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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으며 농업 생산과 농촌 생활 역시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막대한 에너

지 비용이 들고 있다. 이는 그동안 사용의 편의성으로 인해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증가했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 불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인 유가 트랜드는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화석에너지 

부존량 감소와 탄소 배출에 대한 국제적 규제로 인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원 개발을 위한 각종 R&D 투자와 정부지원이 꾸준

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농촌 

부문 역시 각종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현장과 농촌 생활에너지 부문은 아직도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 사용에 익숙

해져 있다. 농가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의 필요성

과 효과는 인정하고 있으나, 설치비용과 유지보수의 부담, 정책적 인센티

브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는 미온적인 입장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업과 농촌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라 농업 및 농촌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에너지 관련 전문가 분들과 내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분석을 위해 기꺼이 응답해 주신 산지 농가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이 연구 결과가 정부의 농업과 농촌 에너

지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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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 배경

우리나라 최종 에너지 소비는 2000~2013년간 연평균 2.7%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농업에너지 및 농촌의 생활에너지 부문에서의 소비도 

역시 화석에너지 소비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주 에너지원은 석유류이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농산물 생산비를 증가시키고 농업생산 위축으로 이

어지고 있어 우려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농촌에서도 석유류가 주 에너지원인데 석유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

문에 농촌 주민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정이다. 또한 농촌

의 특성상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시가스(LNG)를 이용하고자 하나 배

관망 설치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 절감 방안

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농업부문 에너지 이용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주관

하는 농업용 면세유 자료, 한전의 농사용 전기 자료, 농촌진흥청의 283개 

작물에 대한 기초 원자료, 통계청의 6개 품목 기초자료 등 유관기관의 통

계자료와 정부정책자료, 논문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또한 정책방안을 도출

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다. 농협의 면세유 담당자, 에너지 경제연

구원 농사용 전기 전문가, 대학교수(농림수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 관련 전

문가), 농촌진흥청 에너지 관련 담당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문

가 토론회를 통해 주제에 대한 당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농촌 생활에너지 부문에서는 농촌 및 도시 생활에너지 소비 실태 분석을 

위해 가계 동향 조사 자료와 에너지 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편, 원고

위탁을 통해 일본의 농업․농촌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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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및 시사점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으

로 나눌 수 있다. 농업부문의 에너지 정책은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으로 나뉜다. 농업에서 이

용되는 신재생에너지는 지열 히트펌프, 목재펠릿, 공기열 히트펌프 등으로 

주로 시설농가에게 보급하고 있다.

농가들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효과 분석결과에 따르면, 난방비 

절감, 단위면적당 수확량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열

을 비롯해 공기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 문제점으로는 초기설치비 

부담문제, 고장에 의한 A/S 문제가 지적되었다.

한편, 에너지 절감시설로는 다겹보온커튼, 수막재배시설, 배기열회수장

치 등이 시설농가에게 보급되고 있다.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이 시설농가의 

난방비를 30～40%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설

규모, 시설형태, 재배작목, 지역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을 패

키지화한다면 행정비용과 농가의 신청을 단순화할 수 있다.

농촌의 생활과 관련된 에너지 정책은 저비용 에너지 공급과 신재생에너

지 보급이 있는데, 지역단위 정책과 개별가구 정책으로 구분된다. 대표적

인 지역단위 정책은 도시가스 공급확대이다. 농촌에 도시가스가 공급된다

면 난방비가 크게 절감될 수 있다. 전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76.4%인데 

비해 농촌지역은 28.3%로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개별가구 정책으로는 그린홈 100만 호 사업이 있다. 그린홈 100만 호 사

업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경우 자부담은 약 650만 원 소요된다. 연구결과

에 따르면, 그린홈 100만 호 사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안정되

고, 유지·관리비가 저렴한 기기의 보급 확대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해외의 에너지 정책의 경우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시행하는 국

가가 대부분이며,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 역시 발전차액지원과 

병행하는 에너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환경이 비슷한 

일본은 RPS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FIT제도로 회귀한 사례도 있다. 해

외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RPS와 FIT 장점을 병행하는 정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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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농업․농촌부문도 국가 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지역 내에 존재하

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과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에

너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보급을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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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rent Status of Energy Use and Policy in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Year 2 of 2)

Background of Research

  Final energy consumption in Korea has shown a tendency of growing at 
an annual growth rate of 2.7% from 2000 to 2013. Fossil energy con-
sumption for farming and daily life in the rural community has been also 
increasing. The main source of energy needed to produce agricultural prod-
ucts in the agricultural sector is petroleum. The recent increase of the inter-
national oil prices has resulted in the increase in agricultural production 
costs, increasing the concerns for reduct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Petroleum is the main energy source in the rural community but its rela-
tively high price is negatively affecting the quality of rural residents’ life. 
In addition, though rural residents wish to use LNG because of its rela-
tively low prices, it is not easy to have LNG supply due to such realistic 
problems as pipe network installation.
  Therefore, as a means for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policies to save energy and to expand the use of 
renewable energy should be sought.

Method of Research

  In this study, in order to understand the current conditions of energy pro-
duction and utiliza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 following data were 
analyzed: Nong Hyup (NH)’s data about tax-free oil for agriculture, 
KEPCO data on electricity use for farming,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s basic raw data about 283 crops, Statistics Korea’s 
baseline data about six items, other related agencies’ statistical data, gov-
ernment policy data, and other relevant articles. Also, an expert forum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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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d to draw policy measures, in which the experts from each sector, such 
as NH staff in charge of tax-free oil,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KEEI) staff specialized in electricity for agricultural use, university pro-
fessors (specialized in the enforcement guidelines for the projects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RDA staff in charge 
of energy, identified challenges and derived improvement measures.
  In the rural life energy sector, rural household survey data and energy 
census data were analyzed to identify the current conditions of energy con-
sumption in rural and urban communities. On the other hand, the renew-
able energy policies for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were examined 
through commissioning of an article.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Korean energy policies can be divided into energy saving policies and 
renewable energy expansion policies, and the energy policies in the agricul-
tural sector focus on efficient energy utilization for farming, which is div-
ided into renewable energy expansion and energy-saving facility expansion. 
The renewable energy used in agriculture includes geothermal heat pumps, 
wood pellet, and air heat pumps, which are mainly distributed to the con-
trolled farming household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effects of renewable energy 
supply to farming households, the renewable energy has such positive ef-
fects as reduced heating costs and increased yields per unit area. However, 
it was also found that renewable energy sources like geothermal energy and 
air heat have such negative effects as high initial installation costs and fre-
quent needs for maintenance and repair.
  On the other hand, such energy-saving facilities as multi-ply insulation 
curtains, water-screen facilities and exhaust heat recovery devices have 
been supplied to the controlled farming households. Research results show 
that farmers have saved the heating costs by 30~40% via using the en-
ergy-saving facilities. In the meantime, by making the support for en-
ergy-saving facilities into a package, taking into account facility size, fa-
cility type, crops and area, it is possible to reduce administrative costs and 
the time and costs for farmers’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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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ergy policies related to the rural life are about low-cost energy supply 
and renewable energy supply, which are divided into regional policies and 
individual household policies. The representative of the regional policies is 
to expand LNG supply. When LNG is supplied to rural areas, their heating 
costs can be significantly reduced. Compared to the nationwide LNG sup-
ply rate of 76.4%, the LNG supply rate in rural areas is as low as 28.3%. 
  An example of the individual household policies is the Million Green 
Home Project, which is expected to cost 6.5 million won per house with 
government funding. According to the study, success of the Million Green 
Home Project requires a policy to expand the supply of technically stable 
equipment with low maintenance costs. 
  On the other hand, other countries have mostly implemented Feed-In 
Tariff (FIT) as their energy policy, and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is also implemented in parallel with the FIT. Especially, Japan, 
which has a similar environment to Korea, has regressed to the FIT system 
by improving the problems of the RPS system. Compared to the overseas 
cases, it seems to be desirable for Korea to implement the advantages of 
the RPS and FIT in parallel. 
  Lastly, it is urgent for the agricultural rural sector to establish and imple-
ment energy management plans that can expand the development and sup-
ply of renewable energies existing in the region and the supply of en-
ergy-saving facilities, keeping pace with the national energy policies.

Researchers: Kim Yean-jung, Park Si-hyun, Han Hye-sung, 
           Park Young-gu 
Research Period: 2014. 1. ～ 2014. 12.
E-mail address: yjkim@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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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2000～2013년간 연평균 2.7% 증가하

였다. 농업․농촌 에너지 소비 역시 화석에너지의 사용 증가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화석에너지 소비 증가는 다음의 세 가지 관점과 깊이 연결된다. 첫째, 수

입의존도가 높은 화석에너지는 중장기적 고갈 위험성으로 국제유가의 급

상승으로 연결되며 이는 농업에 있어서도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둘째, 지

구온난화를 대비한 전 지구적 탄소배출량 감축 노력으로 농업의 친환경적 

요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셋째, 토양 및 환경문제를 고려하면 농업 

역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탈바꿈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가 필요하다.

농산물 생산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현재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

와 생산성 증대를 위해 농기계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사

용량 증가로 연결된다.

최근에는 소비자 니즈 충족을 위한 농산물 공급의 계절성 문제를 극복하

고자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난방시설 등 에너지 고사용의 농업시설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농산물 생산시스템은 석유류와 전기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유가 상승 시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생산비 증가는 농가의 농업소득 



서론2

감소로 연결되며 결국 농업생산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난방을 중심으로 한 농촌 생활부문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저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농촌의 특성상 가격이 상대

적으로 낮은 도시가스(Liquified Natural Gas: LNG)를 이용하고자 하나 배

관망 설치비용 등의 문제로 도시가스 공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부문의 화석에너지 절감과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같은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농촌생활부문에 있

어서도 고효율 전구 교체, 농가주택의 단열처리 등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

는 시설의 보급과 함께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생활부문 신재생에너

지 공급방안이 필요하다.

그림 1-1. 농업․농촌 생활에너지 연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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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2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1년차에서는 농업․농촌 에너지 이

용실태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2년차에는 1년차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종

합한 후, 농업부문과 농촌생활부문의 에너지 관련 정부 정책을 살펴보았

다. 이를 토대로 정부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였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농업부문에서는 화석에너지를 신재생에

너지로 대체하는 정책과 에너지 절감 정책을 살펴보고, 정책 수행상의 문

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둘째, 농촌 생활에너지 부문은 정부 지원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에너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촌 생활에너

지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3.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와 관련된 농업․농촌 에너지에 대한 연구는 크게 ① 신재생에너

지 생산․보급․정책 관련 연구 ② 농업부문 에너지 이용 관련 연구 ③ 농

촌의 생활에너지 생산 및 이용실태 ④ 농업․농촌 생활에너지 순환형 마을 

관련 연구로 분류하였고,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다루었다.

3.1.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정책 관련 연구

국내외 에너지 현황과 정책, 에너지 수급,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는 다

수 존재하고 있다. 최근 연구로는 안지운(2013), 유재국(2010), 서선재(2010),

서창석․박진원(2010), 김연중 외(2011), 서세욱(2009)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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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운(2013)은 세계적인 에너지 소비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이 확대되면

서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

해 에너지 소비절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유재국(2010)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의 변화를 다루고, 2012년 1월부

터 실시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와 기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비교하여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김연중 외(2011)는 청정에너지의 개념이 신재생에너지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정의하였다. 농업부문 청정에너지 사용의 경제성을 분석

하고, 지역별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다.

서세욱(2009)은 청정에너지 중의 하나인 바이오매스 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바이오매스 이용확대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3.2. 농업부문 에너지 이용 관련 연구

농업부문의 에너지 이용 관련 연구는 에너지 비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난방용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과 관련된 연구와 농업․산림․

축산 부문에서 발생하는 바이오에너지에 관한 연구가 중심이었다.

박현태․한혜성(2011)은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원별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에너지원별(지열 및 공기열 히트

펌프, 목재펠릿) 보급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지열 히트펌프와 공기열 

히트펌트의 경우 기존 경유난방에 비해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목재펠릿 보일러의 경우 난방비 절감효과는 높지 않지만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면에서는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민 외(2011)는 편익․기회비용과 위험–계층분석법(Benefit, Opportunity,

Cost and Risk-Analytic Hierarchy Process: BOCR-AHP)을 이용하여 농축산 

농가의 시설난방용 에너지원의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지열 히트펌프의 선호

도가 가장 높았고, 공기열 히트펌프, 목재펠릿 보일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또한 농가 입장에서 경영성과와 바로 연계되는 초기 투자비, 운영비, 매

출액 효과가 난방용 에너지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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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중․박현태․한혜성(2009)은 연차별 시설원예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연차별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서 정부

의 재정지출효과, CO2 절감효과, 농가의 난방비 절감효과, 증수효과 등을  

계측하였다.

정인환․고순철(2004)은 농업부문 에너지 이용 현황과 농업용 면세유제

도, 심야전기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농업용 에너지 공급 체

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에너지 공급관리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농가 성격에 따라 에너지 공급 차별정책과 

에너지 자립 방안을 제안하였다.

3.3. 농촌의 생활에너지 생산 및 이용 실태

농촌지역 생활에너지 관련 정책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다. 연구는 기존

의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과제, 주

택구조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방안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유진(2012)은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는 관점에서 저탄소 녹색마을의 시

범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단기적 시설 설치보다는 장기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

명하였다.

성주인 외(2012)는 농촌 생활에너지와 관련하여 저탄소 녹색마을을 조

성하고, 농가주택의 난방용으로 목재펠릿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하였다. 또한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하여 소수력 발전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김강섭 외(2008)는 농촌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과제로 에

너지 절약형 시설 보급을 제안하였다.

주택 구조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연구에는 이광노(1977)의 농촌 주택의 

낙후성 개선에 관한 연구, 농촌 표준주택(25평형)을 대상으로 구조적 특성을 시

뮬레이션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대안 연구(임경업 외 200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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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농업․농촌 에너지 순환형 마을 관련 연구

김연중 외(2011)는 정부 및 민간 주도 에너지 자립마을의 국내외 사례를 

정리하였다. 또한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한 전국 시도읍면별 자료를 

이용하여 태양광, 태양열, 수력, 풍력, 지열, 바이오에너지의 공급 잠재량을 

계측하였다. 계측된 공급잠재량을 통해 농산부산물이 많은 지역, 임산부산

물이 많은 지역, 축산폐기물이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에 맞는 에너지 

이용시스템도 제시하였다.

남상운․김대식(2008)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농촌마을 정비방안

을 모색하고자 대표적인 유형으로 3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3개 농촌마을은 

금산군 진산면, 당진군 우강면, 당진군 합덕읍이다. 이 마을들을 대상으로 

기상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태양에너지 자원을 분석하고 태양광 발전량과 

태양열 온수 생산량을 예측하여 농촌마을의 에너지 사용실태와 비교하였다.

김지성(2007)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기술현황과 금산군 진산면, 당진

군 우강면, 당진군 합덕읍의 3개 마을에 에너지 사용 현황을 실증 분석하

고, 대상 마을마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각각 설정

하여 시나리오별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박순철(2008)은 바이오에너지 국내외 개발현황과 농촌 적용실태(그린 빌

리지사업, 시범 및 일반 보급사업, 시설원예 태양열, 지열, 땔감, 난방시설,

축산분뇨 메탄가스화, 바이오작물)를 정리하였다.

김강섭 외(2008)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

태 및 성과를 살펴보고, 에너지 절약형 시설 보급의 필요성과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2008년까지 수행된 중앙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관

련 정책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노력을 살펴보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

급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서선재(2010)는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별 횡단면자료와 2004～

2007년의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요인과 재정능력 요인

들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보조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그린홈 보급사업의 1,000가구당 보조금 지급은 유의미한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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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배분결정은 정치․제도적 요인의 영향력이 크

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석태문(2010)은 경상북도의 농작물 재배지역과 다양한 바이오매스 자원

을 근거로 시설원예형, 경축복합형, 과수경종형의 3가지 녹색농업타운 유

형을 제시하였다.

김효진(2010)은 탄소순환마을 시험대상지인 경상북도 봉화군의 이산화

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수요를 분석하여 이 지역 산림 흡수원과 비교분석하

였다.

3.5. 선행연구와 차별성 

지금까지 농업부문 에너지와 관련된 연구들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시설원예 분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도입방안, 시설원예의 에너지 절감시

설 보급 및 효과, 지역 특성에 맞는 순환농업시스템 구축, 정부 및 민간 주

도의 에너지 자립마을, 주택 에너지 절감 방안 등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농업경영을 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대상으로 하

는 것이 특징이다. 에너지원별로 어디에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

고 에너지 절감 방안 및 화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정책방안

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농업부문뿐만아니라 농촌 생활에너지 부

문까지 확대하였다.

4. 연구 범위 및 방법 

4.1. 연구 기본 구상 

이 연구의 기본 구상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농촌에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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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농산물 생산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에너지 이용실태를 에너지원별, 품목별, 용도별(농기계, 냉난방용, 건물,

기계설비)로 1년차에 분석하였다. 농촌 생활에너지 이용실태 역시 에너지원

별, 품목별, 용도별(취사, 조명, 냉난방, 전기제품 등)로 조사․분석하였다.

2년차는 1년차 결과를 간단하게 제시하고, 1년차의 결과를 이용하여 농

업․농촌 에너지 절감방안, 신재생에너지 공급 가능성을 분석하고, 농업․

농촌 생활에너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림 1-2. 농업․농촌 에너지 이용실태의 연차별 기본 구상

에너지원별 에너지 절감

1년차 

<이용실태> ⇒
2년차 

<정책개발>
품목별

에너지 대체

(신재생에너지)

용도별 법, 제도, 정책

그림 1-3. 농업․농촌 에너지 절감 및 대체에너지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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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관련 기관

화석에너지 대체 신재생에너지(지열, 펠릿, 공기열)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부문 집단에너지 산업통산자원부

연구 대상 관련 기관

도시가스 공급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저탄소 녹색마을(에너지 자립마을) 환경부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사업 환경부

그린홈 100만 호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가구 단위 생활에너지
보건복지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재단, 한국 광해관리공단

주택단열 기획재정부

4.2. 연구 범위 

4.2.1. 농업․농촌부문

농산물 생산을 위해 투입된 에너지원 즉, 화석에너지 대체 신재생에너지

(지열 히트펌프, 목재펠릿, 공기열 히트펌프)와 에너지 절감시설, 집단에너

지 관련 정책과 그 효과 및 개선방안을 연구 범위로 하였다<표 1-1>.

표 1-1. 농업부문 정책 범위

농촌의 생활과 관련한 에너지 정책도 연구 범위로 하였다. 주요 대상은 

농촌지역의 저비용 에너지 공급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다. 관련 정책은 크

게 지역 단위 정책과 개별 가구 정책으로 구분하였다.

지역 단위 정책은 도시가스 공급, 저탄소 녹색마을(에너지 자립마을), 친환

경 에너지 타운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개별 가구 정책은 그린홈 100만 

호 사업, 가구 단위 생활에너지, 에너지 절감 주택단열 등이다<표 1-2>.

표 1-2. 농촌부문 정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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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농업․농촌 관련 에너지 정책 

농업․농촌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중에서 농

업․농촌과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화석에너지를 많이 이용하는 주체에게는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

발전소를 가동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에게는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

지로 공급하게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열을 많이 이용하는 주

체에게는 신재생에너지를 일정 비율 생산하게 하는 열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등이다. 이 중 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지

만 준비 단계에 있다. 농업․농촌부문에서는 부산물로 생산되는 바이오에

너지 정책이 있다<표 1-3>.

표 1-3. 농업․농촌 정책 공통부문

연구 대상 관련 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_이용자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_발전사업자 산업통상자원부

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HO)_이용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매스 활용제도(축산, 산림 등) 환경부, 산림청

4.3. 연구 방법 

4.3.1. 문헌연구 

이 연구는 농업부문 에너지 이용실태 분석을 위해 농협 면세유 자료, 한

전의 농사용 전기 자료, 농촌진흥청의 283개 작물에 대한 기초자료, 통계

청의 품목별 기초자료 등 유관기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정책자료, 논문자료 등도 이용하였다.



서론  11

에너지 이용현황과 수급실태는 『에너지총조사보고서』, 『에너지통계연보』,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에너지수급동향』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농촌 생활에너지 부문은 농촌 및 도시 생활에너지 소비실태 분석을 위해  

『가계동향조사』 및 『에너지총조사보고서』 자료를 이용하였다.

4.3.2. 설문조사 및 전문가 토론회의

1년차에는 농업부문의 설문조사(농가 및 농림사업체 에너지 소비 실태 

조사)를 2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1차1는 에너지원별, 용도별 에너지 이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2차2는 1차 조사를 기초로 작물별(수도작, 시설원예,

특용작물 등) 에너지 이용실태를 조사하였고, 에너지 절감시설의 활용 정

도,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인지도를 심층조사․정리하였다.

2년차는 1년차에서 냉난방 및 보온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

출하기 위해 풋고추, 토마토, 시설오이, 파프리카 등 221개3 농가를 대상으

로 조사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이 조사는 1년차에 이루어졌지만, 1년차의 

연구목적은 에너지 이용실태에 맞추어져 있어 그 결과를 2년차 신재생에

너지 및 보온시설에 대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데 이용하였다.

또한 2년차에서는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3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토론회는 농협의 면세유 담당자, 에너지

경제연구원 농사용 전기전문가, 에너지사업 관련 대학교수, 농촌진흥청 에

너지 담당자 등으로 구성되어 심층적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였

다<표 1-4>.

1 1차 조사는 KREI 리포터 및 현지통신원 1,500명 중 회신한 농가 504농가임.

2 2차 조사는 1차 조사 504개 농가에 대하여 전화조사를 통한 심층조사를 실시함.

3 농가 조사는 2013년 7～9월 말까지 현지 방문 피조사자 대면조사를 통해 이루

어졌음(221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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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조사 개요 및 내용

대상 조사 수 내용

1
년
차

실태
조사

주요작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축산 등)

504명 에너지원별 이용실태

진흥청 표준소득 원자료
(과거 10년 자료)

283개 품목
품목별 에너지원별

이용실태

농가
조사

농가 설문조사
(풋고추, 토마토, 시설
오이, 파프리카 등)
(2년차 이용)

221농가
냉난방 및 보온형태별
이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년
차

전문가
회의

농협, 한전, 진흥청 전문가 등
에너지 절감, 면세유,
농사용 전기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양대교수, 제주대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시가스연합회, LPG산업협회,
서울시햇빛발전소, 적정기술 활동가

도시가스 보급확대,
생활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농촌부문 1년차 설문조사는 2013년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15일

간) 실시하였으며, 총 516개 가구(농가: 152, 비농가: 364)에 대해 실시하

였다. 총표본 516가구 중 응답이 불성실한 가구(3가구), 연료비가 0인 가

구(13가구), 1인당 연료비가 다른 가구에 비해 매우 큰 가구(z-score가 3

이상인 9가구)를 제외한 총 491가구(농가: 146, 비농가: 345)에 대해 분석

하였다<표 1-5>. 가구의 연료비는 연료별[연탄, 석유, 도시가스, 전기, 목

재, liquefied petroleum gas(LPG)] 월평균 1인당 지출액으로 측정하였으

며, 연료별 소비량은 각 연료의 전국 평균가격을 이용하여 소비액으로 환

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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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가구

성격 및 지역 농가 수

농가 여부
농가 146

비농가 345

지역

경기 51

강원 59

충북 58

충남 78

경북 68

경남 50

전북 63

전남 6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3). 『농어촌 생활에너지 사용실태조사』.

표 1-5. 연료비 실태 조사 가구 현황

4.3.3. 위탁연구 

1년차 원고위탁은 4개 분야에 실시하였다. 첫째는 농업부문의 에너지 투

입구조이며 여기서 에너지원별, 작물별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하였다. 둘째

는 농업용 면세유 및 농사용 전기 보급효과 분석이다. 면세유 및 농사용 전기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농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언

급하였다. 셋째는 농촌 생활에너지 사용실태이며 농촌지역의 마을단위 에너

지 생산실태를 파악하고, 저탄소 녹색마을 정책의 추진 상황 및 에너지 생

산 효과 등을 언급하였다. 넷째는 농촌지역의 생활에너지 소비요인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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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위탁연구 내용(1년차)

제목 내용 위탁 및 자문기관

농업부문 에너지
투입구조

․농업 에너지원별 총이용실태
․농업 에너지원별 효율성 및 유발효과

서울대
(김한호)

면세유및농사용
전기보급효과분석

․면세유의 농업생산자 및 소비자
파급효과 분석
․농사용 전기, 심야전기의 농업생산자 및
소비자 파급효과 분석
(생산자, 소비자 잉여, 고용창출효과)

제주대
(김배성)

농촌지역생활에너지
생산현황

․농촌지역 마을단위 에너지 생산실태 파악
․저탄소 녹색마을 정책의 추진 상황 및
에너지 생산 효과

녹색연합
(이유진)

농촌 생활에너지
소비요인 분석

․선형회귀모형을 이용한 농촌지역 생활에너
지 소비요인 분석 및 시사점

서울대학교
(노승철)

자료: 김연중(2013). 『농업․농촌 에너지 이용실태와 정책방안(1/2)』.

2년차 원고 위탁은 3개 분야에 걸쳐 실시하였다. 첫째는 미국, 유럽 등 

에너지 선진국의 에너지 정책을 다루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부

분(본고의 4장으로 위탁원고의 핵심 부분을 재정리)이다. 둘째는 가축분뇨

의 에너지 정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위탁연구(본고 2장에 내용 삽입)를 

수행하였다. 셋째는 일본 농업·농촌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에 대한 내용으

로 일본의 농업․농촌 신재생에너지 개발 동향을 살펴보고 일본 에너지정

책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표 1-7>.

표 1-7. 위탁연구 내용(2년차)

제목 내용
위탁 및

자문기관

주요국의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과
시사점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주요국의 에
너지 정책
․주요국 농업부문 에너지 정책과 시사점

제주대
(김배성)

가축분뇨 에너지
정책 현황과
활성화 방안

․가축분뇨 에너지 현황
․가축분뇨 에너지 정책
․가축분뇨 에너지 활성화 정책방안

한경대
(윤영만)

일본농업․농촌의
재생가능에너지정책

․일본 농업․농촌 신재생에너지 개발동향
․농업․농촌 신재생에너지 정책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문제점과 시사점

쿄토대학교
(김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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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이용실태>

○ 농업용 에너지 소비는 240만 9천 Toe, 가정용은 153만 1천 Toe임.

- 농업부문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석유류가 57.2%로 가장 많고,

전기가 35.0%, 석탄류가 7.7%임. 용도별로는 농기계에 55.5%, 시

설 및 축사 냉난방에 32.3%, 건물 및 사무실에 8.8% 순임. 작물(축

종)별로는 시설원예 작물에 냉난방용으로 76.3%로 가장 많으며 대

부분 시설채소, 시설화훼 재배에 많이 사용하고 있음.

- 농촌 생활용 에너지원별 소비는 석유류가 59.0%로 가장 많고, 전기 

25.7%, 연탄 9.5%, 도시가스 5.8%임. 용도별로 보면 난방하는 데 

42.0%로 가장 많고, 온수 24.7%, 전기기기 19.0%, 취사 9.8% 순

임. 농촌 생활에서 난방은 석탄과 석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석유값의 상승은 농촌 주민의 생활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직결되고 

이는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침.

5. 주요 연구 내용

이 연구는 2년차 과제이다. 1년차의 주안점은 농업․농촌 에너지 소비실

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2년차에는 정책에 주안점을 두었다. 2년차 연

구에서는 1년차의 에너지 소비실태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년차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서론이고, 제2장은 우리나

라 에너지 정책 중 신재생에너지 정책, 농업부문 에너지 정책, 농촌부문에

너지 정책을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농업․농촌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효

과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제4장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주요

국의 에너지 정책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은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

향, 추진전략과 정책제안 등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1년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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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에너지 이용의 문제점>

○ 벼 재배의 경우 농업용 에너지 이용에서 면세유 공급량 부족

(52.4%)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음. 다음으로 석유류 가격이 높

다는 점(23.9%)을 지적하였음.

○ 시설채소 농가는 면세유 공급량 부족(27.6%)과 함께 에너지 절감형 

시설 설치 교체비 및 유지비 부담(26.3%)에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

다음으로는 높은 석유류 가격(24.3%)을 꼽았음.

○ 과수 농가는 면세유 공급량 부족(33.3%)을 에너지 이용에서 가장 어

려운 점이라 응답하였음. 다음으로 에너지 절약형 저온창고 등 관련 

시설 설치비 및 유지비 부담(25.4%), 저온창고의 높은 에너지 소비

량(21.5%)을 꼽았음.

○ 화훼 농가는 어느 한 문제보다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전기료가 높다는 응답은 13.6%로 상대

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화훼농가의 경우는 전기보다는 석유류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됨.

○ 축산 농가는 화훼와 달리 시설이 전기 위주로 되어 있어 에너지 절

감형 시설 설치 교체 및 유지비 부담(27.0%)과 함께 높은 전기료

(25.7%) 문제의 중요도를 높게 판단하였음.

<농촌지역 생활에너지 이용의 문제점>

○ 농촌에서는 도시에 비해 가구당 평균 에너지 사용량이 적음에도 불

구하고 금액으로는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도시와 농촌의 

소득계층별로 1인당 에너지 지출 금액을 비교하면 2011년 농촌의 

100만 원 이하의 가구는 월평균 5만 3천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 반면, 도시 거주 700~800만 원 이하의 소득 계층은 

월 3만 7,381원으로 가장 적은 돈을 지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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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문제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석유류 같은 상대적

으로 값비싼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시 지역에서는 

전체 생활에너지 소비량 중 54.2%가 값이 싼 도시가스이지만, 군 지

역에서는 생활에너지 중 5.8%만 차지하고 있음. 반면에 농촌에서는 

비싼 석유류가 전체 생활에너지 소비량의 59.0%를 차지하고 있음.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의 진단>

○ 미래에는 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이 더 첨예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

고 있음.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농업과 농촌도 예외

는 아니라고 봄. 국가 에너지 정책에 발 맞추고, 농업․농촌 나름의 

에너지를 개발해서 활용해야 함.

○ 종합적으로 농업과 농촌 에너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화하는 

연구가 필요함.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 제2장

1. 국가 에너지 정책 

1.1. 국가 에너지 수요 전망

국가의 총에너지수요는 2011년 2억 7,600만 TOE에서 2035년 3억 7,800

만 TOE로 연평균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종에너지 소비는 경제성장 둔화와 인구정체 등으로 같은 기간에 연평

균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에너지 원단위를 기술개발 등

으로 같은 기간에 0.255(TOE/백만 원)에서 매년 1.4%씩 개선하여 2035년

에는 0.180(TOE/백만 원) 수준으로 낮추어 30%를 개선하려 한다.

최종에너지 원별로 보면 석유류는 감축하고 전력과 도시가스, 신재생

에너지는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석유류의 비중은 2011년 

49.5%에서 2035년에는 39.1%로 감축하고, 대신 전력을 같은 기간 19.0%

에서 27.6%로, 주요 신재생에너지는 2.8%에서 2.9%로 증가시키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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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15 2020 2025 2030 2035
연평균증가율(%)

’11～’20 ’11～’35

총에너지수요

(백만 TOE)
25.7 298.1 332.2 354.1 369.9 377.9 2.09 1.32

최종에너지

(백만 TOE)
205.9 220.0 237.6 248.7 254.3 254.1 1.61 0.88

에너지 원단위

(TOE/백만 원)
0.255 0.245 0.230 0.211 0.195 0.180 -1.15 -1.44

일인당 소비

(TOE/인)
5.5 5.9 6.5 6.8 7.1 7.3 1.72 1.15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연평균증가율(%)

’11～’20 ’11～’35

석탄
33.5 34.4 35.5 37.4 38.8 38.6 0.63 0.58

(16.3) (15.6) (14.9) (15.0) (15.3) (15.2)

석유
102.0 106.6 110.5 109.1 105.1 99.3 0.90 -0.11

(49.5) (48.5) (46.5) (43.9) (41.3) (39.1)

도시

가스

23.7 26.4 29.9 32.5 34.4 35.3 2.61 1.68

(11.5) (12.0) (12.6) (13.1) (13.5) (13.9)

전력
39.1 44.1 52.5 59.7 65.6 7.2 3.32 2.47

(19.0) (20.1) (22.1) (24.0) (25.8) (27.6)

열에너지
1.7 2.1 2.5 2.9 3.1 3.3 4.49 2.82

(0.8) (1.0) (1.1) (1.2) (1.2) (1.3)

신재생
5.8 6.3 6.7 7.1 7.4 7.4 1.58 1.01

(2.8) (2.9) (2.8) (2.9) (2.9) (2.9) (2.9)

계
205.9 220.0 237.6 248.7 254.3 254.1 1.61 0.8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1. 에너지 중장기 수요전망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4. 1.).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표 2-2. 최종에너지 원별 전망

단위: 백만 TO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4. 1.).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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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2035년까지 최종에너지 부문별 전망을 살펴보면 산업부문

은 조립금속업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다소비업종(1차철강 석

유화학 비금속광물)의 성장 둔화로 연평균 0.7%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석유화학, 시멘트업의 생산량 감소 예상으로 2030년 이후 산업

용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산업통상자원부 2014. 1.).

상업부문은 에너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2035년까지 

연평균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 2-3>.

수송 및 가정 부문은 경제성장 속도 둔화, 2030년 이후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완만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 중 수송은 항공여객 부문

이 연평균 3.7%, 자가용 승용차부문이 연평균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가정용은 냉방(연평균 3.4%) 및 가전기기의 에너지수요(연평균 1.7%)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2-3. 최종에너지 부문별 전망

단위: 백만 TOE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연평균증가율(%)

’11～’20 ’11～’35

산업
126.9 136.7 146.9 151.6 152.3 148.4 1.64 0.66

(61.6) (62.1) (61.8) (60.9) (59.9) (58.4)

수송
36.9 38.9 41.8 44.0 45.5 46.5 1.39 0.97

(17.9) (17.7) (17.6) (17.7) (17.9) (18.3)

가정
21.6 22.4 23.4 24.2 24.6 24.9 0.88 0.59

(10.5) (10.2) (9.8) (9.7) (9.7) (9.8)

상업
15.9 17.5 20.7 23.6 26.0 28.1 2.96 2.39

(7.7) (8.0) (8.7) (9.5) (10.2) (11.0)

공공·

기타

4.6 4.5 4.9 5.4 5.8 6.2 0.81 1.31

(2.2) (2.1) (2.1) (2.2) (2.3) (2.5)

계
205.9 220.0 237.6 248.7 254.3 254.1 1.61 0.8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최도영(2013). 『2013년 에너지전략 포럼』.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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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폐기물 바이오 수력 해양

2020 11.1 1.4 11.3 2.5 47.3 17.6 6.3 2.4

2025 13.3 3.9 12.8 4.6 40.2 19.6 4.3 1.6

2035 14.1 7.9 18.2 8.5 29.2 17.9 2.9 1.3

　 2020 2025 2035

비중 5.2 7.5 11.0

1.2.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안

보, 온실가스 감축 등을 고려하여(『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
급 기본 계획(2014～2035)』에 의거) 최종에너지 공급 대비 신재생에너지원 

공급 비율을 2035년 11.0%까지 늘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표 2-4>.

표 2-4.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단위: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4. 8.).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2035년 에너지원별 보급 비중은 폐기물이 현재보다 낮고 풍력은 높을 전

망이다. 현재 수준보다 급성장하는 에너지원은 태양열과 지열일 것으로 예

상된다<표 2-5>.

표 2-5. 신재생에너지원별 보급 전망
단위: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4. 8.).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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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신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사업

신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사업4은 공공기관이 신․증․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증·개축할 경우 신재생에너지를 예상되는 에너지사용량

의 10% 이상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2012년에 10%로 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2013년

부터는 11% 이상으로, 2020년 이후부터는 30%로 상향 조정하였다.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공공용, 사회용, 상업용으로 구분되는데, 공공용은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등이다. 사회용은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약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등이다. 상업용은 업무시설, 판매시

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을 포함한다.5

표 2-6.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현황(2012년 기준)

단위: 개소, 백만 원, kWh/yr, %

설치

계획

(합계)

신재생에너지투자비 신재생에너지생산량

설치

계획

총건축

공사비

(A)

신재생

투자비

(B)

비율

(B/A)

설치

계획

예상에너지

사용량

(C)

신재생

생산량

(D)

비율

(D/C)

2005 115 115 911,700 53,693 5.89 - - - -

2006 123 123 1,260,114 67,803 5.38 - - - -

2007 107 107 1,062,661 55,343 5.21 - - - -

2008 146 146 1,124,989 64,650 5.75 - - - -

2009 391 391 3,938,493 233,718 5.93 - - - -

2010 386 386 4,039,038 251,936 6.24 - - - -

2011 307 112 1,456,468 86,850 5.96 195 1,744,663,581 212,496,854 12.18

2012 595 - - - - 595 3,212,689,475 377,251,829 11.74

합계 2,202 1,412 14,020,603 830,162 5.92 790 4,957,353,056 589,748,683 11.90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자료이용 재작성.

4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http://www.energy.or.kr/knrec/12/KNREC120400.asp).

5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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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2 2014 2015 2017 2019 2021 2022 이후

비율 2.0 3.0 3.5 5.0 7.0 9.0 10.0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후

현재 12 13 14 15 16 18 20

변경 12 15 18 21 24 27 30

1.2.2.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6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는 가

장 직접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기본 골격은 일정

한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일정량 이상의 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공

급하게 하는 제도로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해 오고 있는 중요한 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다.

2014년 기준 공급의무자는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

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등 14개 사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은 2022년까지 총에너지공급량의 10%가 목표

이며 태양광의 경우 별도로 2012년 276GWh에서 2015년 이후 1,971GWh

를 목표로 하고 있다<표 2-7>.

표 2-7. 연도별 RPS 의무공급량 목표

단위: %

자료: 에너지관리공단(2014. 9.).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공공기관 건축물에 신재

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목표를 20%로 하였으나,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

획에서 이를 수정하여 의무비율 목표를 30%까지 상향 조정하였다<표 2-8>.

표 2-8. 연도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단위: %

자료: 에너지관리공단(2014. 9.).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6 에너지관리공단(http://www.energy.or.kr/knrec/12/KNREC120700_02.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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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단계(’16～’19년)

연면적 1만 ㎡ 이상

신축건축물 대상

2단계(’20～’24년)

연면적 5천 ㎡ 이상

신축건축물 대상

3단계(’25～’30년)

연면적 3천 ㎡ 이상

신·증축건축물 대상

의무

비율

10%

(수용성 제고를 위해 고정)

11% → 15%

(매년 1%씩 증가)

16% → 20%

(매년 1%씩 증가)

1.2.3. 열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HO)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신규시장 창출 및 제도 간 

융합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열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Heat

Obligation: RHO)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열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는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만 ㎡ 이상인 경우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

생 열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2016년, 법 개정 예정).

농업부문에도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농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림 2-1. 적용대상의 단계별 확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3. 8.).『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바이오연료 등을 적용 에너지원으로 하되 원별 

성장잠재력·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설정하여 시행하려고 한다.7

열에너지 생산량(TOE)을 전력량으로 환산하여 인증서(Renewable Energy

Point: REP)를 발급하고 의무량 달성 후 잉여 REP는 RPS 공급의무자에 판

매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제도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늦어도 2016

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HO는 태양열·지열·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열원을 일정량 이상 의무

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제도로 일정비율 이상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공

7 산업통상자원부. 2013. 8.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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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세부자원별 잠재량 부분합계 비율

임산 바이오매스 임목 9,536 9,536 68.0

농산 바이오매스

볏짚 324

571 4.1

왕겨 128

보릿짚 19

콩줄기 40

사과전정지 60

축산 바이오매스

우분 510

1,596 11.4돈분 760

계분 326

도시 고형폐기물 가연성 2,322 2,322 16.6

합계 14,025 14,025 100.0

급토록 하는 RPS와 같은 맥락이다. RPS 의무이행 대상이 한전 발전 자회

사 등 전력공급사라면 RHO는 열원을 공급·판매하는 열병합발전 사업자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가 도입될 경우 농업분야에서 유리온실 1ha 신

축비용이 30억 원으로 늘어 농가부담이 클 것이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인 

지열냉난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14억 원이 소요되며, 이 중 자부담하는 2억 

8천만 원(20%)은 농가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

산식품부는 에너지 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게 농업부문은 RHO도입

을 제외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1.2.4.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

2010년 기준 국내 바이오매스 가용잠재량은 임산 바이오매스 68.0%, 도

시 고형폐기물 16.6%, 축산 바이오매스 11.4%, 농산 바이오매스 4.1% 비

중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되며, 가축분뇨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 

중 세 번째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표 2-9>.

표 2-9. 국내 바이오매스 가용 잠재량

단위: 천TOE/년, %

자료: 신재생에너지자원데이터센터(http://kredc.kier.re.kr/kier/) 자료에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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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업주체
시설용량

(톤/일)

사업비

(백만 원)
추진현황

선정

연도

전북 정읍 (유)친환경 대현그린 100 7,000 가동 중

2010전남 순천 (주)립코 100 7,000 사업준비 중

제주 서귀포 농업법인 한라산바이오 100 7,000 설치 중

충남 부여 농업법인 내몸에영농조합 100 7,000 설치 중
2011

전북 완주 김제완주축협 100 7,000 사업준비 중

충남 아산 (주)립코 100 7,000 설치 중 2012

경기 연천 (주)엔바이로 솔루션 100 7,000 설계중비 중 2013

충남 아산 (주)립코 100 7,000 설계 중 2014

환경부에서는 최근 농·축협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통합관리센터 설치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축분뇨 통합관리센터는 기본적으로 농식품부의 가

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는 점에서 경제성 있는 가축

분뇨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요구된다.

그러나 유사한 사업특성을 가지는 두 사업의 사업비를 비교하면 농식품

부 공동자원화 시설은 가축분뇨 톤당 0.7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환경부의 가축분뇨 통합관리센터는 톤당 1.2∼1.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

고 있어, 양 부처의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201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까지 8개소의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이중 전북 정읍 1개소가 가동 중에 있

고, 충남 아산 1개소가 설치 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민원발생 및 부지

확보의 문제, 재원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표 2-10>.

특히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민원 문제이다.

표 2-10. 농식품부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현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실태. 내부 자료.

환경부의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을 중

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은 현 정부에서 적

극 지원하는 정책사업이라는 측면에서 탄력적으로 추진되기도 하지만,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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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설용량

(톤/일)

사업비

(백만 원)
추진현황 사업기간 비고

경남 양산 130 19,907 가동 중 ’09∼’13 가축분뇨 공공처리사업

강원 홍천 100 18,200 설치 중 ’12∼’14 친환경 에너지타운사업

충남 논산 150 18,000 설계 중 ’12∼’15 가축분뇨 통합관리사업

전남 고흥 95 8,679 설계 중 ’13∼’15 친환경 에너지타운사업

경북 울진 60 9,070 설계 중 ’13∼’16 친환경 에너지타운사업

강원 철원 50 6,500 설계 중 ’14∼’16 친환경 에너지타운사업

충남 서산 130 19,000 설계준비 중 ’14∼’16 친환경 에너지타운사업

제주 제주 200 21,200 사업준비 중 ’14∼’16 가축분뇨 통합관리사업

거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의 실패를 거울삼아 문제점을 보완·추진하고 있

는 점도 사업 활성화의 요인이기도 하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은 현재 

시범사업 단계에 있으며 향후 사업 추진 성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표 

2-11>.

표 2-11. 환경부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현황

자료: 환경부.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실태. 내부 자료.

1.2.5. 폐열 

폐열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열원이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 화력, 원자력 등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열원(온배수), 온천지역

에서 버려지는 온수 등이 미활용에너지이다.

이렇게 미활용되고 있는 열원을 농업시설의 열에너지로 이용할 경우, 시

설원예 등 농업부문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기초설치비(배관설치비) 등을 지원한다면 미활용 열원 이용이 확대될 것으

로 보인다.

국내 발전소 온배수에서 발생하는 미활용에너지량은 388.0Twh이다. 한

편 국내 온실난방에 소요되는 연간 에너지량은 13.20Twh이며 발전소 미활

용 온배수의 3.4%만 이용해도 시설원예 난방의 문제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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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열 이용은 화력발전소에서 버려지는 10～30℃ 온배수 폐열을 히트펌

프로 50℃ 정도의 온수로 만들어 시설원예 난방에 활용하는 기술로 이것

이 활성화될 경우 기존 대비 난방비용은 87% 절감되고 CO2 배출도 62%

감축된다.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온배수와 농업시설과의 이격 거리가 

길어 배관설치비의 문제가 있어 활용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성공 사례로 화력발전소 미활용 열원을 이용하고 있는 제주도 

“행복나눔영농법인”은 남제주화력발전소로부터 온배수를 공급받아 고온성 

작물인 망고 2,000평을 재배하고 있다. 기존 경유보일러 난방 시 난방비는 

1억 4,400만 원이었으나 미활용 열원을 이용하는 현재 방식을 적용한 후,

난방비는 2,000만 원에 불과해 연간 에너지 절감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1.3. 집단에너지 사업 

집단에너지 사업은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누구에게 주

거나 산업, 산업단지 내 다수의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열병합발

전이나 열전용 보일러 등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지역에 공급하

는 것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8”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동 법 제3조에 의해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을 세우고,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을 지정(제5조)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업은 1985년 

목동에 지역난방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2012년 6월 말 현재 전국 75개 사

업자가 116개 사업장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크게 “집단에너지 활성화 사업”과 “지역냉방 보급 확대”로 나

뉜다. 집단에너지 활성화 사업은 다시 지역난방과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로 

분류된다. 지역난방의 경우 2011년 말 현재 2,076천 호(전체의 13.7%)에 

지역난방 집단에너지가 공급되고 있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의 경우에는 

8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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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말 18개 산업단지 26개 사업장에 집단에너지가 공급되고 있다. 지

역냉방을 통한 전력관리는 여름철에 중요한 것으로 이 정책에 의한 지역냉

방 보급은 2010년 말 현재 총 554개 빌딩에 실시되고 있다.

농업부문에도 집단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책이 개발되어

야 한다. 농업 분야에 적용할 경우 농가의 에너지 비용절감이 이루어지며 

농가가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시설원예 경영비 중 난방비가 30～40%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국제 유

가 상승 또는 변동에 따라 시설원예 농가의 소득 감소 및 소득의 불안정성

이 커지게 된다.

농업용 난방비 절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열, 공기열, 목재펠릿 등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열원

이 필요하며 정부는 집단에너지 정책을 농업부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심

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농업부문 에너지 정책

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

는 신재생에너지를 농업시설에 보급·확대하여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

고, 온실가스 절감을 추진하는 것이고, 둘째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

는 시설원예부문과 축산부문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보급․확대하여 경영비

를 절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2017년까지 농어업 분야에 에너지 절감시설 10,050ha, 신재생

에너지시설 2,375ha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보조와 융자 제

도는 조금씩 다르다.9

9 농림축산식품부. 2013.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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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3 2014 2015 2016～

국 고 381,000 89,797 97,625 97,625 292,875

지 방 비 180,655 53,565 58,950 58,950 176,850

융 자 73,425 29,228 32,625 32,625 97,875

자 부 담 150,980 43,147 47,300 47,300 141,900

합계 786,060 215,737 236,500 236,500 709,500

2014년 재정투입계획은 2,365억 원이며, 이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은 5,566억 원으로 66% 정도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는 융자와 자

부담으로 이루어져 있다<표 2-12>.

표 2-12.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의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 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3).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

지침서』 1(28).

2.1. 신재생에너지원 정책 및 보급사례

2.1.1. 정부의 지원형태

정부는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하

고 있다. 현재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농가에게 보급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은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공기열 시설 설치 지원, 목재펠릿 

난방기 시설 설치 등이 있다.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의 경우 중앙정부가 60%, 지방정부가 20%,

자부담 20%로 되어 있다. 목재펠릿 난방기의 경우 국비 30%, 지방비 

30%, 융자 20%, 자부담 20%이다. 공기열은 중앙정부가 20%, 지방정부가 

30%, 융자 30%, 자부담 20%로 되어 있다. 공기열 냉난방시설 설치비는 

설비형식에 따라 다르게 지원하고 있다<표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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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의 지원형태

단위: %

지원형태

융자금리
대출

취급기관

사업

주관기관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지열 냉난방시설 60 20 - 20 - - 시장/군수

(농어촌공

사 위탁

시행)

목재팰릿 난방기 30 30 20 20 3%

(3년 거치

7년 분할)

농협
공기열 냉난방시설 20 30 30 2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3).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

지침서』 1(28). 참고 구성함.

2.1.2. 신재생에너지원별 지원 조건 및 지원 내역10

가. 지열 히트펌프

지열 히트펌프는 생산자 단체의 경우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 전문생산

자 조직 그리고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요건은 농작물 재배온실 면적이 1,000㎡ 이상, 버섯 재배사 면

적 600㎡ 이상이며, 무창 계사 3만 마리 이상 사육시설, 무창 오리사 5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이다. 양돈의 경우 1천 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이다. 온

실의 경우 온실 외부 피복재가 1중, 내부 피복재는 다겹(2중) 이상이어야 

하며, 2중 보온커텐과 수막시설을 설치한 경우(온실의 경우 위의 2가지 경

우 중 1가지만 충족하면 가능)이다.

지열 히트펌프 시공형태에 따라 필요재배면적이 충족되어야 한다. 수평 

밀폐형은 온실 재배 면적의 160%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하고, 수직 

10 농림축산식품부. 2013.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1(28). 참고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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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단가(천 원/kw)

설비 형식

수직밀폐형 1,638

수평밀폐형 1,260

개방형(SCW형) 1,508

밀폐형과 수직개방형(Soil Cement Wall: SCW)은 온실 면적의 30%에 해

당하는 면적 이상 그리고 축산 관련 시설은 시설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이어야 한다.

시설 부지 등을 임차한 농업인의 경우 임차 잔여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면세유 50만 리터 이상 사용 농가는 2015년까지 지열설비를 설

치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면세유 축소 배정 및 

정부사업 지원에서 배제된다.

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부

하용량(kw)에 따라 지원한다. 사업비는 시설부하용량(kw)에 kw당 적용단

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수직밀폐형의 경우 1,638천 원/kw, 수평밀폐형 

1,260천 원/kw, 개방형의 경우 1,508천 원/kw을 지원한다<표 2-14>.

시설형식에 따른 kw당 차등지원 가격은 시설농가가 어느 지역(남부, 중

부,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떤 작물(고온성, 중온성, 저온성)을 재배하

고 있는지, 어떤 시설형태(비닐온실, 유리온실)인지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 

것이다.

표 2-14. 시설형태별 지원 단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3).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

지침서』1(28).

나. 목재펠릿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은 시설 내에서 채소·화훼·과수류를 재배하는 농업

인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시설원예용 목재펠릿 난방기(온풍기·보일러)는 공인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하여 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농업용 목재펠릿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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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적용 단가(천 원/kw)

설비형식
공기-공기(공급) 형식 617

공기-물(공급) 형식 865

난방기(열효율이 표시된 제품)에 한해 보급하고, 버섯분야는 목재펠릿 난

방기를 지원한다. 정부 지원은 온수형․온풍형 난방기 가격을 적용하며,

설치비는 300만 원/661m2이다.

다. 공기열

공기열 냉난방기 시설은 시설원예 농업인과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에게 

지원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는 시설재배 온실 내 유류난방기, 전

기난방기(보온등 포함) 사용 농가를 우선 지원한다. 단,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대상 농가는 제외한다.

시설 부지 등을 임차한 농어업인의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한

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을 받는 자는 7년)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은 농작물 재배온실 면적이 1,000㎡ 이상 5,000㎡ 미만이어야 

하며, 농가는 온실의 외부 피복재는 외피복 1중, 내부 피복재는 다겹(2중)

이상이어야 하고, 2중 보온커튼과 수막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지원시설로는 공기 대 공기 형식으로 공기열 냉난방시설을 위한 히트펌

프, 전기 용량 증설, 배관시설, 펜코일유닛, 제어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

비에 한한다. 공기 대 물 형식은 공기열 냉난방시설을 위한 히트펌프, 전기 

용량 증설, 축열조탱크, 순환펌프 및 배관시설, 펜코일유닛, 제어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한다.

표 2-15. 설비형태별 지원단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3).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

지침서』 1(28).

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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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용량(kw)에 따라 지원한다. 사업비는 시설부하용량에 kw당 단가를 적용

하여 지원하며, 신청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부하용량의 

70%까지만 지원한다. 공기 대 공기 형식은 617천 원/kw, 공기 대 물은 

865천 원/kw을 지원한다<표 2-15>.

2.1.3. 신재생에너지원 보급실태 

냉난방 시스템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2월 말 기준 총 492농어

가에게 지열, 공기열 히트펌프가 보급되었다. 시설원예의 경우 153농가의 

105ha이며, 지원액은 1,2441억 원이다. 수산의 경우 323어가에게 570억 

원, 축산농가에게는 76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다<표 2-16>.

표 2-16. 지열·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현황

단위: 10억 원, ha

합계 시설원예 수산 축산

농가 면적 사업비 농가 면적 사업비 농가 면적 사업비 농가 면적 사업비

492 166 189.1 153 105 124.4 323 57 57.2 16 4 7.6

주: 2013. 12. 31. 기준, 수산분야는 해양수산부로 분리됨에 따라 2014년도부터 친환경에

너지보급사업 신규 시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4. 1. 20.). “농업부문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국내 목재펠릿 제조시설은 총 21개소로 2013년 생산용량은 14만 4천 톤이나 

실제 생산량은 6만 5천 톤으로 가동률은 약 45%이다. 한편 해외에 진출한 목재

펠릿 제조업체는 17개사로 생산가능량 50만 톤, 2013년 수입량은 48만 톤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목재펠릿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은 

2010년 대비 13배가 증가한 55만 톤을 소비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국

내산이 11.9%이며, 수입산이 88.1%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은 주로 가정용에 이용되고 있으며, 시설원예용 펠

릿 보일러 보급은 2010년에 138ha, 2011년에 140ha이며 2012년 이후에는 

보급되지 않고 있다<표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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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시설원예용 목재펠릿 난방면적 보급 현황

연도
보조율

(국: 지: 자: 융)

보급단가

(천 원)

보급실적(ha)

계획 실적

2010

40:20:20:20 150,000

- 138

2011 - 140

2012 150 -

2013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4. 1. 20.). “농업부문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2.1.4. 신재생에너지원 보급 사례

가. 지열 히트펌프

신재생에너지인 지열 히트펌프 냉난방기를 이용하는 과채류 농가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고온성 작물인 파프리카의 겨울 생육 적

정온도 18℃, 촉성토마토 16℃, 중온성 작물인 촉성오이의 적정 생육온도는 

12℃를 유지하도록 설정하였다.

지열 히프펌프 10a당 설치비는 파프리카 9,521천 원, 촉성토마토 11,748

천 원, 촉성오이는 9,480천 원이다. 여기서 중앙정부의 60%, 지방정부의 

20% 보조를 제하면 자부담은 20% 수준이다<표 2-18>.

고정비는 설치비의 자부담 20%에 감가상각비, 자본이자 그리고 수선비

를 적용하였다. 유류비는 조사결과를 이용하였으며, 고정비에 유류비를 더

해 난방비 합계를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파프리카와 촉성토마토는 경유보일러 대비 0.7배, 촉성오이는 

0.8배 난방비가 절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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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비 고정비1) 유류비 난방비계
대비
(B/A)

지열
(A)

자부담
(100%)

파프리카 9,521 1,190 9,273 10,463 0.8

촉성토마토 11,748 1,469 3,991 5,460 1.0
촉성오이 9,480 1,185 5,307 6,492 0.9

자부담
(20%)

파프리카 1,904 238 9,273 9,511 0.7
촉성토마토 2,350 294 3,991 4,285 0.7
촉성오이 1,896 237 5,307 5,544 0.8

경유 보일러
(B)

파프리카

4,000 500

13,379 13,879 1.0

촉성토마토 5,214 5,714 1.0

촉성오이 6,796 7,296 1.0

표 2-18. 지열 히트펌프 대비 경유보일러 난방비 비교

단위: 천 원/10a, 배

주 1) 고정비는 설치비를 기준으로 자본이자(5%), 감가상각비(20년), 수선비(2.5%) 적용.

나. 목재펠릿

버섯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경유보일러와 목재펠릿 효과를 비교해 보았

다. 여주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는 경유보일러를 사용하다가 유류가격 

상승으로 2008년에 경유보일러에서 펠릿 보일러로 교체하였다.

이 농가는 느타리버섯 살균에 스팀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1일 3,200

병을 살균하는 데 목재펠릿 보일러를 이용하고 있다. 경유보일러 설치비는 

800만 원이고, 감가상각비는 내구연수 10년으로 환산하여 연간 80만 원,

이자와 수선비는 설치비의 5%로 각 40만 원으로 총고정비는 160만 원 수

준이다. 농가의 목재펠릿 스팀보일러 설치비는 3,150만 원이며, 보조 60%

를 적용할 경우 자부담이 1,260만 원으로 감소, 경유사용량은 없고 살균비

용이 1,200만 원으로 고정비와 변동비의 합계는 1,452만 원이다<표 2-19>

(김연중 외 2009: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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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목재펠릿과 경유보일러의 사례 비교

목재펠릿 보일러 경유보일러

보조
60%

보조
0%

유가
70달러
805원

유가
100달러
1,083원

유가
12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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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60%) 대비

경유난방(배)
1.0 - 0.87 1.15 1.33

주: 고정비는 감가상각비, 수선비, 이자 등이며 설치비의 20% 계상.

자료: 김연중 외(2009). 『농어업용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효과 및 정책방안』.

목재펠릿 스팀보일러와 경유보일러의 내구연수가 10년으로 동일하고,

연간 가동일을 200일로 가정, 목재펠릿의 발열량은 4,223㎉/kg를 적용(조

사치)하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가정했을 때 느타리버섯 살균에 

드는 연료비 절감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100달

러, 120달러인 경우 각각 224만 원, 483만 원의 비용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연중 외 2009: 35).

다. 공기열 히트펌프

공기열 히트펌프는 전남 자체 시범사업11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 중 방

울토마토와 토마토․파프리카 농가를 대상으로 비용변화를 비교해 보았다.

먼저 대숲토마토연합사업단(방울토마토)의 경우 기존 경유난방을 이용했

을 때 월평균 에너지 비용이 6,240천 원이었으나 공기열 히트펌프 도입 후 

전기료가 1,500천 원으로 나타나 난방비 절감율이 76%인 것으로 조사되었

다<표 2-20>.

11 공기열 하이브리드형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 설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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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대숲토마토연합사업단 에너지 비용 비교

하이브리드형 시스템 경유 보일러

월 일 월 일

에너지 비용 1,500천 원(600천 원) 50천 원 6,240천 원(2,496천 원) 208천원

에너지 사용량
전기 40,870kw/h

(16,348kw/h)
1,362kw/h

유류 7,800ℓ

(3,120ℓ)
260ℓ

사용단가(원) kw당 36.7원 ℓ당 800원(2008. 1.)
주 1) 농가에서 산출한 내용으로 시설여건, 경유단가 등에 따라 절감률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1,500평 기준임.

자료: 전라남도 도청(2011. 10.). “공기열 히트펌프 설명자료.”

농업회사법인 하이팜(완숙토마토, 파프리카)의 경우는 벙커C유를 이용 

했을 때 월평균 에너지 비용이 59,400천 원이었으나 공기열 히트펌프 도입 

후 50,400백만 원 감소한 9,000천 원(하이브리드 전기료)으로 나타나 에너

지 절감 효과(85% 비용감소)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2-21>.

표 2-21. 하이팜 에너지 비용 비교

하이브리드형 시스템 벙커C유 보일러

월 일 월 일

에너지 비용
9,000천 원

(392천 원)
300천 원

59,400천 원

(2,587천 원)
1,980천 원

에너지 사용량
전기 246,000kw/h

(10,710kw/h)
8,200kw/h

유류 108,000ℓ

(4,700ℓ)
3,600ℓ

사용단가 kw당 36.7원 ℓ당 550원(2009. 1.)
주: 13,780평 기준임.

자료: 전라남도 도청(2011. 10.). “공기열 히트펌프 설명자료.”

한편, 시설투자비, 난방비, 경영비는 작목별로 차이가 있다. 전남농업기

술원 자료에 의하면, 자부담 100% 시 10a당 작목별 공기열 히트펌프 시설

투자비는 파프리카 26,362천 원, 방울토마토 25,350천 원, 토마토 26,784천 

원으로 중유온풍기 2,571천 원, 경유온풍기 3,551천 원에 비해 6.3～10.4배

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2

작목별 10a당 연료비13의 경우 파프리카 3,065천 원, 방울토마토 1,386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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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2,454천 원으로 경유온풍기 대비 58～74% 절감되었다. 연간난방

비14는 파프리카 47%, 방울토마토 21%, 토마토 11% 정도 절감효과를 얻

었으며, 수량(10a 기준)은 경유온풍기 대비 방울토마토는 20%, 토마토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비는 난방비 절감으로 기존 온풍기 대

비 파프리카 18%, 방울토마토 10% 절감되었으며 소득은 기존 온풍기 대

비 파프리카 44%, 방울토마토 68%, 토마토 2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난방비 부담 경감으로 재배기간 연장과 적정 온도 관리로 수량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2.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정책 

2.2.1. 정부의 지원형태 

정부는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의 일환으로 다겹보온커튼, 순환식 수막재

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자동 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 등을 지원

하고 있다 .

다겹보온커튼 중 수평권취식의 경우 15천 원까지/㎡, 예인식 외부권취식

은 13천 원까지/㎡, 알루미늄스크린의 경우 13천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순환식 수막재배시설과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5천 원까지/㎡, 자동 보온덮

개와 배기열 회수장치는 2.5천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다겹보온커튼의 경우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 보온자재는 보온율 65%

이상, 알루미늄스크린을 포함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의 보온

커튼은 보온율(항온법 기준) 52% 이상이 돼야 한다.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12 전남농업기술원의 실증사례 조사 결과임. 현행 지원조건(자부담 50%, 보조

50%)에서 시설투자비는 파프리카 14,762천 원, 방울토마토 12,850천 원, 토마

토 14,762천 원으로 기존온풍기 대비 3.2～5.7배 수준임.

13 연료비 단가는 경유 840원/ℓ, 전기 36.4원/kw(농사용을) 적용.

14 연간난방비는 시설고정비(난방기 감가상각비+수리비+자본이자)+연료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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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순환식의 경우만 지원하고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개별지원한다<표 2-22>.

표 2-22.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형태

사업 단가 지원내용

다겹보온커튼

수평권취식

15천 원까지/㎡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

◦ 보온자재는 보온율 65% 이상
◦ 알루미늄스크린을 포함 5겹 이상의 보
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의 보온커튼은
보온율(항온법 기준) 52% 이상

예인식,

외부권취식

13천 원까지/㎡

알루미늄스크린

13천 원까지/㎡

◦ 알루미늄스크린은 보온율(항온법 기준)
42% 이상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5천 원까지/㎡

◦ 순환식의 경우만 지원
◦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자동 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
2.5천 원까지/㎡

◦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동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 지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3).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

지침서』 1(28). 참고 구성함.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은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이며 융자 조건은 연리 3%에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다

<표 2-23>.

1ha 규모의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1억 3천만 원에서 1억 5

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 여기서 정부지원은 50%에 해당하는 7천만 원정도

이고, 융자 4,200만 원 자부담 2,800만 원이 소요된다.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및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1ha 설치하는 데 5천만 

원, 자동 보온덮개 및 배기열회수장치는 2,500만 원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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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의 지원형태

단위: %

지원형태
융자금리

대출

취급기관

사업

주관기관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에너지

절감시설
20 30 30 20

3%

(3년 거치

7년 분활)

농협, 축협 시장․군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3).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

지침서』. 1(28). 참고 구성함.

2.2.2.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실태 및 성과

에너지 절감시설은 시설형태가 단동이냐 아니면 연동이냐에 따라 절감

시설을 달리하며, 여기에 작물을 어떤 작물 즉, 저온성 작물, 중온성작물,

고온성 작물에 따라 에너지 절감시설이 달라진다.

2012년 기준 에너지 절감시설은 3만 9,466ha가 보급되었고 단동온실에 다중

피복이 가장 많은 36.5%, 보온덮개 27.5%, 수막시설 14.3% 순이다<표 2-24>.

표 2-24. 보온방법별 에너지 절감시설 현황(2012)

단위: ha, %

방법 구분 면적 비중

연동

다겹보온 1,956 5.0

배기열 회수장치 25 0.1

열회수형 환기장치 30 0.1

단동

다중피복 14,404 36.5

다겹보온 4,646 11.8

보온덮개 10,868 27.5

외부보온 1,734 4.4

수막시설 5,635 14.3

배기열 회수장치 118 0.3

열회수형 환기장치 50 0.1

합계 39,466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3. 5.). 2012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

에너지 절감시설들의 난방비 절감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열회수형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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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설치비
절감율

난방비 단가 소득

열회수형 환기장치 450 경유 50 절감 가격 27 상승 소득 30 증가

배기열 회수장치 250 경유 16 절감 - 비용 13 절감

시설원예용 제습기 600 전기료 9 감소 가격 46 증가 소득 46 증가

다겹 보온커튼 1,315 경유 46 절감 - 비용 40 절감

순환식수막보온커튼 600 난방비 64 절감 - 비용 29 절감

장치의 경유절감효과가 50%로 가장 높았다. 설치비와 단가를 반영한 소득 

증가율은 30%로 나타났다. 배기열 회수장치 이용 시 설치비 단가는 타 시설

에 비해 가장 낮았으며 13%의 비용절감 효과와 난방비(경유) 16%를 절감하

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25>(김연중 외 2009: 47).

시설원예용 제습기는 10a 설치비가 600만 원으로 높았지만 전기료 9%

감소와 46% 소득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순환식 

수막보온 커튼은 다른 시설에 비해 난방비 절감(64%) 효과가 가장 높았다

(김연중 외 2009: 47).

표 2-25. 에너지절감 시설별 이용효과 분석

단위: 만 원/10a, %

자료: 김연중 외(2009: 47). 농어업용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효과 및 정책방안.

3. 농촌 생활에너지 정책 

3.1. 그린홈 100만 호 사업

그린홈 100만 호 사업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 호 보급을 목표로 2004년부터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

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 기준단가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이다(박시현 외 2013: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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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그린홈 100만 호 사업 지원 내용

목적 최대범위

2013년도 보조금 지원 금액(단위: 천 원)

방식 설치용량 단 가
최대

금액

태양광 전기 3kW 이하/호 고정식 - 1,150/kW 3,450

태양열 온수 20㎡ 이하/호

이중진공관형

(평판형)

10㎡ 이하 446/㎡ 4,460

20㎡ 이하 415/㎡ 8,300

단일진공관형
10㎡ 이하 491/㎡ 4,910

20㎡ 이하 463/㎡ 9,260

지열 냉/난방 17.5kW 이하/호 수직밀폐형
10.5kW 이하 815/kW 8,557

17.5kW 이하 695/kW 12,162

연료전지 전기/온수 1kW 이하/호 - 1kW 이하 34,237/kW 34,237

주: 지원단가 및 지원비율은 매년 변동, 태양광은 월평균 550kWh 이상 가구는 신청할 

수 없음.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greenhome.kemco.or.kr)에 기초하여 박시

현 외(2013: 60)에서 작성한 표를 인용.

그린홈 100만 호 사업으로 2013년 말 기준 전국에 195만 호에 신재생에너

지시설이 보급되었다. 주로 보급된 것은 태양광 주택(85%)이며 태양열 주택

(11%), 지열 주택(3%), 연료전지 주택(1%), 소형풍력 주택 순이다<표 2-27>.

주택형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태양광 23,640 14,895 26,364 28,990 45,530 25,409 164,828(85)

태양열 1,29 3,648 1,075 5,497 7,209 2,965 21,317(11)

지열 - 292 1,411 923 1,348 1,893 5,867(3)

소형풍력 - 10 15 - 327 - 352(0)

연료전지 - - 957 292 249 234 1,732(1)

합계 24,669 18,845 29,822 35,702 54,663 30,501 194,096(100)

표 2-27. 연도별 그린홈 보급 실적

단위: 호, (%)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greenhome.kemco.or.kr)에 기초하여 박시

현 외(2013: 61)에서 작성안 표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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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총사업비)

공동추진사업 개별가구 연계사업 사업효과

완주 덕암

(59억)
녹색마을센터 신축

태양광(49세대) 주택리모델

링(36세대)

19가구 목재팰릿 보일러설치

태양광 설치 가구 전력

자립

봉화

서벽리

(55억)

공동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2개마을 106가구 난방공급

신축가구 11가구

리모델링 36가구

펠릿 보일러 4가구 설치

가구당 95만 원/년 난

방비 절감

화천

느릅마을

(53억)

목재펠릿칩겸용보일러설치

85가구 온수배관설치

노인회관 리모델링 등

20가구 목조주택 신축

45가구 주택리모델링 지원
약 50% 절감 예상

광주 망월

(50억)

돈분 바이오가스 플랜트시

설설치

경로당 신축

66세대 주택리모델링 지원 개별가구 단열개선사업

홍천

소매곡

(52억)

가축분뇨공공처리자원화시

설활용 퇴비생산

마을회관 리모델링

54세대 도시가스 공급을 위

한 배관망 설치

각 세대 보일러 교체 지원

등유 보일러에서 도시

가스로 전환

공주 금대

(46억)

지열 활용 1,500평 유리온

실설치

개별가구에 대한 에너지 공

급 없음
공사진행

포천

영평․영송

(71억)

고형축분펠릿연료 및 축분

퇴비공장 설치

개별가구에 대한 에너지 공

급 없음
우분펠릿연료판매 예정

표 2-28. 저탄소 녹색마을 추진 상황

3.2. 저탄소 녹색마을(에너지 자립마을)

MB 정부에서 에너지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농촌 및 소도시의 

에너지 자립도 40% 제고를 목표로 2020년까지 600개의 저탄소 녹색마을

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였다<표 2-28>.

자료: 박시현 외(2013: 76)에 기초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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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의 일환으로 시범사업 1차 연도인 2010년에는 광주시 승촌마을,

완주군 덕암마을, 공주시 월암마을, 봉화군 서벽리 4개의 시범마을이 선정

되었으며 2년차에는 포천시의 영평· 영송마을, 홍천군 소매곡마을, 화천군 

느릅마을 3군데가 선정되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 기술 등의 문제로 공주시 월암마을이 

금대리로, 광주시 승촌마을이 망월마을로 사업지구가 변경되고 나머지 5개 

마을도 처음 계획과 달리 사업지역 및 사업내용 변경되어 추진되었다.

에너지 자립마을은 당초의 계획과 많은 차이가 나고 사업진행도 원활하

지 못하여 2013년 녹색성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른 

부처사업은 폐지하고 환경부로 통합되었다.

환경부에서는 2020년까지 40개 마을로 정책 목표를 하향 조정하였으

며 장기적으로 환경부 소관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사업으로 통합 예정

이다.

3.3.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사업 

에너지 자립마을의 추진 실적 부진과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대두됨

에 따라 2015년부터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사업을 새로 추진하게 되었

다. 이 사업은 소각장, 매립지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자원 활용,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로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며, 협동조합 등 지역 주

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속적·안정적 수익모델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 지자체, 민간사업자 등이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

목적 법인(SPC)을 설립하고, 참여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체계

를 구축하고 있다.

이 사업은 3가지의 시범사업 유형을 정하고 유형별 소관부처를 달리하

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5년 시범사업지구로 광주광역시, 강원

도 홍천, 충북 진천·음성지구가 선정되었다. 광주광역시와 진천·음성은 도

시형이라 할 수 있는 반면 강원도 홍천은 농촌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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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사업개요 수익모델 2015년 시범 지구

매립지형
▪대규모 태양광

설비 구축

▪생산전력을

한전에 판매

▪광주광역시 운정동(산업자원부)

▪쓰레기 매립지 상부를 태양광 발전

소로 변모

폐기물처리형
▪바이오가스·퇴비

생산시설 설치

▪바이오가스·

퇴비판매 수입

▪강원도 홍천 소매곡마을(환경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활용하여 바이

오가스(3천 ㎥/일)를 생산한 후 도

시가스화하여 주민에게 공급

신재생

융복합형

▪여러 신재생에

너지간 융복합

설비구축

▪생산전력은 판매,

열은 자체사용

▪충북 음성·진천 혁신도시(미래창조과

학부)

▪혁신도시 내의 하수처리장을 활용하

여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전기

+열)을 적용

표 2-29. 친환경 에너지 타운 유형

자료: 환경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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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형인 강원도 홍천군 소매곡 마을의 사업은 다음 표와 같이 요약된다.

표 2-30. 홍천군 소매곡 마을 시범 사업 개요

추진배경
․홍천군 하수처리장, 분뇨/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기피시설이 밀집하여

주민 57가구의 불편 사항 누적

사

업

내

용

폐자

원에

너지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 및 퇴비․액비화 시설(가스(3,000㎥/일), 퇴

비(20톤/일), 액비(30톤/일) 생산 능력)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화하여 주민에게 공급

․퇴비․액비 판매수익은 주민기금으로 조성하여 주민공동사업, 주민복

지사업에 재투자 (연간 52백만 원)

신재

생에

너지

․태양광 발전(340kW), 소수력 발전(25kW) 설비 구축

․태양광은 주민참여 사업으로 전기 판매 수익(연간 52백만 원)을 참여

비율에 따라 분배

․소수력은 환경시설 활용사업으로 전기 판매수익을 시설운영비로 충당

기타
․에너지자립형 마을회관, 상 하수관거 설치

․해바라기 꽃길, 홍천강 수상레포츠 센터 설치

사업비

․소요사업비 총 125억 원 중 50억 원은 환경부 기존 녹색마을예산 활용

․나머지 75억 원은 기존 정부개별사업 예산(환경부, 산업부, 문체부)을

통하여 추가 확보(’15)

사업추진

․마을주민, 민간업체, 홍천군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SPC) 구성, 주민이 태양광 설치사업(340kW)에 직접 참여

․자원화시설은 홍천군에서 설치 후 마을공동체에 위탁운영

․가축분뇨자원화(바이오가스), 소수력발전은 홍천군에서 설치․운영

수익금활용

․태양광발전(447MWh/년)의 매전수익, 융자금 상환 등을 고려 시 연간

52백만 원의 수익 발생

․자원화시설(퇴비, 액비화) 위탁운영으로 연간 52백만 원의 수익 발생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가스(653천 ㎥/년) 중 일부(23천㎥/

년, 약 3%)는 지역주민에게 공급, 나머지는 도시가스사에 판매(연간

301백만 원 가스판매금→ 홍천군 시설운영비로 활용)

․하수처리장 방류수 소수력발전(198MWh/년)으로 연간 38백만 원의

매전수익(홍천군 시설운영비로 활용)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1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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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원/㎥)

프로판
(원/kg)

등유
(원/ℓ)

연탄
(원/개)

세후소비자가격ⓐ 870.3 2,045.4 1,357.0 489.5

유효열량(kcal)(ⓑ) 8,840 10,243 7,160 10,044

유효열량(천㎉)당 가격(ⓐ/ⓑ) 98.5 199.7 189.5 48.7

도시가스 대비 지수(%) 100.0 202.8 192.5 49.5

3.4. 도시 가스 농촌지역 공급

농촌주민들은 도시주민보다 높은 에너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아파트

와 단독주택 등 주택 구조 등의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농촌지역이 

도시가스보다 비싼 연료인 등유와 프로판에 의존하여 난방 및 취사를 하기 

때문이다.

<표 2-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효열량당 가격에서 도시가스보다 등유

는 192.5%, 프로판가스는 202.8% 높다. 다만 연탄은 49.5% 저렴하다(에너

지경제연구원 2011).

표 2-31. 난방․취사용 연료가격 경쟁력 비교(2011년 8월 기준)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2011). 『LPG-LNG간 적정 역할분담 방안』.

도시가스 사업은 어떤 사업보다 밀도의 경제효과 영향이 큰 만큼 수요밀

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대도시의 보급률이 상

대적으로 높고 농촌지역이 낮다. <표 2-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의 도

시가스 보급률은 76.4%에 해당하는데 농촌지역이 많은 강원 충북 전남 등

지에서 보급률이 낮다.

대표적인 농촌지역인 군의 경우 전국 83개 군 가운데 68개 군은 도시가

스 공급권역15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나머지 15개 군은 미공급지역이다. 공

15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사업의 허가)의 규정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동 법 시행령 제5조(허가의 세부기

준)에 따라 공급권역이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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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세대수 공급 세대수 보급률

전국계 20,456,588 15,627,644 76.4

서울 4,182,351 3,991,519 95.4

부산 1,404,663 1,121,579 79.8

대구 960,265 812,574 84.6

인천 1,118,988 992,427 88.7

광주 563,599 544,158 96.6

대전 584,877 542,674 92.8

울산 431,595 379,028 87.8

세종 50,045 27,846 55.6

경기 4,712,324 4,004,734 85.0

강원 664,913 259,433 39.0

충북 644,062 380,484 59.1

충남 857,699 447,443 52.2

전북 766,699 461,458 60.2

전남 815,769 308,875 37.9

경북 1,139,387 603,139 52.9

경남 1,320,887 734,674 55.6

제주 238,465 15,599 6.5

급권역으로 지정된 68개 군에서의 도시가스 보급률도 29.9%로 전국평균 

보급률(76.4%)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미공급권역 5개 군을 포함하면 군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8.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표 2-33>.

표 2-32. 지역별 도시가스 보급현황

단위: 세대, %

자료: 한국도시가스협회(2014). 『도시가스사업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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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
총주민등록

세대수(개)

도시가스 공급

세대수
보급률(%)

공급권역 68개 군 4,095,792 1,226,443 29.9

미공급권역 5개 군 242,489 - 0

총 83개 군 4,338,281 1,226,443 28.3

군 미공급 읍면 가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등 9 　11,105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등 9 　19,835

화천군 화천읍 등 5 　11,734

양구군 양구읍 등 5 　10,507

인제군 인제읍 등 7 　14,474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등 11 　12,553

장수군 장수읍 등 7 　10,572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등 11 　18,756

완도군 완도읍 등 14 　25,240

진도군 진도읍 등 9 　15,803

신안군 지도읍 등 24 　22,272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등 4 　5,400

경상남도

남해군 납해읍 등 10 　22,325

산청군 산청읍 등 11 　17,673

합천군 합천읍 등 17 　24,240

242,489계 15 153

표 2-33. 전국 군 지역 도시가스 공급 현황(2013년 말 현재)

자료: 한국도시가스협회(2014). 『도시가스사업편람』.

도시가스 공급권역으로 지정된 68개 군에서는 주 배관망과의 이격거리 

및 수급지점 미개설, 수요의 절대 부족, 물리적 여건 등 다양한 장애요인으

로 인해 미공급되고 있는 읍면이 많다. 미공급면은 강원도 산악지역, 전남

의 도서지역, 전북 경남의 산악지역 등에 분포하고 있다<표 2-34>.

표 2-34. 전국 미공급 군(읍면) 현황(2013년 말 현재)

자료: 한국도시가스협회(2014). 『도시가스사업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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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에 편의성과 저렴한 요금의 에너지 공급

사업

내용
소형저장탱크와 공급망 설비

마을당 3.1억 원

(50세대 규모 마을 평균 지

원 금액)

사업

목표

’14～’18 5개년 사업으로 총 117개

(3개마을×9개도/년) 마을 공급 예정

총사업비 364억 원, 정부예산

255억 원 소요 예상

(정부:지자체=7:3)

추진

실적
2014년도는 18개 시범마을 추진

추진

주체
산업자원부 : 지자체 정부:지자체=7:3

기대

효과

LPG 공급가격을 낮춤(15～30%)으로써

농어촌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 완화

도시가스에 비해 현행 1.8～2배

정도 높은 LPG 공급비용을

1.3배 정도로 낮춤

표 2-35.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계획

3.5.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에 도시가스에 준하는 사용 편의성과 요금

이 저렴한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LPG 용기를 대신하여 소형저장

탱크와 배관망을 설치․지원하는 사업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사

업은 2013년에 정책안을 마련하여 2014년부터 제1단계(’14～’18) 5개년 

사업으로 총 117개 마을을 지원(연 3개 마을/9개광역시)할 예정이다.

2014년에는 9개 광역지자체에 18개 마을이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이

다. 마을당 사업비는 3억 원 정도이고 사업내용은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토목․펜스포함), 공급배관(매몰배관․사용자배관), LPG 보일러(필요 시

온수배관은 제외) 설치 등이다<표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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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공급가(수입·정유사)

1,311원

충전소

(262원)

판매소

(533원)
2,100원/kg

(340～640원/kg 차이)

(벌크)
공급가(수입·정유사)

1,311원

벌크로리

(150～452원)
1,460～1,760원/kg

광역 시·군 마을명 세대

경기
안성시 하개정마을 50

여주시 처리 62

강원

속초시 장천마을 47

원주시 황둔, 송계 45

영월군 영흥11리 72

충북
옥천군 도농1리 36

음성군 금고2리 55

충남
서천군 원길마을 45

청양군 지곡리마을 57

경북
영천시 돌빼기마을 41

구미시 문화재마을 83

경남
양산시 지곡마을 50

거창군 운평마을 56

전북
장수군 원오동 61

완주군 구암마을 50

전남
곡성군 상덕마을 34

신안군 심리마을 67

제주 서귀포시 화순리 신항 35

표 2-36.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2014년도 사업 대상 마을

자료: 한국LPG산업협회 내부자료.

그림 2-2. 용기공급 대 벌크공급 소비자 공급가격 비교

자료: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한국LPG산업협회 조사자료(2013년 12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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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LPG 공급이 개별 배송방식에서 집단 배송방식으로 변함에 

따라 용기가격 절약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또한, 향후 도시가스가 

농어촌 지역에 보급될 경우 동 사업 배관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배

관 투자비 절감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LPG 안전 강화 및 사용 편의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LPG 고무호스 연결로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LPG 용기 수시교체, 배달지연 등에 따른 불편이 있는데 이 시설이 되면 LPG

벌크차량을 통해 소비처별 사용량에 맞춰 계획적이고 안정적 배송이 가능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도시가스에 준하는 끊김 없는 가스 공급이 가능하다.

그림 2-3. LPG 저장시설 조감도(69세대 2.9톤 1기, 1.7km)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내부 자료.

3.6. 난방비 지원 관련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시와 농촌지역을 구분하지 않는다.

3.6.1. 비용지원

비용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광열비 지원과 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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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연료비 지원,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 전기요금 긴급지

원, 그리고 도시가스요금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연료비 지원(보건복지부)은 생계급

여 내역에 연료비를 포함한다. 긴급복지지원법의 연료비 지원은 보건복지

부의 긴급지원사업 중 하나로, 위기사유발생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지원을 해주는 항목이 포함된다.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은 2010년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진

행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 70군데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복지지원 대상 및 다자녀 가구의 지난 1년간 에너지 

복지요금을 대상 자격별 월정액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전기요금 긴급지원은 2010년부터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

로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을 통해 생계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해소를 위

한 전기요금 지원으로 기초에너지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시가스요금 지원(한국에너지재단)은 2012년부터 이 사업은 저소득층 

도시가스요금 지원을 통해 기초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동절기 생존권보

장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3.6.2. 요금 할인 및 감면

요금 할인 및 감면은 도시가스 요금할인과 전기 요금할인, 지역난방열 

요금 감면으로 나눌 수 있다. 사업 수행 주체는 에너지 공급자이다. 도시가

스 요금할인은 한국가스공사와 지역도시가스사가 수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할인이 있다.

전기요금 할인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전기요금 할인’과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에 대한 전기요

금 할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이 있다.

지역난방열 요금 감면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임대아파트(85㎡ 이하)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기본요금

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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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공급중단 유예

공급중단 유예는 전기 제한공급 유예, 동절기 가스공급 중단 유예로 나

눌 수 있다. 전기 제한공급 유예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에 단전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소득 양극화로 빈곤층이 증가

함에 따라 단전대상 가구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전력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전류제한기 부설 사업과 혹서기

(7～9월)와 혹한기(12～2월)에 전기 공급중단을 유예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동절기 가스공급 중단 유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 동절기(10～5월)에 가스요금을 연체할 경우에 

공급중단을 유예해 주는 것이다.

3.6.4. 서비스 및 현물 지원

서비스 및 현물 지원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연탄보조, 난방유 

지원 사업, LPG 지원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

업(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은 2009년 구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및 자

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 예산을 통해서 한국에너지재단이 저소

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후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이 

사업예산으로 집행되었으며, 2012년에는 에특회계에서 약 300억 원이 지

원되었다.

연탄보조사업은 연탄가격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연료비 부담이 증가

하게 되어 이러한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연탄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에게 연탄가격 인상분을 연탄구매 쿠폰으로 지

급하는 것이다.

난방유 지원 사업은 2007년부터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동절기 난방연료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혹한의 추위로부터 보호하여 저소득층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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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지원 사업은 2012년부터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 난방 및 취사용 LPG 지원을 통해 기초에너지 이용을 보장하

고 생계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해소하며, 에너지 구입비용을 절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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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부문 에너지 정책 평가16

1.1. 에너지 절감시설 이용효과와 개선방안 

에너지 절감시설의 이용에 대한 평가를 위해 수요자인 시설원예 농가들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농가들이 현재 설치, 운영

하고 있는 에너지 절감시설은 다겹보온커튼이 39.4%로 가장 많았으며, 다

음으로 다중피복(28.3%), 수평커튼(17.5%) 순으로 나타났다<표 3-1>.

표 3-1. 현재 설치·운영 중인 에너지 절감시설(복수 응답)

빈도 퍼센트

다중피복 89 28.3

다겹보온커튼 124 39.4

수평커튼 55 17.5

수막시설 30 9.5

배기열 회수장치 14 4.4

기타 3 1

합계 315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3). 시설원예농가조사결과.

16  1차년도 221농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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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들이 에너지 절감시설들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이유로 <표 3-2>와 

같이 신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와 유지 보수 비용문제를 가장 큰 원인으

로 지적하였다. 이는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분담이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로 되어 있으나 자부담분도 농

가차원에서는 부담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표 3-2. 에너지 절감시설 미보유 이유 비중

단위: %

설치, 유지,

보수비용

장기적

영농포기

기존 경유

효율

작목

전환
기타 계

다중피복 79.1 1.7 6.1 - 13.0 100.0

다겹보온커튼 74.7 1.2 2.4 - 21.7 100.0

수평커튼 71.2 1.6 4.0 1.6 21.6 100.0

수막시설 57.8 1.2 7.2 9.6 24.1 100.0

배기열회수장치 66.1 0.6 6.3 4.6 22.4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3). 시설원예농가조사결과.

한편, 에너지 절감시설에 대한 사용 후 효과를 비교할 때, 수평커튼은 난

방비 절감 효과가 타 시설에 비해 가장 높았고, 수막시설은 상대적으로 생

산량 증가효과가 높았으며 다중피복은 품질향상에서, 다겹보온은 난방비절

감에 효과가 탁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배기열 회수장치의 경우 생

산량 증가효과와 품질 향상 효과에서는 오히려 일반시설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3>. 배기열 회수장치의 설치 목적이 난방 후 밖으로 

나가는 열원을 다시 시설 내로 환원하는 것으로 생산량 증가 및 품질향상을 

위한 것은 아니다.

표 3-3. 에너지 절감시설에 대한 사용 후 평가 결과

다중피복
다겹보온

커튼
수평커튼 수막시설

배기열

회수장치

현재 100.0 100.0 100.0 100.0 100.0

생산량 증가효과 111.9 116.6 118.9 113.8 95.0

난방비 절감효과 110.4 119.4 130.2 105.8 116.9

품질 향상효과 119.1 115.7 120.5 111.2 94.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3). 시설원예농가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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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들이 느끼는 에너지 절감 시설의 설치비용은 예상대로 전반적으로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특히 다중피복과 다겹보온커튼, 수평커튼

의 설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4>.

표 3-4.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비용 수준 평가

빈도 5점 평가(평균)

다중피복 118 4.6

다겹보온커튼 143 4.7

수평커튼 78 4.4

수막시설 62 3.8

배기열 회수장치 50 3.9

주: 1=설치비용이 매우 낮음, 5=설치비용이 매우 높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3). 시설원예농가조사결과.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농가들의 전반적인 평가에서도 설치비

용 및 운영비에 대한 내용이 지적되었으며, 시설을 설치한 후 고장 등이 있을 

때 A/S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의견도 많았다<표 3-5>.

표 3-5.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5점 평가(평균)

설치비용이 비싸다 4.7

설치 유지, 보수 등 운영비가 비싸다 4.3

유류비나 전기 등 영농광열비 절감효과가 크다 3.9

작물의 수량이 많고, 품질이 좋다 3.2

A/S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3.5

기타 3.3

주: 1=결코 동의하지 않음, 5=매우동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3). 시설원예농가조사결과.

향후 에너지 절감시설에 대한 농가들의 의향 조사에서 현상 유지 및 확

대하겠다는 답변이 많았고, 축소하겠다는 농가는 아주 적었다<표 3-6>. 향

후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농가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농가들은 시설 설치 및 이용에 대해 경제적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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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 현상유지 축소 합계

다중피복 38 (28.4) 93 (69.4) 3 (2.2) 134 (100.0)

다겹보온커튼 65 (42.8) 85 (55.9) 2 (1.3) 152 (100.0)

수평커튼 30 (29.1) 71 (68.9) 2 (1.9) 103 (100.0)

수막시설 8 (10.8) 66 (89.2) -　 74 (100.0)

배기열회수장치 11 (17.5) 50 (79.4) 2 (3.2) 63 (100.0)

우려하고 있다. 물론 농업용 면세유 및 농사용 전기 가격에 따라 농가의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표 3-6. 에너지 절감시설에 대한 향후 계획

단위: 명,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3). 시설원예농가조사결과.

1.2. 신재생에너지 이용 효과와 개선방안  

신재생에너지(지열, 목재펠릿, 공기열) 이용과 관련한 조사분석 결과, 조

사에 참여한 농가들 중 80% 이상이 지열 히트펌프, 공기열 히트펌프, 목재 

펠릿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표 3-7>.

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2009년부터 실시하여 보급 시작 시점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7. 대체에너지 보유시설 유무

단위: 명, %

　 빈도 퍼센트

있다 33 15.3

없다 180 83.7

과거에 보유했으나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 2 0.9

합계 215 100.0

주: 무응답 6명 제외.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3). 시설원예농가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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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들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에너지절

감시설 부문과 마찬가지로 초기 투자비가 높고, 유지 및 보수비용 문제를 

우선으로 꼽았다<표 3-8>. 지열 및 공기열 히트펌프에 대한 초기 투자비가 

높다. 현재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자부담 20% 중 10%는 연리 

3%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어, 시설 보급은 

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3-8.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 이유

　
지열 히트펌프 공기열 히트펌프 목재펠릿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지, 보수 비용 큼 123 72.8 90 59.2 83 53.2

장기적 영농포기 3 1.8 2 1.3 2 1.3

기존 경유가 효율적 17 10.1 17 11.2 23 14.7

경영규모 축소 - - 2 1.3 1 0.6

기타 26 15.4 41 27.0 47 30.1

합계 169 100.0 152 100.0 156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3). 시설원예농가조사결과.

설문에 참여한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종류를 보면,

공기열 히트펌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9>. 공기열 히트펌프는 지

열에 비해 설치비용이 적고, 효율이 좋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공기열 히

트펌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전남 및 제주지역으로 한정되어 전국적 

보급확대에 한계가 있다.

표 3-9. 보유 중인 신재생에너지 시설 종류

　 빈도 퍼센트

지열 히트펌프 4 10.8

공기열 히트펌프 17 45.9

목재펠릿 7 18.9

기타 9 24.3

합계 37 100.0

주: 무응답 184명 제외.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3). 시설원예농가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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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가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한 후 효과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생산량 증가와 난방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품질 향

상효과는 오히려 기존 경유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0>.

한편, 기존 경유 시설을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교체할 경우 교체비용은 

지열 히트펌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신재생에너지 시설 이용 후 효과

응답 수(명) 기존 경유 이용 시(기준) 평균

생산효과 20 100 103

난방효과 25 100 109

품질효과 20 100 9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3). 시설원예농가조사결과.

표 3-11.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운영상의 문제점

과거(2012년 이전) 현재(2012년 이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운영 및 관리가 기존

냉난방 시설보다 어렵다
19 27.5 13 29.5

냉난방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11 15.9 9 20.5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
4 5.8 2 4.5

고장이 잦고, AS 등 사후

관리시스템이 미흡하다
22 31.9 10 22.7

고령화, 노령화로 조작 및

이용이 어렵다
1 1.4 0 0.0

운영 시 비용부담이 크다 12 17.4 10 22.7

합계 69 100.0 44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3). 시설원예농가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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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설치한 후 운

영상의 문제점으로 운영 및 관리가 기존 냉난방 시설보다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과거 잦은 고장부담 및 사후관리 문제 등은 상당부 개선됨을 

알 수 있다. 패턴인 고장 부담 및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부터 벗어나고 있

는 추세이다.

그 밖에 농가가 운영 및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하는 문제들은 시설이 가

지고 있는 용량보다 더 많이 사용하여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들로 조사되었

다. 따라서 농가가 운영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농한기 및 겨울철에 시설

관리에 대한 영농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시설에 대해 농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은 설치비용과 유

지 및 보수비용이 비싸다는 것이다. 특히 경유를 이용했을 때보다 작물의 수

량이나 품질 향상 효과에 대해서는 인색한 평가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표 3-12.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응답수(명) 5점 척도(평균)

설치비용이 비싸다 77 4.6

설치 유지, 보수 등 운영비가 비싸다 75 4.4

유류비나 전기 등 영농광열비 절감효과가 크다 69 3.4

경유를 이용했을 때보다 작물의 수량이 많다 71 2.7

경유를 이용했을 때보다 작물의 품질이 좋다 70 2.8

A/S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69 3.7

설치 시 시공 단가가 지나치게 높다 72 4.2

주: 1=동의하지 않음, 5=매우 동의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3). 시설원예농가조사결과.

끝으로 농가들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의향을 조사한 결

과는 <표 3-13>과 같다. 에너지 절감시설과 마찬가지로 현상유지하겠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지열 히트펌프의 경우 38.1%,

공기열 히트펌프 25.6%, 목재펠릿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목재펠릿의 경우 시설 난방용으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열효율을 현

재 4,000kcal/kg에서 4,500kcal까지 높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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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향후 계획

　
지열 히트펌프 공기열 히트펌프 목재펠릿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확대 32 38.1 23 25.6 4 5.4

현상유지 46 54.8 63 70.0 61 82.4

축소 6 7.1 4 4.4 9 12.2

합계 84 100.0 90 100.0 74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3). 시설원예농가조사결과.

농민들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노후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의 중요성

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시설 농가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

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농가 스스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

는 방안으로 작부체계의 전환도 언급하였다<표 3-14>. 작부체계의 전환

은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시기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에너지가 적게 

소비되는 시기에 생산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고온성 작물은 파프리카

의 경우 겨울철에는 남부 지역에서 재배를 하지 않고, 강원도 또는 고랭

지 등에서 재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표 3-14. 농민들이 생각하는 에너지 절감 방안

에너지 절감 방안
5점 척도

결과(중요도)

시설농가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보급․확대 4.69

농가의 작부체계의 전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4.07

노후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4.73

주: 1=거의 중요하지 않음 또는 매우 불만족, 5=매우 중요 또는 매우 만족.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3). 시설원예농가조사결과.

농가가 생각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은 설치비를 낮추는 정책,

A/S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농가의 초기 투자비 지원제도, 시설 운영

에 대한 교육 강화, 지역 및 작물에 따른 지원으로 나타났다<표 3-15>.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 평가 67

신재생에너지 보급 방안
5점 척도 결과

(중요도)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시 시공단가를 낮출 수 있는 정책 4.68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A/S가 용이하도록 개선 4.58

신재생에너지 이용 시 농가의 설치, 운영비 부담을 낮추어야 한다 4.72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정보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4.36

지역 및 작물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4.49

표 3-15. 농민들이 생각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방안

주: 1=거의 중요하지 않음 또는 매우 불만족, 5=매우 중요 또는 매우 만족.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3). 시설원예농가조사결과.

2. 농촌부문 에너지 정책 평가

1차년도의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에서는 도시에 비해 가구당 

평균 에너지 사용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으로는 더 많은 비용을 부담

하고 있다. 특히 농촌의 고령자이면서 저소득층의 에너지 지출비용이 상대

적으로 높다. 이는 농촌에서 생활에너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난방

에너지에 있어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석유류 같은 상대적으로 

값비싼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

다(박시현 외 2013: 89).

이런 문제로 인해 농촌에서 에너지 자립 및 비용 절감 요구는 매우 높은 편

이고,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그린홈 100만 호 사업, 저탄소 녹색마을, 도시가

스 공급 확대, 소형 LPG 저장탱크보급사업 등과 같은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농촌에서 에너지 자립 실적은 미흡한 편이다. 제1차년도의 연구

에서는 농촌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소비량의 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였다(박시현 외 2013: 57). 또한 정부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이 

농촌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시장규모를 확대시키고 기술개발, 가격인하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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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다양한 활동을 자극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시설 설

치비 지원 위주의 정부 정책은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 그 성과가 낮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자율적인 에너지 자립 노력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시현 외 2013: 75).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도시

가스와 같은 저비용의 에너지 공급이 늦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평가에 더하여 각각의 정책은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

2.1.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 열악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인 그린홈 

100만 호 보급 사업에 의한 농촌지역 신재생에너지 생산 가구는 약 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그린홈 100만 호 사업의 신재생 에너

지 시설 설치비용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절대적인 액수는 여전히 높

은 편이다. 1년차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택용 태양광 발전 시설의 경

우  정부에서 권장하는 표준 용량인 3kw의 경우 약 1,050만 원 소요되는

데 그린홈 100만 호 사업 지원을 받을 경우 자부담은 약 650만 원 소요된

다. 또한 지역 냉난방 시설은 옵션에 따라 달라지지만, 평균 2,500만 원의 

설치비가 소요되는데 그린홈 사업 지원을 받을 경우 자부담은 약 1,250만 

원이 소요된다(박시현 외 2013: 65).

농촌지역에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안정

되고 유지·관리비가 저렴한 기기 및 시설 보급이 중요한데 현행 정책은 이 

부분이 미흡한 편이다.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이 농촌지역에서 크게 보급되지 못하는 

이유는 높은 설치비 문제도 있지만 잦은 고장과 높은 유지비 때문이다. 주

민들은 지열을 전기 먹는 하마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의 지원 사업

비를 받아서 지열을 설치했어도 높은 유지비 때문에 개별 가정용으로는 적

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태양열 온수기의 경우 설치비가 저렴하고 에

너지 절감효과도 높지만 잦은 펌프 교체 등으로 수요가 높지 않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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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 기반 효과 미흡

주민 참여에 기초하여 마을 단위로 에너지 자립 기반을 목표로 한 저탄

소 녹색마을 정책은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 부족으로 당초의 계획과는 다른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에너지 자립기반에 기여하는 바

가 높지 않았다. 특히 바이오가스 플랜트의 마을 설치는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행정의 반대와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이 포기되거나 변질되는 경우가 많

았다(박시현 외 2013: 74).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그 성과가 낮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자율적인 에너지 자립 노력을 이끌어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마을은 대부분 50

억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수혜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평균 

7,500만 원 정도가 투자된 셈이지만 이로 인한 에너지 절감 비용은 가구당 

연간 1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시현 외 2013: 75).

2.3. 도시가스 공급 제약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가스는 석유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공급

만 된다면 농촌지역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이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률은 매우 낮다. 전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76.4%에 해당하는데 농촌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8.3%에 미

치지 못하고 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난방연료는 석유나 연탄 등에 의

존하고 취사용 연료는 프로판가스에 의존함으로써 에너지 비용을 높인다.

농촌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경제성 때문이다.

1,412개에 달하는 전국 읍면지역의 공급여건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평균

개념에 기초하여 몇 가지 가정조건을 설정하여 경제성을 분석한다. 통상 

미공급지역 읍면은 기존 도시가스회사의 지역배관망에서 수십 ㎞ 이격되

어 있고17 수요밀집도가 현격히 낮지만 가능한 한 양호한 조건과 추가수요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 평가 70

도시가스 농촌공급 경제성 분석 가정 조건
해당지역 상황:

기존 지역 배관망 이격거리 10km(배관투자비 3.5억/km)

구역 내 공급관 5km(배관투자비 3.0억/km)

수요추정(세대 수):

가구당 연간가스 사용량 700㎥(열량환산 43,265MJ/㎥)

가구 수 1,000가구, 3,000가구, 5,000가구, 10,000가구

도시가스 요금(충남 가정용 평균요금 적용)

기본요금 760원/가구, 월 사용량 요금 23.43625/MJ(산업용은 별도 적용)

공급자 영업이익율: 2.5%

산업용 수요개발 시:

648.798㎥/연·개(전국산업체 평균)×4개(연간 총 2,595천/㎥ 증가효과)

개발 효과까지 감안하여 경제성을 분석한다.

경제성 분석 결과, 5천 가구 이하는 전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1

만 가구를 공급한다면 손익분기점(Break Even Point)까지 28년이 소요(현

재 민간가스 사업자가 보통 16～20년의 BEP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18

17 충남지역의 미공급지역인 청양군의 경우, 청양읍 일원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가스공사 보령GS가 공급하는 보령시에서 25㎞의 Main 배관과 청양

군 내 중저압 23㎞ 등 총 48㎞의 배관망을 건설해야 하며, 투자비는 약 2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됨(중부도시가스).

18 가정에서 배관망 건설을 15㎞에 50억 원으로 가정하였으나 대부분의 미공급 

읍면지역은 기존 배관망과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배관망 건설비는 

이보다 많을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실제 경제성은 표보다 낮은 결과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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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수(개) 1,000 3,000 5,000 10,000

수익

및

추정

이익

기본요금 9,120 7,360 45,600 91,200

사용량요금 709,779 2,129,336 3,548,897 7,097,785

총수익 718,899 2,156,696 3,594,493 7,188,985

영업이익 18,157 54,471 90,785 181,571

손익분기점(BEP:년) 275 92 55 28

표 3-16. 도시가스 농촌공급 경제성 분석 결과(산업용 미반영)

단위: 천 원

산업용과 함께 농촌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한다고 할 경우 BEP는 획기

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1만 가구 공급 시 BEP는 21년까지 앞

당겨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분석에서 가정한 산업용 물량(약 2,595천/㎥)은 

현재 공급되는 평균 물량으로 도시가스 요금 산정구조상19 단위당 단가 인

하에 기여할 수 있다<표 3-17>.

19 현행 도시가스 공급비용산정기준의 요금결정 방식은 공정보수주의 방식을 적

용하고 있음. 공정보수주의 방식은 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요금 총

수익으로 하고 판매량으로 나누어 요금수준을 결정하므로, 투자비를 포함한 

총괄원가가 일정하다면 당해 연도의 판매물량의 증감에 따라 소비자요금이 결

정되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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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수 1,000 3,000 5,000 10,000

수익

및

추정

이익

기본요금 9,120 27,360 45,600 91,200

사용량요금 3,128,204 4,547,761 5,967,318 9,516,211

총수익 3,137,324 4,575,121 6,012,918 9,607,411

영업이익 79,239 115,553 151,867 242,652

BEP(년) 63 43 33 21

표 3-17. 도시가스 농촌공급 경제성 분석 결과(산업용 반영)

단위: 천 원

주: 시설분담 수입은 구역 내 공급관 연장을 감안하여 반영하지 아니함.

2.4. 주민 참여형 에너지 공급 기반 취약 

농촌의 특성상 에너지 자립은 농촌 주민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된다. 따

라서 정부 정책과는 별도로 주민 스스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1년차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은 다양한 사례로서 의미를 갖지만 에너지 생산 

실적 면에서 보면 크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박시현 외 2013: 66).

도시지역에서 최근 시행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와 

같은 조직적인 움직임도 미흡한 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농촌의 전통적인 

기술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저감기기 및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

지만 아직까지 실험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적정기술을 사업 

아이템으로 삼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거나 귀농 귀촌·교육에 적정

기술 교육이 편입되고 있는 정도이다.

2.5. 주거 정책과 에너지 정책 연계 미흡

생활에너지는 주택이 제공하는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의 열효율이 

낮으면 가구는 난방에너지 소비를 늘려야 하며, 열악한 채광을 가진 주택

이라면 낮에도 조명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가 높다. 이러한 이유로 생활에

너지의 절감은 주거의 물리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같은 이유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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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에너지 절감 정책은 주거 정책과 관련성이 높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생활에너지 정책과 주거 정책을 연계하는 노력은 많

지 않은 편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령자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기

존 노후주택 리모델링사업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주민 복

지 차원의 일과성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농촌의 마을회관이나 경

로당을 에너지 저감형 건축물로 신축하기를 권장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정

책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지는 못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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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향20

1.1. 미국

1.1.1. 국가 에너지 정책 목표

미국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경기회복과 고용 창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

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장기간에 걸친 경기 둔화로 실업과 고용 환경이 

악화되면서 새로운 해법을 찾고 있던 미국 정부는 신에너지산업에 주목하

였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고용 향상과 경제 위기 극복을 꾀하고 있다. 풍

력발전기로 잘 알려진 펜실베이니아주의 발전시스템, 네바다주의 태양광 

열판 시설 등이 그 예이다. 미국 정부는 경기부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을 토대로 에너지산업에 579억 달러를 투자

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표 4-1>.

에너지에 관한 한 대외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전략적 인식으로 2017년까

지 석유, 천연가스 등 전체 에너지 매장량의 약 75%를 개발하고, 신재생에

너지 개발 및 보급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 2년차 위탁연구(김배성)를 요약 정리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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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감세

에너지/
환경개발

에너지
관련
재정지원

기술개발 계

투자금

(억 달러)
209 233 117 102 579

표 4-1. 미국 경기부양법의 에너지 관련 산업 지원계획

자료: 외교통상부(2012). 주요국 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

미국 에너지부(Strategic Plan에 의거) 국가 청정에너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 6개 분야의 전략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 시스템 구

축 계획을 수립하였다. “6대 분야는 청정전력생산, 전력망 현대화, 빌딩․

산업 에너지효율 향상, 대체연료 생산, 수송용 배터리, 수송수단 효율 향상 

등이며 이를 통해 미국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28%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에너지관리공단 2012).

에너지부 예산 중 EERE(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예산

을 가장 높게 책정하여 빌딩들의 에너지 효율성을 50% 이상 향상시키고 

100만 채의 집들을 단열 처리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수입원유를 2025년까지 1/3로 감소시키고 2035년까지 모든 전기의 80%를 

Clean Electricity로 대체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1.1.2.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

신재생에너지 중 바이오에너지 부문의 중요성을 인식한 미국은 재생연

료기준(RFS: Renewable Fuel Standard)을 법제화하여 바이오연료 생산을 

촉진하였다. 2005년 에너지정책법에서 최초로 제도를 도입한 후 2006년 

40억 갤런, 2009년 61억 갤런, 2012년 75억 갤런을 생산하였다. “2007년 

에너지독립안보법에 의해 2022년까지 360억 갤런 생산을 의무화하였으며 

미국 에너지부 예측 결과, 2022년 300억 갤런, 2030년 400억 갤런 생산을 

전망하였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바이오에너지 생산의무화에 따라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등의 생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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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대되는 가운데 2015년부터 신규차량의 50% 이상은 85% 에탄올 연료 사

용을 의무화하였고, 향후 대체연료기준(Alternative Fuel Standard: AFS)을 확

대․개편하여 바이오디젤과 수소 연료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공급기준(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RPS)은 각 주

정부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 중이나 워싱턴 DC를 포함한 26개 주 정부에서는 

이미 제도 자체를 시행 중에 있다. 2007년 에너지독립안보법 제정 당시 미 

의회는 RPS 의무 비중 15% 달성을 결의하였고, 오바마 대통령 역시  2025년

까지 전체 전력 수요의 2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각 

지방 정부는 2025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의 목표치를 해당지역의 

발전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인증(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 제도를 통해 달성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26개 주의 평균 목표 달성률은 94% 수준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Tariff: FIT)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소규모 

발전소를 운영하는 인증시설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공익 사업자가 의무적

으로 구입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1978년 공익산업규제정책법(Public Utility

Regulatory Policies)에서 파생하였다”(외교통상부 2012). 이 제도를 통해 공

익 사업자들은 인증시설사업자들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계약(20～30

년)을 맺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소규모 발전소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미국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도 잘 활용하고 있다.

먼저 생산세액공제(Production Tax Credit: PCT)는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한 

단위 전력 생산량당 일정 금액의 법인세를 전력 생산자에게 공제해 주는 제

도이다(1992년 에너지정책법에 의거). 둘째, 신재생에너지 생산 인센티브

(Renewable Energy Production Incentive: REPI)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에 

의해 생산․판매되는 전력에 대해 생산이 시작된 시점부터 10년 동안 일정금

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용에너지에 대한 세액

공제제도로 태양광(열), 지열사용 및 발전, 연료전지 등의 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용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부분(최대 30%)의 세금을 감액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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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본

1.2.1. 국가 에너지 정책 목표

2011년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사고 이전, 일본의 국가 에너지원 비중

은 화석연료(57%)와 원자력(26%)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에 비판적인 여론이 부각되면서 2012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에너지

믹스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되었다.

에너지믹스의 재검토 배경은 2010년의 「에너지기본계획」에 있었다. 이 

시기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목표는 2009년 현재 9%인 신재생에너지 비중

을 2030년까지 21%까지 높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높은 원자

력 비중(2009년 29%, 2030년 53%)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이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원전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의 안전 

확인을 얻은 원전에 한해서만 재가동을 허락하였으며 신규 원전을 만들거

나 기존 원전을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하였다. 2030년까지 

원전의존도를 100% 제거하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5%, 2050년에는 80% 수

준까지 줄일 계획인 일본정부는 CO2-Free 전원인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온난박람회대책기본법안」을 토대로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공급량 중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일본식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인 “고정가격구매제도”,

“후쿠시마 부흥 재생특별 조치법안” 등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에너지 관련 

정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1.2.2.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

2000년을 전후하여 전력 자유화정책을 도입되면서 전력회사들은 자체적

으로 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신중해졌고, 이에 따라 전력의 일정 비율을 신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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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03년에 시행한 RPS를 폐지하고 2012년부터 

전력회사가 신재생에너지를 일정가격에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재생가능에

너지 고정가격구매제도(FIT)”를 도입하였다. 대상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이었다.

제도 도입과 함께 규제완화 정책도 동시에 수행하였다. 2012년 일본 정

부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해 태양광, 풍력, 소수력발전의 허가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103가지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당시 총

리를 의장으로 하는 「행정쇄신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 39개, 전력시스템 

개혁 38개, 에너지 절약 26개 항목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을 마련하였

다. 특히 지열의 경우, 지역발전소 보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립공원 내 굴

착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도 하였다.

정책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본 열원은 태양광으로 FIT 제도 실시 이후 

일본 내 기업들의 “메가솔라 프로젝트” 등 대형 사업들이 지속되는 계기가 

되었다. 태양광의 경우 자원의 편재성이 적고, 기술개발의 여지가 크며, 향

후 가격 하락의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이었다.

바이오매스의 경우에는 나무, 축산분뇨 폐기물을 중심으로 발전소 건설

부지 인근에서 원료조달이 가능해 산업부흥과 고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전력인프라 부분은 문제가 없으나 가스인프라(열공급)의 문제

가 있어 향후 FIT와 기타 보조를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1.3. 중국

1.3.1. 국가 에너지 정책 목표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UNDP의 환경개발회의 이후, 중국정부는 “21

세기 중국의 의제”를 즉시 구성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05년 “신재생에너

지법”을 발표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산업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정부의 노

동의제에 포함시키는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주요국의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과 시사점80

이후 2012년 중국 국가에너지국(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NEA)은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부문별 발전목표를 담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12차 5개

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중국은 2015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0%, 2020년 15%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 100개소, 녹색에너지시범지역 200개소,

신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시범사업 30개소 등을 선정하여 신재생에너

지의 산업화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3.2.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

중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RPS, FIT, REC 등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관련 제도가 구체적으로 구축되어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보다 효과적이고 실

용적으로 신재생에너지법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개발 및 개혁위원회, 재무

부, 국가전력규제위원회, 건설부, 표준화관리위원회 등이 업무를 상호 협조

하며 각종 규정을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지방정부와 관련 협회에 전

반적인 에너지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장벽을 제거하

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 규정을 수정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지원제도도 구축되어 있다. 이 재원은 신재생에

너지 특별펀드로 조성하여 보조금의 형식으로 지원되는데 보조금의 지원 분

야는 “신재생 에너지 R&D, 표준 및 시범사업”, “농촌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사

업”, “도서지역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분산 전력 시스템 구축”, “신재생에너지 

자원조사,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신재생에너지 장비현지화” 등이다.

중국의 에너지원별 도입 계획은 다음과 같다. 수력발전의 설비목표는 2015년 

290GW와 2020년 420GW로 설정하였고, 풍력발전은 2015년까지 100GW(연간 

발전량 19만 GWh 이상), 2020년까지 200GW(연간 발전량 39만 GWh)로 확대할 

계획이다. 태양광에너지발전 설비용량은 2015년 21GW, 2020년 50GW로 설정하

였으며, 바이오에너지의 발전용량은 2015년 13GW로 계획하고 있다<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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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5 증감률(%)

수력(GW) 231 290 25.5

풍력(GW) 48 100 108.3

태양광에너지(GW) 3 21 600.0

태양열(집열)(억 ㎡) 2 4 100.0

바이오매스(만 toe) 1,815 3,500 92.8

기타(만 toe) 341 - -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태양광분야에 크게 투자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

데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태양에너지발전 개발 계획(2012)’에서 태양에너지발전 

설비용량을 전체 설비용량의 1.5%(21GW)까지 증가시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4-2.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도입실적 및 목표

자료: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원(2012). 내부 자료.

1.4. EU

1.4.1. 에너지 정책 목표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량 증가는 에너지안보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이라

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사용 시 안전성

도 부각되면서 EU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 중요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

고 있다. 녹색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이 점

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기술혁신을 통한 에너지 환경 변화는 EU로 하여

금 신재생에너지산업이 국제 경쟁 시대의 신성장 동력임을 인식하게 하였다.

1997년 초 EU는 2010년 이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2배로 늘리는 

것에 동의하였고 긴 토론을 거쳐 이에 대한 규정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2001년 전기 생산에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확정하고,

2003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추가 방향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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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010
2010년
달성율

2020

EU 지침에
의한 목표

실천계획
목표

EU 전체 5.4 45.0 20 20

오스트리아 22.8 26.8 78.8 34 34

스웨덴 26.6 33.9 69.2 49 50

포르투갈 13.4 23.3 75.2 31 31

핀란드 21.8 25.3 66.6 38 38

헝가리 3.3 7.6 58.5 13 13

이탈리아 5.7 10.6 62.4 17 17

덴마크 8.1 20.3 67.7 30 33

슬로바키아 2.6 7.8 55.7 14 14

독일 2.4 9.9 55.0 18 18

스페인 5.1 11.8 59.0 20 21

폴란드 4.0 7.2 48.0 15 15

체코 3.6 5.8 44.6 13 13

그리스 5.3 7.8 43.3 18 18

프랑스 6.5 8.0 34.8 23 23

벨기에 1.0 4.2 32.3 13 13

네덜란드 1.5 3.8 27.3 14 14

아일랜드 1.6 4.6 28.8 16 16

룩셈부르크 1.0 3.2 29.1 11 11

영국 0.9 3.4 22.7 15 15

2007년 EU는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2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에너지 사용 효율도 20%까지 

높이기로 하였다. 온실가스 배출은 1990년 대비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2008년에는 에너지와 기후를 함께 묶는 포괄적인 정

책을 각 회원국에 권장하였다.

독일은 유럽 국가 중 재생에너지 사용에 가장 모범을 보이는 국가로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생산의 18%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난방의 

14%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기로 하였다<표 4-3>.

표 4-3. 유럽 국가별 에너지소비 대비 신재생에너지 목표

주: 2010년 달성률은 EU 지침과 대비임.

자료: 에너지관리공단(2012). 『신재생에너지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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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10 2012 2013
비중
(2013)

독일 6.3 19.0 27.5 29.7 25.7

이탈리아 2.6 5.8 11.4 13.0 11.3

스페인 3.6 12.5 15.0 16.8 14.5

영국 1.7 5.0 8.1 10.9 9.4

덴마크 1.8 2.8 3.4 3.7 3.2

스웨덴 1.2 3.5 4.4 5.0 4.3

기타 6.9 22.6 32.0 36.4 31.5

계 24.1 71.2 101.8 115.5 100.0

1.4.2. EU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

독일은 EU 국가 중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국으로 EU 최대의 신재

생에너지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2013년 바이오연료 생산은 261만 5천 

톤(석유환산)으로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세계 3위의 생산국이며, 기타 신

재생에너지 소비도 3,000만 톤으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소비 국가이다.

표 4-4. 유럽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소비량

단위: 백만 톤(석유환산)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2014).

독일은 202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을 18%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재생에너지법」과 「재생에너지난방

법」을 통해 발전차액지원(FIT), 재생에너지 투자 지원 프로그램(MAP) 등

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다.

재생에너지투자 지원 프로그램(Market Incentive Programme: MAP)은  

태양광 집열기, 바이오매스 보일러, 지열 등을 통한 난방이나 발전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보조나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0년까지 전체 전력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 비중

을 35%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으며, 이를 위해 기존 재생에너지매입법 을 

2000년에 재생에너지법(Erneuerbare Energien Gesetz: EEG)으로 대체하였

다. 여기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원별 지원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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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 목표 범위

육상풍력 24～32

해상풍력 33～58

바이오매스 발전 32～50

해양에너지 1

바이오매스(열) 36～50

히트펌프(공기열, 지열) 16～22

신재생수송 최대 48

기타(수력, 지열, 태양광) 14

력회사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의무적으로 규정 금액을 적용하여 

구입하게 되어 있다. 물론 매입 금액은 일반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된다.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난방을 촉진하기 위해 2008년 재생에너지난방법

을 제정하여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난방을 14%까지 증가시키

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2009년부터 신축 건물은 일부분 신

재생에너지 난방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기존 주택에는 신재생에

너지 난방시설 설치에 대한 보조 및 융자제도를 시행 중이다. 바이오연료

혼합법을 통해 연료보급을 위한 세제 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며 태양광 및 

풍력발전의 비중도 높여갈 계획이다.

영국은 2027년과 2050년까지 탄소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각각 50%,

80% 수준까지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11년

에 수립된 탄소플랜에 의거하여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30%까지 확대

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2020년까지의 에너지원별 목표 중 해상풍력의 규모를 가장 크게 가져갈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영국은 32GW급의 초대형 풍력단지 9개소에 대

한 개발 계획을 허가하였으며 사업성과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바로 사업

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4-5. 2020년 영국 재생에너지원별 목표

단위: TWh

자료: DECC, UK Renewable Roadmap(20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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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신차 생산량 중 저탄소 차량의 비중을 60%

까지 끌어올리고 이미 운행 중인 차량의 탄소배출도 줄일 계획이다. 2008

년에는 수송연료의 일정비율을 바이오연료로 공급하는 바이오연료 의무사

용(Renewable Transport Fuel Obligation: RTFO) 제도를 시행하였다.

2020년까지 전체 난방 에너지수요의 2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

획으로 지열히트펌프, 바이오매스, 태양열 등 청정에너지 냉난방시스템을 

도입하는 건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신재생열인센티브(Renewable Heat

Incentive: RHI) 제도를 도입하였다. 가정부문도 그린난방시스템 도입가구

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영국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녹색투자은행을 설립,

2015년에 30억 파운드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식 발전차액 보조방식의 장기계약제도(Long-term Contract)는 전력

공급자와 탄소저감발전사업자 간 행사가격과 기준가격에 대해 장기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존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Renewable Obligation: RO)

제도와 병행하여 운영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는 RPS와 유사한 개념으로 전력공급자에 대해 연

간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의무 공급하

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원을 이

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력공급자에 판매할 수 있는 일종의 인증서

(Renewable Obligation Cerificate: ROC)를 부여할 수 있으며, 전력공급자

는 이 ROC를 구매함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이행할 수 있다. 소

위 우리나라의 REC와 유사한 개념이다.

스페인은 2020년까지 전체 1차 에너지 생산의 20.8%, 전체 전력생산의 

38.1%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수송연료 및 가솔린 에너지 소비의 

9.2%를 바이오연료로 공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외교통상부 2012). 그

러나 스페인은 최근의 재정위기로 성장과 투자가 정체되면서 신재생에너

지 구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대표적인 스페인

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인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정부의 부담으로 다소 위축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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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는 에너지자립도 100%를 넘어 유럽국가 중 유일하게 에너지자립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 현재, 덴마크는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22%를 신재생에

너지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중 바이오매스의 생산 비중이 가장 크고  풍력, 바

이오가스 등의 생산량도 많다. 덴마크 전력생산 중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생

산 비중은 41%로 전력만 보면 덴마크의 신재생에너지 경쟁력이 매우 높다.

2008년 「에너지 정책협정」에 따라 덴마크 정부는 2020년 1차 에너지 소

비를 2006년 대비 4%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2011년 「에너지전략2050」에

서 2020년까지 화석연료 소비를 2009년 대비 18%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소비의 33%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은 2011년 41%에서 2050년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다. 전체에너지의 82%(2010년 

기준)를 원자력을 이용해서 생산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8% 수준이

다. 2008년에 발표한 “국가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에서 프랑스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3% 이상으로 높이고자 하였다. 2020년까지 신재생에

너지 비중을 발전분야 27%, 열분야 33%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 주요국의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21

2.1. 미국

2.1.1. 정책 배경

미국의 농업에너지 정책의 배경에는 농장의 에너지 생산과 보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제고 등이 내재되어 있다. 역사적인 경험에서 농업의 에너

21 2년차 위탁연구(김배성)를 요약·정리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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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일반 산업부문보다 낮아 새로운 농법과 에너지저감 

기술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농업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유럽에 비해 아직 낮은 단계이

며 기존 화석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해 인센티브를 잘 활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용이 세 배 늘어날 경우, 농업·농촌에 최대 2

백억 달러 신규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배기

가스도 자동차 7천억 대 분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농업의 환경적 가치에 방점을 두고 바이오매스를 중

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였다.

2.1.2.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

미국의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은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은 2002년 농업법 내에 「농업보전 및 농촌투자법」을 정식 명칭화하여 

농업법 최초로 전체 10개 조항 중 1개를 에너지에 할애하여 청정에너지 기

술 및 농장의 청정에너지 사용, 에너지 작물 생산 운동 등에 새로운 활력

을 불어넣었다. 이후 2008년 농업법에서는 「식품 보존 및 에너지법」을 정

식 명칭화하였다. 여기에서는 최초로 ‘에너지’란 단어가 거론되었으며, 농

촌 에너지효율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기존의 농업․농촌 신재생에너

지원의 생산과 사용권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원의 생산 및 

사용, 개발 장려에 대한 신규조항들도 다수 추가하였다.

바이오연료 등 여러 세금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셀룰로오스 바

이오 연료에 대한 한시적 세금공제, 2010년 이후 연료 목적으로 수입되는 

에탄올에 대한 추가적 증세 등도 적시하고 있다.

미국의 구체적인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은 「바이오매스작물프로그램

(Biomass Crop Assistance Program: BCAP)」,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EPACT)」, 「에너지독립안보법(Energy Independent and Security

Act: EISA)」, 「재생가능연료기준(Renewable Fuel Standard: RPS)」 등이 대

표적이다<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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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태 주요내용

BCAP 비용지원
․농지 소유자(운영자)가 일정기준의 바이오매스 시설을 
이용하여 바이오매스를 수집, 저장할 경우 비용 지원

EPACT 세금혜택

․에너지 수요 확대 해결 목적
․온실가스 저감 생산 시설에 대한 세금혜택, 대출 보증
․휘발유와 바이오에너지 혼소 장려
․농가 가정의 에너지 보존에 대하 소득공제 혜택

EISA
수요확대

기술지원

․EPACT의 확대 개념, EPACT 의무사항을 보다 강화
․에너지안보(독립), 신재생연료 생산 증대, 소비자보호,

제품/건물/차량의 효율성 제고 등까지 확대
․바이오연료 수요확대 대비, 곡물 이외의 연료원도 재생
가능연료에 포함
․작물, 폐기물, 잔류물의 바이오연료 전환 기술개발 지
원으로 농장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유도

RPS 생산규제

․바이오매스의 사용 증가로 생산되는 에탄올에 대한 생
산 규정
․연차별로 에탄올 생산량을 의무사항으로 규정
․최소 의무생산량은 개량바이오연료, 셀룰로스, 바이오
디젤로 충족

표 4-6. 미국의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

자료: 외교통상부(2012). 주요국 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

BCAP는 2002년 농업보호 및 농촌투자법을 통해 승인되었고, 2008년 식

품보존 및 에너지법(2008년 농업법)에 의해 개정되었다. 농지 및 임지 소

유주와 운영자가 일정 기준의 바이오매스 전환시설(BCF22)을 이용하여 바

이오매스를 수집, 수확, 저장, 수송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EPACT는 에너지 수요 확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으

며, 온실가스 생산을 방지하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생산시스템에 대해 세

금혜택과 대출보증을 제공한다. 휘발유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바이오 소비

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재생가능연료에 대한 의무사항을 최초로 언급하였

고, 농가 가정의 에너지 보존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EISA는 EPACT의 의무사항을 확대․강화한 것으로 미국의 에너지 안보 

22 Biomass Conversion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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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존

바이오연료
개량

바이오연료
셀룰로오스
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디젤
전체 RFS

2010 12.0 0.950 0.100 0.650 12.950

2011 12.6 1.350 0.250 0.800 13.950

2012 13.2 2.000 0.500 1.000 15.200

2013 13.8 2.750 1.000 * 16.550

2014 14.4 3.750 1.750 * 18.150

2015 15.0 5.500 3.000 * 20.500

2016 15.0 7.250 4.250 * 22.250

2017 15.0 9.000 5.500 * 24.000

2018 15.0 11.000 7.000 * 26.000

2019 15.0 13.000 8.500 * 28.000

2020 15.0 15.000 10.500 * 30.000

2021 15.0 18.000 13.500 * 33.000

2022 15.0 21.000 16.000 * 36.000

확보, 청정 신재생가능연료 생산 증대, 소비자 보호, 제품․건물․차량의 

효율성 증대, 온실가스 연구 촉진,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위해 만들어졌

다.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화 대책을 제공함과 동시에 바이오연료 연구개발 

확대지원, 셀룰로오스 에탄올 연료에 대한 지원강화 등이 포함되며, 바이

오연료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곡물 이외의 연료원도 재생가능 연

료에 포함시켰다. 작물, 폐기물, 잔류물의 바이오연료 전환 기술 개발도 지

원한다. 여기에 더 나아가 에너지 생산효율 개선기술 개발, 환경영향평가,

관련 연구 및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금도 지급하게 된다.

RPS는 바이오매스의 사용 증가로 생산되는 에탄올에 대한 생산량을 규

제하는 것을 골자로 이미 미국은 2012년까지 에탄올 75억 갤런 생산을 의

무화한 바 있다.

표 4-7. 미국 RPS 바이오연료 의무량

단위: 10억 갤런

주: *는 최소 1,000(구체적인 수치는 관리자에 의해서 결정됨)을 의미함.

자료: 외교통상부(2012). 주요국 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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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독일

2.2.1. 정책배경

독일은 교토의정서에 따른 EU-15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온실가

스를 1990년 대비 21% 감축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국가적인 

에너지 정책과 더불어 농업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도 EU의 에너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다양한 목표가 마련되었다. 특히,「에너지과세지침(Energy

Taxation)」등을 통해 바이오연료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유가변동에 

민감한 농업용 차량 및 농기계 등의 바이오디젤의 수요 증대에 기여하였

다. 최근에는 바이오연료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어 정부지원을 줄여도 되

는 상황이 되었으며, 2012년에 거두어들인 바이오 연료세는 석유세와 비슷

한 규모까지 확대되었다.

2.2.2.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

바이오가스를 사용한 열병합 과정에서 생산된 열을 사용하면 발전소의 

에너지 발전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생산된 열의 일부를 바이오가스 발

전 사이클을 운용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독일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

고 생산된 열을 작물건조나 작물재배를 위한 온실 열원으로 공급하면 효율

성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독일은 열병합 발전소를 이용한 전기 생산에 대해 인센티브

(발전차액지원(FIT))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정책 방향을 실현해 나갔다. 특

히, 열병합 발전은 EU의 복합 열병합 발전(Combined Heat and Power

Plant: CHP) 지침에 따라 보다 큰 지원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독일의 에너지 정책 중 농업부문을 한정한다면 다른 정책보다는 

발전차액지원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으며 성과도 많았다. 현재 독일은 

농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기를 이용한 대규모 에너지 생산 시설에 대해서 

더 이상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제공되지 않을 만큼 보급이 확대되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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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난 10년간 독일 전역 농경지에 MW급 규모의 발전시설이 널리 퍼

져 생겨난 결과이다. 많은 농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요건에 맞는 대

규모 건물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을 이용한 전기 발전에 대해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보상금이 지원되면서 건물의 소유주에게는 상당

한 수입원이 발생하고 있다.

농가의 대규모 옥상공간은 종종 농업인들로부터 옥상 공간을 임차하는 

펀드 매니저들에게도 흥미로운 인프라이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은 초기 투

자비용 문제해결은 물론 부수입까지 벌어들일 수 있게 되었다. 보다 적은 

규모의 발전 시설은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공급에 이용된다.

그림 4-1. 농가 건물에 설치된 PV(태양광 발전)

자료: Sonnen-& Alternative Technik Ltd.

독일은 바이오매스 사용에 있어서 2020년까지 부문별로 생산량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중 농업분야 바이오매스 생산량 목표가 450～1,150PJ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농업폐기물이 550PJ, 산림분야 

바이오매스 300～400PJ 순이다<표 4-8>. 목표대로 바이오매스 에너지가 

생산된다면 이는 전체 주 에너지 수요의 15% 이상을 충당하는 엄청난 수

치이며 그 과정에서 농업부문이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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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분야별 에너지 생산량 목표

원별 바이오매스 생산량 목표(Peta Joule: PJ)

산림 300～400

농업 450～1,150

다양한 녹색 지역 100

농업 폐기물 550

합계 1,400～2,200

자료: 외교통상부(2012). 주요국 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

2.3. 일본

2.3.1. 정책 배경

농업은 지구환경문제에 깊이 연관되어 있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

실가스의 비중도 매우 크다. 일본은 국토의 70%가 산악지대이고, 삼림비

율 67%로 온실가스의 「삼림 흡수」기능에 기대를 걸고 있다. 2009년 일본 

농림수산성 「지구온난화 대책본부」는 2020년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5% 줄일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는 농업과 관계가 깊은 바이오매스를 주목하고 있다. 앞

서 일본의 국가 에너지 정책에서 언급한 대로 바이오매스 원료의 수집·운

반은 비용이 소요되나 발전소 건설부지 근처에 원료가 있어 지역 산업부흥

과 고용효과가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가스인프라의 구축을 위해 바이

오매스(열 기준)의 낮은 수익성을 전력회사가 매입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현실적인 정책을 꾀하고 있다.

현재 바이오연료 지원을 위한 고정가격매입제도는 시스템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나, 농업에 대한 지원 개념으로 고정가격매입과 보완되는 

다른 제도가 결합될 경우 장기적인 바이오매스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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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한 일본의 대표적인 농업정책은 「국내신용제도(국

내 배출 삭감량 인증제도)」이다. 이는 국내 배출량 거래와 중소기업의 환

경관련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일본 경제산업성

이 중심이 되어 추진된 정책이다.

표 4-9. 일본의 신용인증사업 내역

배출삭감사업자 공동사업자 사업개요

(유)메르헨로즈 昭光通商㈱ 장미농원에 히트펌프 도입
(유)오카마츠장미원 四国電力科 장미농원에 히트펌프 도입

엔슈연료이용조합 ソニー㈱ 메론 재배농가
목재 바이오매스 도입

(유)타테이시양식장어
凸版印刷㈱
㈱

양식 장어장
목재 바이오매스 도입

헤이군온실장미조합 関西電力㈱ 가온하우스 29개소 
연료전환

코치현 목재펠렛이용

촉진협의회
イオン㈱ 시설원예농가

목재 바이오매스 도입

㈜아마타케 ㈱FTカーボン 브로일러 농장
목재 바이오매스 도입

㈲ 予子林
㈱日本総合研究所
㈱StrapyaNext

토마토 재배시설
목재 바이오매스 도입

하야(下野)농업협동조합 東京電力㈱ 토마토 생산용 하우스
목재 바이오매스 도입

JA그룹 宮崎 환경대책

협의회
九州電力㈱ 농업용하우스 히트펌프 도입

JA그룹 宮崎 환경대책

협의회
九州電力㈱ 농업용하우스 히트펌프 도입

자료: 일본신용인증위원회(2012). 내부 자료.

일본 내 “신용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일정 배출감축방법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시설에서 감축된 CO2양을 크레디트(신용)로 인증하여 공동 사업

자에게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중 바이오매스에 대한 정책적 가중치가 매우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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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다. 풍부한 농촌 바이오자원 활용을 통해 환경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

고 동시에 농촌에너지산업에 거는 기대도 크다. 농산촌의 바이오매스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산업화에 의한 고용 창출, 에너지 자급 달성에 대한 긍정

적 효과가 국책 바이오매스산업의 추진 배경이다.

농림수산성 중심으로 관련 7개 성이 연계 추진하는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 전략」에 따라 2010년 말 300개 지역 바이오매스타운을 정비하였다.

이후 일본은 이를 더욱 확장하여 2012년부터 바이오매스 이활용 추진계

획 관련법을 만들고 2020년까지 600개의 바이오매스타운 조성을 공표하였

다. 중요한 것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2011년

까지의 바이오매스종합전략은 에너지 정책의 전략적 접근이었다면 이후는 

좀더 구체화되고 체계화된 정책이 가미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은 2011년까지의 에너지 정책을 돌아보고 그동안의 바이오매스 정

책의 기술적인 부분과 사후관리의 미흡, 부가가치적으로 농업농촌개발과 

연계되지 못한 점을 반성하였다. 이후 기존에 추진되었던 “바이오매스타

운”을 “바이오매스 산업도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전의 바이오매스 종합전략은 계승하여 추진하되 “광역형(바이오매스

가 발생하는 광역단지에서 나오는 바이오매스를 활용, 지산지소 개념)”,

“수입형(목재가 많이 나오는 곳에서 펠릿공장 설립)”, “고부가가치형(소재 

가치 상승)” 등의 개념으로 나누어 바이오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를 생산에 그치지 않고 농업과 연계하여 발전시키겠다는 정부

의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세부적인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으로는 「농산어촌 활성화 재생가능에

너지 종합추진사업」, 소수력을 통한 발전, 목질 바이오매스의 이용확대 정

책, 에너지 활용 극대화를 위한 시설원예 거점 정비 등이 있다.

2.4. 중국

1970대 이후, 중국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

으며, 정부 정책을 통해 농촌에너지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였다.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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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석탄난로 보급 확대, 장작용 나무와 관목 심기, 소수력발전소 개발, 바

이오가스 생산, 태양열난로 확대, 태양열 온수히터와 태양열 주택 건설 장

려, 풍력과 지열에너지 개발확대 등이 있다.

이 중 소수력발전소 개발, 바이오가스 생산 등은 오래전부터 추진되어온 

정책이며 이미 광범위한 지역에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소수력발전을 제외

하면 중국의 농업에 있어 실효성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2008년 “국가발전화개혁위원회”의 소수력발전 개발 2006～2008 계획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02년 이후 18년간 소수력발전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일상용 1차 에너지로서 2,830만 농가(약 1억 400만 명)를 지원하였다. 이

후 2009～2015 소규모 수력발전 개발계획에서는 2015년까지 소수력발전 

보급용량을 171만 KW로 늘려 171만 농가(678만 명)의 생활에너지를 공급

하기로 계획하였다. 또한 2011∼2015년 동안 중앙정부는 300개 거점 지역

에 소수력 발전개발 프로젝트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농촌지역 소수력발전 정책은 1960년대 초에 제안되었고, 1991년 다시 

쟁점화되었다. 정책의 요점은 “자체건설, 자체관리 및 사용”으로 투자자들

이 자신들이 건설한 소수력발전소를 소유하며, 이 발전소의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를 책임지고, 자신들이 우선적으로 전기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소규모 수력발전 기업은 소득세를 면제 받았고, 면제 받은 금액은 기업들

이 다시 추가투자에 사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갔다.

3. 주요국의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의 시사점

3.1.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함의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와 화석에너지 고갈에 대비하여 세계 각국은 에너

지효율성을 높이고 자국의 재생에너지 부존자원을 산업화하는 데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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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소비를 늘리지 않으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궁극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민간 주도보다는 정부의 철학적인 정책방향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

간 부문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는 방향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국

가들은 이를 위해 많은 정책적 오류와 수정을 통해 국가 에너지 기반을 확

립해 나가고 있다. 농업에 있어서도 음식쓰레기부터 축산폐기물, 지열, 풍

력,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

직까지는 한계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결국 신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합리적인 가격의 에너지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핵심이나, 아직은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신재생에너

지 개발 노력을 압도하고 있다. 여기에 농업에 점점 불리하게 변해가는 경

제 환경, 유럽연합의 농업보조금 삭감에 대한 논의 등도 신재생에너지 발

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경제적 여건이 불리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전략적 중요성 측면에서 농업 청정에

너지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바로 회복력이며, 청정에너지 농업은 전통적  

농업 방식에 비해 훨씬 자족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농업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산업은 경제적 측면 이상의 큰 이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농촌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은 걸음마 단계이다. 따라

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국가에너지 정책과 농업․농촌 에너지 정

책을 살펴보고 각국 정책의 장단점과 제도 등을 개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시행의 방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2. 시사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들은 2020년 이후 온실가스 절감 목표

를 대부분 2000년대 후반 대비 20% 이상을 절감할 계획이며, 전체 에너지

에서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율도 비슷한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환경 목표 설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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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및 국가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 RPS, RFS(미국), RPS(독일), RO(영국)

발전차액지원 FIT(미국, 일본, 독일), LTC(영국)

재생에너지거래지원 REC(미국), ROC(영국)

각종 인센티브 및 보조 PCT·REPI(미국), MAP(독일), RHI(영국)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정 기간 경과 후, 손익 분기점을 넘어서면 일반 

에너지 생산비용보다 낮을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미국이 안정적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고, 청정에

너지 연구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선진국의 구체적인 에너지 육성정책은 크게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PS계열), 발전차액지원제(FIT계열), 재생에너지거래지원(REC계열), 세

금 및 보조금 지원(PCT계열) 등이다. 국가별로 다소 제도명의 차이는 있으

나 이 세 가지 부류가 대부분이며, 여기에 규제완화(일본), 열인센티브제도

(영국) 등이 추가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유럽은 FIT 제도를 통하여 상당부문 신재생에너지의 인프라를 구축하였

고, 미국 역시 유럽의 성공사례를 본받아 FIT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FIT

는 보급규모 예측이 어렵고 정부 재정부담이 큰 제도이나 에너지 관련 중

소기업 발전에 용이하고 신재생에너지제도를 민간 차원에서 정착하는 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토지형과 유사한 일본이 그동안 지속해 왔던 RPS 정책을 

종료하고 일본식 FIT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RPS 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

고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기반 확립에 FIT 제도가 유리하다는 판단에 기인

했다. 한국은 기존 FIT 제도를 종료하고 RPS 제도를 시작하여 일본과 반

대의 정책흐름을 보이고 있다.

표 4-10. 주요국의 부류별 신재생에너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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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고, 화석에너지 수요가 여

전히 커 신재생에너지산업 기반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FIT 제

도 폐지보다는 상황에 맞게 RPS와 병행하는 에너지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의 농업․농촌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대부분 국가 전체 에

너지 정책과 연결된다. 정책적 배경은 농업의 환경적 가치 인식과 세계적 

에너지 정책 흐름 준수, 농업․농촌 분야의 고용창출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농업부문만을 한정할 경우, 일반 에너지 정책 수단과 연계는 되

어 있으나 대부분 바이오에너지 중심의 정책들이 많다.

이는 태양광(열), 지열, 풍력 등이 일정한 형태로만 사용이 가능한 에너

지원인 반면, 바이오매스는 농업, 산림, 일반 산업체에서 모두 조달 가능

한데다, 목재, 유채오일, 바이오가스, 고형축분연료 등 고채와 액체, 가스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바이오매스는 가공되는 

공정에 따라 전기, 연료, 냉난방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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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비교

주요 내용

에너지

정책목표

미국

․’20년 온실가스 배출량 ’08년 대비 28% 감축

․’20년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 50% 향상

․’25년 전체 전력의 2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35년 모든 전기의 80%를 청정전력으로 대체

일본

․’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1%로 확대(’09년 9%)

․’30년 원전의존도 100% 제거

․’50년 온실가스 배출량 ’90년 대비 80% 감축

EU
․’2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0%로 확대

․’20년 온실가스 배출량 ’90년 대비 20% 감축

독일

․’2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18%로 확대

․’20년 전체 전력의 3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20년 신재생에너지 이용 난방 14%로 확대

영국

․’2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30%로 확대

․’20년 신재생에너지 이용 난방 25%로 확대

․’27년 탄소 ’90년 대비 50% 감축

육성정책

미국

․RFS(재생연료기준): 바이오연료 생산 촉진

․RPS(재생에너지공급기준): 재생에너지 의무 사용

․REC(재생에너지인증): RPS 제도 검증 수단

․FIT(발전차액지원): 재생에너지 생산자에 대한 보조

․PCT(생산세액공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세금혜택

․REPI(재생에너지인센티브): 생산자 일정 금액 지원

일본
․고정가격구매제도: 일본형 FIT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규제완화(103개)

독일
․RPS, FIT

․MAP(재생에너지투자지원):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보조

영국

․RHI(신재생열인센티브): 그린냉난방시스템 보조

․LTC(장기계약제도): 영국식 FIT

․RO(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 영국식 RPS

․ROC(신재생의무보증): 영국식 R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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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정책배경

미국

․농업의 환경적 가치 인식

․농업부문의 상대적 에너지 혜택 증가

․농업․농촌분야 바이오매스 잠재량 개발 수요

독일
․국가 에너지 정책과 더불어 EU의 에너지규정 준수

․바이오연료 생산 및 수요 장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기피 여론 형성

․국토의 70%가 산악지대로 온실가스 감축에 용이

․바이오매스의 농업 분야 고용 창출

육성정책

미국

․BCAP: 바이오매스 수집, 저장 비용 지원

․EPACT: 온실가스저감시설에 대한 세금, 대출 혜택

․EISA: 바이오연료 수요확대 기술지원

․RPS: 연차별 에탄올 생산 규정

독일
․FIT: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열병합과정에서 생산될 열을 작
물재배 및 건조에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

․농업지대의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에도 FIT 적용

일본
․국내신용제도: 온실가스 배출삭감량 인증(농업분야의 FIT)

․바이오매스산업도시 건설로 생산～소비 연계

표 4-12. 주요국의 농업․농촌 신재생에너지 정책 비교

우리나라 역시 시설원예의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고, 산림자원과 축산

업의 규모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바이오매스산업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기

반이 마련되어 있는 편이다. 자체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양돈 분뇨를 에너

지화할 경우 석유 158만 8천 배럴에 해당하는 에너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한육우, 가금류 등 전체 가축분뇨를 에너지화했을 경우 

원유대체 효과는 두바이유 2,594억 원, 브랜트유 2,775억 원, 텍사스유 

2,834억 원의 대체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2013년 강원 동해시(동서발전)에 연 11만 톤의 CO2 감축 효

과가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건립하였다. 우리나라의 

바이오매스 공급 가능성에 비해 발전사업은 아직 더딘 편이다. 전국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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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비가 50여 개 내외인데다 하루 처리량도 4만 톤 수준에 불과하다. 하

지만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시행과 함께 기업들의 관심과 투자도  

늘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에너지자원임을 감안할 때 농업의 바이오매스에 

대한 기여도는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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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부문 에너지 정책방안 

1.1. 기본 방향 

농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은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량의 1.8%로 적다.

하지만 농가의 소득안정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에

너지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 농업의 에너지 절감 대책의 기본 방향을 농가 

소득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 저소비 농업정착,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전략, 새로운 에너지 절감시설 발굴 및 보급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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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향

 농가소득 안정과 지속가능한 환경 농업 구현 

 ( 농업부문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추진

전략

에너지 저소비 농업 정착 

- 노후온실 개보수 및 시설현대화 

- 고효율 농자재 이용, 연간 10만 리터 이

상 사용농가 에너지 절감시설 의무화  

- 작부체계 조정으로 에너지 소비절감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지열, 목재펠릿, 공기열 보급 확대

- 농산, 산림, 축산 바이오매스 활용확대

- 연간 50만리터 사용농가 지열설치의무화

새로운 에너지 절감시설 
발굴 및 보급확대   

- 발전폐열 및 소각장 폐열 활용 

- 산업폐열 축열 운송 활용   

- 집단에너지 시범사업 추진 

주요

과제  

- 농업인의 에너지 다소비에 대한 인식전환

- 농업인의 에너지 관련 홍보 및 사용 관련 교육 실시 

- 초기 설치비 지원 강화 

- 농가의 경영조건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자원 
-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속도 조정

- 에너지 절감 시설 패키지 지원 방안 

- 지속적인 R&D 및 지층에 대한 DB 구축으로 시공비 절감

- 신재생에너지 시설 공급과 ICT 접목 기술 보급  
- 새로운 에너지 절감시설 발굴 및 보급확대

- 신재생에너지 시설 전문시공업체 육성 

1.2. 에너지 절감 정책의 추진 전략

1.2.1. 에너지 저소비 농업 정착

그림 5-1. 농업부문 에너지 절감 기본방향 및 정책제안

에너지 저소비 정착 방안으로 노후시설 개보수 및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

다. 우리나라는 비닐온실이 99%이며 이 중 10년 이상 노후온실이 90% 이상

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생산성 향상 및 에너지 절감에 취약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개발 확대 및 노후시설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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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농업에너지 절감과 동시에 개별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한다.

에너지 절감시설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다겹보온커튼, 수막시

설 등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확대 및 효율성 제고가 있어야 하다.

농가의 경우도 가급적 에너지를 적게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작부체계 전

환도 생각해야 한다. 파프리카 농가의 경우 여름철에 남부지역에서 재배하

게 되면 냉방하는 데 에너지 소비가 많아진다. 이럴 경우 남부 지역은 파

프리카 재배를 자제하고, 강원도와 같은 북부지역 또는 고랭지 등에서 재

배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1.2.2. 신재생에너지 시설의무화 및 공기열 신재생에너지로 등록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지열 및 공기열 

사용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지열 히트펌프 설치 의무제 및 설계·감리비 인

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공기열 냉·난방시설에 대한 신규지원이 필

요하다. 현재 공기열 히트펌프는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에너

지 관련 기관인 산자부에서도 공기열에 대한 정책이 없다. 다만, 현재 농림

축산식품부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기열을 신재생에

너지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

농산, 산림, 축산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시설원예단지에 열 또는 전기

를 공급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가축분뇨는 과거 오염물질로 취급받

아 처리중심으로 관리되었으나, 친환경농업,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 측면에

서 자원화 대상으로 인식이 크게 변화하였다. 특히 화석연료의 고갈과 지

구온난화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가축분뇨는 

퇴비·액비 이외에 바이오에너지원으로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도 필요하다.

시설원예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일정 기준, 연간 

50만 리터 이상 화석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화석에너지 대체 

신재생에너지를 시설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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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발전소, 소각장 폐열 등 신규 에너지 발굴 및 보급 확대 

기존 에너지 절감시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에너지 절감시

설을 발굴하고 보급 확대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발전소 

폐열,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 등을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 발전소, 폐기물 소각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원

예시설에 공급하여 난방열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에너지 절감효과가 뛰어남에도 발전 폐열이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어 있

지 않아 정부지원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에너지를 많이 이용하는 시

설농가에게 확산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산업체 폐열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기술개발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폐열원 주변의 시설원예 재배단지에 조성하고자 하는 활

용시설 설치비를 지자체에 지원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연간 배출되는 화력

발전소 발전폐열의 3.4%만 활용해도 국내 전체 온실 난방이 가능하다.

산업폐열을 축열 운송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필요하다. 현재 쓰레기소각

장에서 발생하는 폐열, 발전소 폐열 등이 있으나, 폐열 발생지역과 열을 필

요로 하는 농가와의 거리가 멀어 열을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극

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폐열을 축열하여 운송하는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

농가가 개별적으로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보다 집단에너지

를 사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농가가 개별적으로 에너지 절

감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에너지 절감시설의 고장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에너지 절감시설 등을 개별 농가가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그러나 집단에너지 공급의 경우 고장 및 관리를 업체에서 하기 때문

에 농가에서는 매우 편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집단에너지를 농업에 적

용하고 있지는 않다. 에너지와 관련 있는 산자부와 에너지를 이용하는 농림

축산식품부가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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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요 과제 

1.3.1. 에너지 절감에 대한 농업인 인식전환 교육

규모화·전문화된 농가보다 경영 마인드가 부족한 영세 소규모 농가가 많

아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유가 상승 시 일시적으로 

관심을 보이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무관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김연중 

2009: 83).

에너지 수요자인 농가가 다겹, 수막재배 등 보온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온 방법을 알고 있는 농가는 50% 수준 

미만으로 농가의 에너지 절감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김연중 

2009: 83).

향후 농업용 면세유의 감량 및 농사용 전기 가격의 현실화 등으로 인해 

농업부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것에 대비하여 농가 스

스로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겨울철 농한

기에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1.3.2.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자부담 10%를 융자로 전환 

농가 조사에서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데 초기 설치비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지열의 경우 중앙정부 보

조 60%, 지방정부 20% 그리고 자부담 20%로 되어 있는 지원조건을 개선

하였다. 자부담 20%를 10%는 융자(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전

환하였다. 이로 인해 지금보다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3.3. 지역 및 작물의 특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농가 조사에서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데 농가의 경영조

건에 맞는 시설 설치를 원하고 있다. 즉, 농가의 시설규모, 재배작물, 시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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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농가의 경영기술, 경영주의 능력 등을 고려한 시설 지원을 원하고 있다.

온실 형태에 따라 어떤 시설은 필요 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작물에 따라 온

도가 높아야 하는 등 경영형태에 따라 시설 설치 조건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거의 동일한 형태로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게 

된다면 보다 더 많은 농가가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1.3.4. 신재생에너지 시공 및 운영 기술을 고려하여 보급 확대 

지열 히트펌프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

서 초기에는 시범사업 위주로 보급하다가,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때 

보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설치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지속적

인 기술 개발, 시설업체의 규모화․전문화 등이 요구된다.

현재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가가 아직은 지열 히트펌프 냉난

방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농가에게 겨울철 

영농교육 등을 통해 운영 능력이 있을 때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목재펠릿의 열량이 실험실 등에서는 kg당 4,500kcal까지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 농가가 이용할 경우 이보다 적은 4,000kcal 정도의 열량이 발생한다. 현

재 목재펠릿 보급단가가 400원/kg으로 농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열

량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과 목재펠릿 단가를 320원/kg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을 때 정부의 보급 확대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1.3.5. 에너지 절감시설을 몇 개의 유형으로 패키지화하여 지원

시설원예에 이용되고 있는 에너지 절감시설은 많은 농가가 인지하고 있

으며, 이에 대한 에너지 절감효과도 인정하고 있다. 설치비용 대비 에너지 

효과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절감시설에 대해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도 복잡하다. 농가가 열회수형 환기장치와 다겹보온커튼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 서류가 2가지 이상 필요하고, 신청 절차에서도 시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방안  109

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농가 스스로 필요한 에너지 절감시설을 한번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농가의 자금력, 시설형태, 재배작물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1.3.6.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절감을 위한 지층 DB 구축 선행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R&D가 지속적이고 체계적

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공급가격이 현재는 매우 고

가이나,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공급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

어 수요 확대 가능성이 크다. 지속적인 R&D 예산 확대 및 연구 강화를 통

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 지열 공급가능 지역의 지하층에 대한 DB 자료가 구축되면 지열 히

트펌트 냉난방기 설치 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원인 지열의 

경우 우리나라 전 지역에 설치는 가능하나 설치 지역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

다. 설치를 위해서는 파일을 박아야 하나 지층구조를 모를 경우 많은 시행

착오를 범할 수 있어 비용 차이가 커지므로 사전에 지층에 대한 자료를 

DB화해야 적정 설치비용 추정이 가능하다.

2. 농촌부문 에너지 정책방안

2.1. 기본 뱡향 

농촌부문 생활에너지는 그동안 집단화된 도시에 비해 저효율 고비용 구

조를 보이고 있다. 기존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에너지까지 고려하면 농

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부문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은 농촌 생활에너지의 효율성 제고 및 비용 감축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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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참여

형 에너지 공급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택의 에너지 효율화사

업과 마이크로그리드 시범사업 등도 추진전략에 포함된다<그림 5-2>.

2.2. 농촌에너지 정책의 추진 전략

2.1.1. 저렴한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농촌주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농촌지역에

도 값싼 에너지를 상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1

년차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1년 소득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이 농촌가구는 약 6.5%이나 도시 가구는 3.7%에 불과하다.

“에너지 지출 비용의 증가율에서도 농촌에 거주하는 월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계층이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 거주 

가구는 도시가스와 같은 저렴한 연료 사용 비중이 높은 반면 농촌 거주자

는 가격이 비싼 등유 연료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박시현 외 2013:

90).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농촌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 경

제성 문제로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형 LPG 저장탱크를 확대·보급하는 것이다.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방안  111

기본
방향

 농촌 생활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비용 감축

추진
전략

저렴한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주민 참여형 에너지 공급 및 적정기술 개발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

농촌형 마이크로그리드사업 시범추진

주요
과제  

-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주체별 역할 분담
＊정부: 관계부처 협력체계 강화, 에특회계 개선
＊자자체: 투자효율성 담보지역의 선별 능력 확보
＊사업자: 농촌소비자 관점에서 에너지 미공급지역 인근에 

배관망 설치
- 소형 LPG 저장탱크의 농촌지역 보급 확대
- 주민참여형 소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
- 적정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비용 저감
＊축열난방개선, 천연페인트 보급, 바이오디젤 활용 등

- 에너지 저감 주택 공법의 검증 및 보급
- 에너지 저감 주택의 표준 시방서 개발
- 농촌 에너지 저감 주택 건축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그림 5-2. 농촌부문 에너지 절감 기본방향 및 정책제안

2.1.2. 주민 참여형 에너지 공급 및 적정 기술 개발 

1년차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의 시설 설치비 지원 위주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효과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박시현 외 2013). 농

촌에서도 주민 스스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과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이 마

을 공동체 활동과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민간

의 자발적인 에너지 자립노력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체재의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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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주민이 출자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만들 때23 이를 지원하

는 것이다. 또한 기술적으로 안정되고 유지·관리비가 저렴한 기기 및 시설

의 개발이 필요하다. 농촌에 적합한 적정에너지 기술을 발굴· 보급하며 농

민들이 직접 제작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박시현 외 2013: 97).

2.1.3.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추진 

농촌의 에너지 소비지출이 높은 이유는 주택 특성에도 기인한다. 제1차 

년도의 연구에 의하면 농촌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연료비는 도시 

아파트 거주 가구에 비해 약 1.4배 더 많은 연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2000～2011년 사이에 1인당 연료비의 증가율도 아파트 거주 가구가

86.2%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은 171.0% 증가하였다(박시현 외 2013: 31).

특히 강원도와 같이 추운 지역 농가의 월평균 에너지 비용은 약 20만 1천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택의 특성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박시현 외 2013: 35).

농촌의 에너지 비용 절감은 단순히 에너지 문제만이 아니라 주택문제로 

직결된다. 특히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주거 여건상 에너지 절감형 주택을 

저렴하게 보급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보다 더 

현실적이다.

에너지 절약형 주택 보급은 기술개발, 경제성, 보급 체계 등 다양한 분야

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건축 분야의 오래된 과제이기도 하다.

23 주민이 발전소를 운영한다는 생각은 새로운 개념이 아님. 이미 독일에서는 

2013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동조합 수가 650개를 넘어섰고 독일 

전체 신재생에너지 투자에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47%에 달

함(한국일보. 2014). 한국의 경우 아직 유럽에 비해 수는 많지 않지만 재생에

너지 보급 확산과 주민의 참여라는 명분 아래 2012년 이후로 재생에너지 협

동조합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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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농촌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의 시범 추진 

농촌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은 소규모 농촌지역단지(마을 등)를 대상으

로 여러 가지 발전시설의 조합을 통해 최적의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스

템 구축이다. 이는 지역에서 계절별, 시간대별 생산 가능한 전력량을 계산

(바람이 많은 계절 및 시간대의 풍력발전, 태양광이 많은 계절 및 시간대의 

태양광발전, 수자원이 풍부한 계절의 소수력발전 등)하고 지역에서 필요량

을 계산하는 것이다. 또한 ICT 기술을 활용하여 수요에 대응한 적정 전력

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제어시스템 구축을 포함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도

서지방, 산간오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경제성이 확보되면 확대 적용할 수 있다.

2.2. 주요 과제 

2.2.1.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주체별 역할 

앞의 경제성 분석에서 농촌지역에서의 도시가스 공급은 최소한 1만 가

구와 260만 ㎥ 규모의 산업체 수요를 확보하지 못하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은 지역별 민간도시가스 공급회사

의 경제성이 우선 고려된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은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경제성이 낮은 상태에서 농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는 사업 주체별 역할분담 방안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가. 중앙정부의 역할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산업통상부와 

국토해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관계부처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특

히 국도 등 도로공사 시 간선 배관망을 일괄처리하고 설치비를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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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공급배관 건설사업비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고 있는 에특회계의 

지원조건 개선 및 완화가 필요하다. 이는 경제성이 극히 낮은 일부 미공급

지역의 지역배관망사업의 경우에도 무이자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 

형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천연가스 원료비에 일정분의 기금을 부과하여 미공급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스 

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24

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서 실질적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농촌지역의 도

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원의 한계 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전략

이 필요하다. BEP가 20년이 넘는 지역 등 현실적으로 공급이 불가능하고,

투자효율이 극히 낮은 지역 등은 사업우선 순위에서 제외하고 가까운 장래

에 투자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을 선별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

가 있다.

공급확대를 위한 시도기금의 조성(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조례) 및 지원

규모의 확대도 필요하다. 현재는 12개 광역 시․도, 64개 기초지자체에 도

시가스 공급확대와 관련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기금 규모가 

너무 작아 지원효과가 미미하다. 기금규모의 상향조정 및 지원지역 확대가 

요구된다.

미공급지역에 위치한 산업체나 업무용 등 대규모 수요처가 도시가스를 

사용할 경우, 지방세 감면, 사업 인허가 및 규제완화를 통하여 신규 수요창

24 전기사업법 제48조에 근거하여 매년 지경부 고시로 전력사업기반기금 관리규

정을 고시. 부담금액 수준은 전기요금의 37/1,000(kWh당 약 3.7원)이며, 기금

의 징수는 한국전력공사 및 전력거래소에서 위임받아 처리. 기금의 용도는 전

력수요관리, 전원개발, 신재생에너지, 전력산업 연구 및 홍보지원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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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유도할 수 있다. 한편 민간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미공급지역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공급비용을 인정하며, 투자재원제도, 투

자보수율 가산제 및 인접 시군과의 일정 부문 교차보조 허용 등 탄력적 정

책 추진이 요구된다.

다. 사업자의 역할

한국가스공사(Korea Gas Corporation: KOGAS)는 주배관망 및 수급기지

를 최대한 농촌 소비자 관점에서 미공급지역의 수요처에 인접하여 설치함

으로써 지역공급사업자의 투자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민간

소매사업자의 지역배관망 설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주 배관망의 

효율성은 곧 지역배관망의 연계에 있는 만큼, 지역배관망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KOGAS의 공익적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

공급의 제일선에 있는 도시가스사업자는 관내 미공급지역에 대한 연차

적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매칭 펀드 등 실질적 투자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투자재원 조성액에 상응한 도시가스사의 직접투자비 조성 

등이 필요하다. 지자체와 연계하여 산업용 등 신규 우량수요의 발굴로 미

공급지역의 투자와 연계하는 것이다. 미공급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와 홍

보, 투자현황과 향후 투자방향 등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

2.2.2. 소형 LPG 저장탱크의 농촌지역 보급 확대

소형 LPG 저장탱크 농촌보급은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도시가스가 공급

되기 어려운 농촌지역의 에너지 비용절감을 위한 매우 효과적이고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서 

취사용 연료는 대부분 LPG를 사용하지만, LPG는 도입 원료비가 상대적으

로 비싸고 사용 유통구조가 복잡하여 도시가스보다 가격이 약 2배 정도 높

다. LNG는 가스공사-도시가스회사-소비자의 순으로 유통망이 형성되지만,

LPG는 수입․생산사-충전소-판매소-소비자의 순으로 유통망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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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회관, 학교 등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햇빛발전소

○ 농산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발전소

○ 마을 공터, 공유 산림을 활용한 풍력발전소

○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

다단계 용기거래 방식(충전소-판매소)에서 단순화된 체적거래 방식(벌크공

급)을 통해 연료비 약 15～30%의 절감이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소형 LPG 저장탱크의 농촌 보급사업을 도시가스의 농촌

공급 확대 사업과 보완개념으로 설정하여 농촌지역 에너지 비용 절감 방안

으로 접근할 수 있다. 2014년부터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점차 확대하여 많

은 마을이 정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향후 마을단위 LPG 배관망이 중기재정사업으로 포함되어 추진될 때 대

상마을을 미리 확정(전년도)하여 차기연도 본 예산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도서지역은 지리적인 장애요인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렵기 때문

에 소형 LPG 저장탱크사업이 그 어느 지역보다 필요하다. 하지만 도서지

역의 경우 시공비가 내륙 대비 40～50% 증가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국비 

보조율과 지방비 부담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2014년 시범

사업 선정 시 전남도의 신청 50여 개소 중 50%인 25개소가 도서지역(신안

군 등)이나 기초설계 결과 도서지역의 경우 시공비가 내륙 대비 40～50%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한국LPG산업협회 내부자료).

2.2.3. 주민참여형 소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

소형 태양광 발전은 분산형 전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국가 에너지 수

급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가장 중요한 동력이다. 특히 분산형 거주를 

특징으로 하는 농촌지역에서는 개인 또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보다 많은 사

람들이 참여하는 분산형 전원 개발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수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설과 장소에서 협동조합방식을 통한 에

너지 생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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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방식의 소형 태양광 발전이 농촌지역에도 확산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소형 햇빛발전소를 지어 놓고 RE

C25를 팔지 못하여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형의 경우 생산량

을 전량 매입할 정도로 물량이 확대되어야 실질적인 장려책이 될 수 있다.

공급의무자별로 농촌의 소형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

형 태양광 생산자도 판매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소형 태양광 발전 사

업자만 참여하는 입찰시장 개설이 필요하다.

2.2.4. 적정 기술 활용 에너지비용 저감

농촌에서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는 농촌에 적합한 적정에너지 기술을 발

굴·보급하며 농민들이 직접 제작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표 5-1>.

25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인증서)는 2012년부터 시행하

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서 14개 

발전회사(공급의무자)가 생산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구입하는데 이때 사용되

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인증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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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가능 아이템 기대효과

- 축열난방 개선사업

(벽난로, 로켓매스히터 보급사업)

- 주택 난방비 절감 및 난방에너지 효율적

활용

- 주택 난방방식 변화계기

- 농축산 농가 여름철 기화열 자연냉방

시범설치사업
- 농가 냉방비용 절감

- 천연페인트 보급사업

(자녀 아토피 예방, 천연놀이키트 보급)

- 국내 천연페인트 분야 주도성 확보

- 관련 일자리 창출

- 바이오디젤 활용 사회적 경제 구축

- 사회적기업 유통비 절감

- 국내 중소형 바이오디젤 분야 선도 및 모범

창출

- 관련 일자리 창출

- 고물난로 업그레이드 사업

- 난로분야 기술발전 기여

- 관련 일자리 확대

- 홍보 및 저변확대

- 고효율 화목난로 보급사업
- 일자리 확대

- 생산시스템 구축 기회

- 축열난방 개선사업

(개량복합구들 보급사업)

- 주택 난방비 절감 및 난방에너지 효율적

활용

- 주택 난방방식 변화계기

- 따뜻하고 건강한 내집 만들기

(아파트 생태단열사업)
- 매출증대 및 일자리 확대

- 주택 난방비 절감 및 난방에너지 효율적

활용
- 취약계층 및 노후 농가주택 생태적 리

모델링 사업

표 5-1. 적정기술 활용 아이템

벽난로 및 로켓매스히터 사업을 통해 축열난방을 개선하면 주택 난방비 

절감과 동시에 농가 주택 난방방식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천연페인트 

보급사업은 농촌 인구의 아토피를 예방하고 관련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기

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고물난로를 업그레이드하고 고효율 화목난로를 보급함으로써 

난로분야의 기술발전과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화석에너지와 전기를 이용하는 기술과 도

구 장치들을 축소하거나 가전제품과 각종 도구와 장치를 적정기술을 활용

하여 비전력화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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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주체 역할

중간지원조직

- 각 활동주체의 연계

- 적정기술 정책개발과 중장기 실행방안 수립

- 각종 조사활동

행정

- 적정기술 활용 촉진 조례 제정 및 재정 지원

- 실행조직과 보급․소비조직 육성

- 적정기술 정책홍보

- 단계별 시범사업 시행

실천 주체

(적정기술협동조합 등)

- 적정기술 세부실행방안 마련 및 집행

- 시제품 제작 등 연구개발

- 주민, 시민사회워크숍, 계절별 체험행사 진행

보급․소비조직
- 사회적경제 그룹(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기타 농촌조직을 통한 보급 및 소비

지역사회운동조직

- 작은에너지 적정기술을 시민운동 차원으로 진행

- 실행조직과 함께 각종 체험행사와 캠페인 진행

- 적정기술의 필요성을 알리는 각종 시민홍보

적정기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정기술 활동가 그룹, 행정과 교육기관,

지역사회조직, 각종 생산자단체와 유통조직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중요하

다. 특히 이를 성사시킬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필요하다<표 5-2>.

중간지원조직은 각 활동 주체를 연계하는 역할과 적정기술의 정책개발

과 중장기 실행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행정에서는 적정기술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대한 재정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적정기술에 대한 

홍보에도 앞장서고 단계별 시범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표 5-2. 적정기술 활성화를 위한 활동 주체와 역할

적정기술협동조합 등 실천주체는 적정기술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주기적 워크숍 개최도 필요하다.

2.2.5. 에너지 절감형 주택 보급 확대

구 산업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국내 단독주택은 ㎡당 연간 1,596MJ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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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를 소비한다. 그러나 일본은 500MJ, 독일은 250～420MJ로서, 국내의 

3분의1, 5분의1 수준이다. 농촌지역의 노후주택은 이러한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에너지 소비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절감형 주택보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에너지 절감형-보급형 공법 개발과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에너지 저

감 주택 공법의 검증이 필요하다. 검증은 에너지 성능, 모듈화 가능성, 기

술적용성, 국내 생산 자재 사용 가능성, 경제성에 기초하여 종합적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보급형 공법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

시한다. 즉, 표준화된 시방서 개발이다. 보급형 공법과 표준화된 시방서에 

의해 주택이 건축될 경우 이를 인증하는 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인

증은 한국농촌주택학회 등과 같이 공인기관이나 업계의 자율적인 협회가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에너지 절감형 주택 건축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이다.

인센티브는 현행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융자금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 농촌지역 노후주택들의 에너지이용량과 실내온도 쾌적도 

등의 현황 모니터링과 농촌지역 단독주택들을 시공 공법별로 에너지 이용

도를 측정하고, 기존 건축공법별 에너지절약주택 시공공법별 에너지이용 

검증을 할 수 있는 연구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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