간 가동일을 200일, 목재펠릿의 

발열량은 4,223kcal/kg를 용함.  

3. 농업부문 청정에 지 이용상의 문제

3.1. 지열에너지

3.1.1. 공  측면 

  국내 지열공 잠재량은 27,896천toe이며 2008년까지 사용량은 0.03% 미

만으로 사용이 미미하다. 그러나 공 잠재량이 많아 향후 기술개발이 이루

어진다면 사용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열은 크게 지열냉난방과 

지열발 의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데, 농업부문에서는 주로 히트펌 를 활

용하여 온실의 냉난방에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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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사용량(A) 공 잠재량(B) 사용량 비 (A/B) 

9 27,896 0.03

자료: 에 지경제연구원, 제3차 신·재생에 지 기술개발  이용보  기본계획, 2009. 

표 3-8.  지열에 지 공  잠재량

단 : 천toe, %

  지열히트펌 의 경우 재는 보  기단계로 설계·시공업체의 시공경

험  기술력이 완 히 정착되지 못한 상황으로 반 인 기술 수 이 낮

다. 그럼에도 지열 문기업의 등록이 아주 간단한 조건으로 되어 있어 등

록되는 업체 수는 기하 수 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온실시공에서 제어시스템은 오랜 운 결과를 토 로 개선되어 원활한 

운 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 하 다. 그러나 지열히트펌  설치사업은 

활동기간이 짧아 지열히트펌  설치업체의 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3.1.2. 수요 측면 

  1ha 온실에 지열히트펌  설치 시 정부가 설치비의 80%를 보조하더라

도 재의 설치비 조건에서는 농가가 2억 1천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때문

에 쉽게 투자하기 어렵다. 여기에 지열히트펌 의 내구연수를 2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에 한 실증실험이 없고 재 보  기단계라 농가에서는 

지열히트펌  시스템에 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 효과에 한 확신이 없는 

상태이다.

  수평형 지열히트펌 의 경우 1ha 온실면 에 지열히트펌 를 설치하기 

해서는 1ha 부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열히트펌  시설은 반 구 이기 

때문에 임차농은 실 으로 설치하기가 어렵다. 특히 이 를 매설할 부

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자가 용지가 아닐 경우 지열히트펌 의 도

입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편 재배온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열히트펌 를 동시에 설

치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설치된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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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열히트펌 를 설치하기 해서는 온실을 부분 으로 철거한 후 작업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작물생산에도 향

을 미치게 된다. 

비용
과다

모름
기술
불신

부지
소

임차지
경작
규모

이용
기술

기타

32.3 13.8 10.8 10.8 7.7 5.6 5.1 13.9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국 시설원 농가 101개 조사결과. 

표 3-9.  농가의 지열에 지 보 확  조요인

단 : %

  지열히트펌  시설은 규모·자동화 온실에서 효율이 높고, 리카·장

미 등 고온성 작물재배에 합한 시설이다. 즉 소규모 온실은 지열히트펌

 설치에 의한 효과가 고, 온성 작물에는 실익이 을 수 있는 등 온

실상태  재배작물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3.2. 목질바이오 

3.2.1. 공  측면 

  산림청은 목재펠릿 공  가능량을 2012년 75만 톤, 2020년 500만 톤으

로 측하고 있다. 그러나 공  가능량의 80%가 외국산이기 때문에 수입

이 원활하지 못하면 수 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국내 목재펠릿 생산은 

2012년 40만 톤, 2020년 100만 톤, 해외수입은 2012년 35만 톤, 2020년에 

400만 톤으로 자 률이 20%에 불과하다.

  재까지 목재펠릿은 시설원 용으로 보 되기 보다는 주택의 난방용으

로 보 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설원  난방에 이용되는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상된다. 시설원 용 목재펠릿 공 계획량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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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0만 톤, 2020년에는 125만 톤이다. 1ha온실의 난방에 필요한 목재펠릿

은 약 241톤으로 2020년 공 계획량 125만 톤으로는 5,180ha의 온실에 공

할 수 있는 양이다. 이는 재 시설면  53,360ha의 9.7%에 불과한 실정

으로 가격조건이 개선될 경우 목재펠릿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3.2.2. 수요 측면 

  목재펠릿에 한 시설농가의 의향 가운데 가장 비 이 높게 나타난 것은 

목재펠릿에 한 인식 부족이었다. 다음으로 펠릿을 이용하고자 할 때 바

로 구입이 어렵고 지속 으로 공 받을 수 있는지 의문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에는 펠릿 보 을 해서 넓은 창고

가 필요하나 공간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농가 수요가 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행 면세유나 농사용 기요 이 펠릿보다 렴하

고 사용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농가가 많아 펠릿 보 이 조한 것으로 

보인다.

목재펠릿을 
모름

구입이 어려움
기술 신뢰성 
부족

면세유· 기에 비해 
불리

기타

33.6 22.6 15.8 13.0 15.0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국 시설원 농가 101개 조사결과. 

표 3-10.  목재펠릿에 한 농가의 의향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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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정에 지의 농업부문 활용 망

  환경규제 강화, 화석에 지 소비의 증가 등으로 청정에 지에 한 심

과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각국은 청정에 지라는 

개념보다는 그 용어가 보다 명확한 신재생에 지를 심으로 에 지산업

을 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재 선진국들은 신재생에 지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하기 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들어 에

지 개발에 한 개념을 기존의 ‘ 체에 지’개념에서 ‘신에 지  재생

에 지’로 재정립하고 신재생에 지산업 육성을 한 정책을 추진 이

다7.

  재 농업부문에서 사용하는 에 지는 국가 체 에 지 사용량의 1.8%

수 이며, 에 지원 비 은 석유류가 79.4%로 가장 많고 다음이 력, 연

탄의 순이다. 신재생에 지는 0.1%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림어업 부문별 

에 지 사용 비 은 시설재배용이 45.5%로 가장 많고, 농기계용이 19.2%

이며, 어업용으로 10%가 사용되고 있다.

7 우리나라는 2004년 12월 31일 기존의 ｢ 체에 지 개발  이용·보  진법｣

을 ｢신에 지  재생에 지 개발·이용·보  진법｣으로 개정하여 체에 지

라는 용어를 신재생에 지로 체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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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신재생에 지원 에서 향후 농업부문에서 가장 활발히 이용될 

것으로 상되는 에 지원은 지열과 바이오에 지일 것으로 망된다. 지

열은 국내 공 잠재량이 가장 많고 에 지공  안 성이 높아, 설치 이후

에 만족도가 높은 에 지원이다. 바이오에 지의 원료가 되는 바이오매스

는 부분 농림업 부문에서 산출되고 바이오에 지는 탄소 립 이기 때

문에 바이오매스 활용이 농업정책, 에 지정책, 환경정책에서 큰 심사항

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  농림어업부문에서 신재생에 지의 치 

국가전체
에너지사용

농림어업연료
(3,152천Toe)

농림업 용도
(3,152천Toe)

신재생 에너지
(0.1% → 40%)

비농업분야
(98.2%)

농림어업분야
(1.8%)

석유류
(79.4%)

전력(15.4%)

연탄(5.0%)

기타(0.1%)

신재생(0.1%)

시설재배(45.4%)

농기계(19.2%)
건조용( 6.4%)
기  타(10.0%)

어업용(10.0%)

가정용(8.9%)

  지  열

  바이오
    - 목재펠릿
    - 축산바이오

  폐기물
  태양열
  태양광
  수력

  농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바이오에 지 가운데 특히 심을 끄는 것은 가

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에 지이다. 1990년  이후 격히 늘어난 가축사

육두수 때문에 가축분뇨의 처리가 축산농가에게는 최 의 안문제가 되

어 있으며, 사회 으로도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가축분뇨 처

리는 비료로서의 자원화에 이 있었으나 최근 한 가지 안으로 가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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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 두되고 있다.

  재 바이오가스 생산 자체만으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나 가축

분뇨를 자원화해서 에 지를 얻을 수 있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이는 등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가축분뇨를 메탄발효하면 바이오가

스가 추출되고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기와 열을 활용할 수가 있다. 그

런데 가축분뇨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발효 후 배출되는 소화

액에 질소, 인, 가리 등의 비료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액을 

하게 토양에 환원시키는 것이 요하다. 따라서 축산농가의 개별 인 근

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지역 내 경종농가와의 연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림 4-2.  가축분뇨의 자원화 시스템 모형도          

열병합발전

전처리(건조)

비료자원화

스팀

전기

스팀

중압증기
건조시스템

고형연료 제조장치
발열량(약 4,000kal/kg)

가연성가스
(CO+H2+CH4)발열량(약 1,300kcal/Nm3)

저열량가스 보일러

처리직 후 생성물

고체·액체분리
액체

고체 경종농가

액체비료

고체비료

가스엔진

스타링엔진

함수율: 30% 가스화장치

축산분뇨
(함수율: 80~90%)

 자가수요
 전력판매

 중압중기
 처리장치
 난방

  신재생에 지의 기술개발 로드맵에 의하면, 바이오가스 생산기술은 2013

년이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바이오오일 등은 2018년 이후에나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열은 주거용  지열히트펌 의 경우 2011년 정도

면 어느 정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망되고, 비용에 의한 

천공  시공기술은 2015년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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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신재생에 지의 경제성 확보 기술개발 망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바
이
오

바이오가스 생산기술

온 기성 소화기술 

BTL 

바이오 오일 

↔

↔

↔

↔

지  
열

주거용, 지열히트펌  

비용 천공  시공기술

친환경 열펌  시스템

지열발  랜트

심부굴착기술

↔

↔

↔

↔

↔

자료: 지식경제부, 제3차 신재생에 지 기술개발  이용·보  기본계획.

2. 청정에 지의 농업부문 이용확 를 한 과제

2.1.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 및 이용확대 기반 구축 

 농가들이 농업용 면세유와 기사용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

지에 한 인식은 낮은 편이다. 규모화, 문화된 농가보다는 소규모 농가

일수록 에 지 약에 한 인식이 부족하고 신재생에 지에 한 심이 

은 편이다. 고온성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에도 유가 상승 시에는 

에 지 감에 한 심을 일시 으로 보이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재 신재생에 지가 농업부문에 사용되고 있

는 것은 농업부문 에 지 사용량의 0.01% 미만으로 아직 신재생에 지에 

한 에 지 감효과  특성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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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시설농가의 신재생에 지 난방에 한 인식 정도

단 : %

지열히트펌 목재펠릿 바이오에 지
태양열, 
태양

알고 있다 61.4 45.5 40.6 87.1

모른다 38.6 54.5 59.4 12.9

계 100 100 100 100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국 시설원 농가 101개 조사결과.

      

  신재생에 지 사용에 한 농어업인의 인식 제고를 해 신재생에 지 

사용 시 릴 수 있는 효과 등에 해 농업인 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 지에 해 홍보와 시범사업을 통해 농가로부터 수요가 발생하

도록 하고, 신재생에 지 기기에 해 정부의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사후

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를 해 농 장에서 

모범 으로 신재생에 지를 이용하는 우수농가  지자체에 해 인센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재생에 지 사용을 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농가단계에서는 재 이용하고 있는 에 지 시스템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농가의 에 지 이용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에 지 이용방안을 컨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규모시설원   축산농가 등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들 농가를 

상으로 사 홍보를 강화하고 농가여건에 맞는 에 지시설  규모 등에 

한 컨설 이 필요하다.

  지열에 지 보 확 와 련한 농가 요구 사항을 보면, 자부담 경감에 

한 우선순 가 가장 높다. 그 외에 농가는 설치업체가 최소한 10년간은 

사후 리에 한 보장을 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 설치시설에 한 

컨설 , 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 작성, 공 업체에서 원격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운 되기를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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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경감

설치후
A/S 보장

설치시설
컨설

정부인정
공 업체

사용교육, 
매뉴얼

원격 리
체계 구축

기타

29.9 20.1 16.7 12.1 10.9 6.9 3.4

표 4-2.  지열에 지 보 확 련 농가의 요구사항

단 : %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국 시설원 농가 101개 조사결과.

2.2.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에 대한 지원강화

  신재생에 지를 이용하기 한 시설설치에는 많은 자 이 소요된다. 1ha

규모의 온실에 지열히트펌 를 설치하는 경우 재 제도에서는 정부가 

80%를 보조함에도 불구하고 농가가 2억여 원을 부담해야 한다. 농가 입장

에서는 2억 원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농가가 일시에 지불할 능

력이 없을 경우 할부 는 시설담보제도를 도입하여 연차 으로 상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 지의 활용은 에 지사용이 많은 시설이나 규모화된 농장에서 

더 효과 일 수 있다. 따라서 신규로 설치하는 첨단온실, 규모 농업회사

의 유리온실, 규모 비닐온실 등에 해서는 신재생에 지를 우선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 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목재펠릿의 보 과 련한 농가의 의향을 보면, 공 을 확 하기 해서

는 지속  공 시스템의 구축  펠릿가격 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가격으로는 행 kg당 400원에서 20%정도를 낮춰 320원에 공

할 경우 농가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상된다. 

  한 펠릿난방기, 목재펠릿이 제조업체에 따라 효율성의 차이가 많으므

로 기술이 검증된 업체에 한해 보 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목재펠릿에 

한 소비자 신뢰제고를 해 규격표 화를 통한 품질 리를 요구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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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공
펠릿가격
안정화

설치
컨설

설치후
A/S 보장

정부인정
공 업체

기타

33.1 33.1 14.4 9.3 5.1 5.0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국 시설원 농가 101개 조사결과. 

표 4-3.  목재펠릿 보 확 련 농가의 의견

단 : %

2.3. 농업부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개발 추진 

  정부는 2008년 말에 제3차 신재생에 지 기술개발  이용·보  기본계

획을 확정하여 발표하 다. 이 계획은 신재생에 지의 보 목표, 신재생에

지의 시간 단계별 기술개발 로드맵, 화석연료 수 의 경제성 확보시기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본계획에서 언 된 내용들이 부분 일반 산업

분야에서 추진할 내용이어서 농업부문과의 연계성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 

가지 를 들면, 지열의 경우 주거용 히트펌 나 지열발  랜트 개발이 

이다.

  따라서 농업부문에서 활용 가능한 신재생에 지를 심으로 한 지속

이고 체계 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재는 농업용 신재생에 지 활용에 

한 기술수 이 낮기 때문에 시설 공 가격이 매우 고가이다. 농업용으로 

문화된 기술개발이 지속 으로 이루어진다면 공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어 수요확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지열이나 바이오에 지 외에 다

양한 신재생에 지원  농업부문에서 활용가치가 큰 신재생에 지자원에 

한 연구개발이 꾸 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4. 전문 시공업체 육성

  신재생에 지의 보 확산을 해서는 신재생에 지 시설설치를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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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업체의 확보가 요하다. 재 지열히트펌 를 설치하고자 하는 업

체는 1,200여 개를 상회하고 있으나 실제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는 30여 곳

에 불과하다. 더욱이 시설원 농가나 축산농가 등 농업부문에 지열히트펌

를 설치할 수 있는 문 시공업체는 1~2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의 특성에 맞는 시설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농업시설 련 

문 시공업체의 육성이 필요하다.

  농업 문 시공업체 육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설계와 시공을 통합해 

사업을 추진하여 효율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재는 설계와 시공업체가 

분리되어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사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가 불분명하여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시공된 시설에 해서는 

일정기간 시공업체가 사후 리(A/S)를 담당해야 하고, 시공업체나 공 업

체가 모니터를 통해 운  상태를 지속 으로 리토록 해야 한다. 일정기

간이 지난 후에는 지역별로 문 리 업체를 지정하여 필요시 신속하고 

효율 인 사후 리가 가능토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2.5. 농업용 에너지통계 확보 

  재는 주요품목별 에 지사용  에 지원별 이용실태 자료가 없는 등 

농업분야의 에 지통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에 지 총조사실시 시 농

업분야의 표본이 체표본의 1.6% 수 인 305농가에 불과하여 구체 인 

에 지 사용실태를 악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이다. 농업부문에서의 에

지 련연구를 심층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에 지 총조사 시 농업분야

의 표본을 확 하여 더 구체 인 통계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2.6. 외국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관련 제도 및 정책 벤치마킹

  국, 독일 등 EU국가들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 지 사용비율을 20%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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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확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이의 달성을 해 다양한 세 정책과 신재

생에 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2020년까지 1차에 지의 10%를 신재생에 지로 충당하려는 목표를 설정

하고 그 정책수단의 하나로 ‘고정가격매입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농업부

문에서의 한 로는 농 장에 풍부한 벼셀룰로즈를 활용하여 바이오연

료를 만들기 한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부분의 신재생에 지 개발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단  신재생에 지 생산과 소비시스템 개발이 무엇보다 요하다. 이러한 

시스템 개발을 해 외국의 선진사례와 련제도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독일의 윤데마을은 지역기반 신재생에 지산업으로 새로

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환경개선과 함께 이라는 부수입도 가져다 주고 있다8.    

8 독일 윤데마을에 한 보다 구체 인 내용은 본 연구의 부속자료로 발간한 자

료집 참조. 





결   론  제5장

  국제유가의 불안정, 지구온난화 방지를 한 기후변화 약 등에 의한 국

내외의 환경규제 등으로 청정에 지에 한 국제  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을 심으로 청정에 지의 개발·보 이 크게 확 되고 있으

며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에 있다.

  우리나라는 에 지공 의 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청정에

지산업은 아직 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청정에 지산업은 후방산업과

의 연 성이 높고 환경친화 이란 측면에서 성장동력원으로 발 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정에 지 개발을 한 정책은 신재생에 지 기술개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신재생에 지 기술개발의 법  근거는 ‘에 지기본

법’ 제11조, ‘신에 지  재생에 지개발이용보 진법’ 제5조에 기 하

고 있다. 신재생에 지 기술은 재 여건으로는 화석연료와 경쟁력이 없지

만, 화석연료의 고갈 이후 체재로서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때문에 

기에는 정부 주도의 기술개발과 시장기반 조성이 요구된다. 즉 신재생에

지는 장기 인 선행투자와 사회  수용이 필요한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서 

정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정부는 재원확보를 통해 신재생에

지 련 연구개발 투자를 확 하고 보 을 장려하기 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신재생에 지시장을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 지산업이 활성화되기 해서는 궁극 으로 민간부문의 참여

가 확 되어야 한다. 신재생에 지 련 산업도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산업화가 필요하다. 신재생에 지는 아직 미개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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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참여의 여지가 많은 산업이다. 다만 산업화 기에는 민간부문의 참여

를 유도하기 해 정부의 선도  역할이 요구된다.

  신재생에 지산업의 발 을 해서는 장기 인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의 

일 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장기  에서 일 된 정책추진이 뒷받침

될 때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한 국가의 에 지 정책은 경

제 반에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역과 사회에도 효과가 크기 때

문에 사회  공감 를 형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농업부문에서 활용 가능한 청정에 지와 련해서는 아무래도 지열과 

바이오에 지가 심의 상이 될 수밖에 없다. 지열은 다양한 신재생에

지원 에서 공 잠재량이 가장 많고 농가에서 이용하기가 용이하기 때문

이다. 바이오에 지는 원료가 되는 바이오매스를 농업·농  부문에서 부

분 충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리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농 지역 내에는 농산부산물, 가축분뇨, 목재나 임산물 등 다양한 바이

오에 지 원료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바이오매스를 효과 으로 이용하

기 해서는 단일 바이오매스를 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농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바이오매스를 종합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야 한다. 지역 내 일반가정, 식품가공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 기

나 식품폐기물 등도 바이오에 지 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청정에 지는 체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단 에서 

청정에 지를 생산하여 소비할 수 있는 소규모 분산형 시스템개발이 요

하다. 우선은 앞에서 언 한 지열과 바이오에 지 심으로 열과 기를 

생산하여 농활동  지역 내의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

져야 할 것이다. 장기 으로는 지열이나 바이오에 지 외에도 태양열, 

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 지원을 상으로 각 지역에 맞는 에 지 시스템

을 개발하여 보 할 필요가 있다. 궁극 으로는 청정에 지를 이용하여 지

역단 에서 에 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

이다. 이러한 시스템에 한 추가 인 연구는 2년차에서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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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지역단 의 에 지 자립형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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