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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바이오매스 이용에 관한  

정책평가*

                 우병준 ‧ 배난주

  일본은 2002년부터「바이오매스일본종합 략」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총무

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등 총 6개 부처가 련 정책  

사업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2007년 바이오매스의 이용 황을 조사한 결과, 목재 

잔사의 98%, 음식물 잔사  비식용 농작물의 70%가 이용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일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56%를 차지하는 폐기물계 바이오매스의 순환이용률

이 16%에 그치는 등 정책이 효율 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일본 총무성은 2008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바이오매스일본종합

략」과 련시설  사업을 평가하 고, 2011년 2월 그 결과를 발표하 다. 

1. 바이오매스에 관한 정책개요

(1) 주요 흐름  

  1990년 부터 개별 으로 진행하여 오던 바이오매스 사업을 종합 이고 략

으로 추진하기 해, 일본은 2002년 12월 바이오매스의 이용  활용에 한 구체

 목표와 기본 략을 담은「바이오매스일본종합 략」을 발표하 다. 한편, 2005

년 1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정책의 요한 부분을 차

* 본 원고는 농촌진흥청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모델 개발” 연구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본 총무성의 「바이오매스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정책평가서」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병준 연구위원과 배난주 연구원(bjwoo@krei.re.kr, 02-3299-4378, baenanju@krei.re.kr,  

02-3299-4224 )이 작성하였다. 

일본은 2002년부터 

바이오매스 정책을 

펼쳐왔지만, 효과적

으로 실시되지 못하

고 있다. 

바이오매스의 중요

성이 커지게 됨에 따

라 「바이오매스활

용추진기본법」을 

근거로 2010년 12

월 「바이오매스활

용추진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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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내     용

99‘ 4
「지구온난화대책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앙정부, 지자체, 사업자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책정하도록 함. 

02‘ 1
「신에너지이용 등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개정. 신에너지원의 하나로 바이오매스를 
 추가함.

02‘ 3
「지구온난화대책추진대강」에 따라 설정된 2010년도까지의 신에너지 도입목표량 1,910만㎘ 
 중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33만㎾의 발전, 67만㎾의 열을 생산하도록 함.   

02‘ 6
「경영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2002」에서, 농림수산성, 환경성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바이오매스 이용 및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2002년 중에 마련하도록 지시함. 

02‘ 12 「바이오매스일본종합전략」발표
03‘ 2 「바이오매스일본종합전략추진회의」설치

03‘ 4
「전기사업자의 신에너지 등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 전기사업자가 일정량 이상의 
 신에너지를 이용하도록 의무화함. 

05‘ 2  교토의정서 발효

05‘ 4
 「교토의정서목표달성계획」에 따라 2010년 도입목표량 1,910만㎘ 중 바이오매스를 이용하
 여 308만㎘의 열, 50만㎘의 운송용 연료를 생산하도록 함. 

06‘ 3
「바이오매스일본종합전략」을 개정.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308만㎘의 열, 50만㎘의 운송용 
 연료를 생산하도록 함. 

07‘ 2
 바이오연료의 국내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2012년까지 국산 바이오연료 5만㎘를 생산하도록 
 함. 

08‘ 3 「바이오연료기술혁신계획」, 「교토의성서 목표달성계획」 발표
08‘ 10  농림어업에서 발생하는 유기물 자원을 바이오연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책정

09‘ 9
「바이오매스 활용추진기본법」을 시행, 중앙정부, 지자체, 사업자의 책무와 주체간의 연계를 
 강화함. 

10‘ 12 「바이오매스활용추진기본계획」발표

지하게 됨에 따라 바이오매스의 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6월「바이오매스활용추진기본법」을 재정하 고, 이 법을 근거로 2010년 12월 

「바이오매스활용추진기본계획」을 발표하 다. 

표 1  바이오매스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주요정책

(2)「바이오매스일본종합전략」의 개요

  「바이오매스일본종합 략」은 <기후변화 방지>, <순환형 사회 구축>, <경쟁

력 있는 신산업 육성>, <농어 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략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은 농림수산성 114개, 경제산업성 37개, 환경성 36개, 국토교통성 20

개, 문부과학성 6개, 총무성 1개로 총 214개이다. 

  한편 농림수산성은「바이오매스일본종합 략」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정책

의 실 가능성을 악하기 해「바이오매스일본종합 략정책 어드바이  그룹」

을 설치하 으며, 이 그룹에서 결정된 의견에 따라 기술  , 지역  , 국

 으로 나 어 각각의 목표를 설정하 다. 

「바이오매스일본종

합전략」은 기후변

화 방지, 순환형 사

회 구축, 경쟁력있는 

신산업 육성, 농어촌

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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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체적 항목 전략에 대한 평가결과 

바이오매스 
이용 및 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전략

국민의 이해 향상
<바이오매스>라는 단어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졌지만, 
바이오매스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용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음.  

시스템 설계
관련기술이 성장하지 않은 탓으로 바이오매스 이용률이 
크게 향상되지 못하였음.

바이오매스타운 구축
바이오매스타운계획을 세운 지역은 286곳으로 목표인 
300곳에 거의 근접하였지만 그 중 35%만이 계획대로 사
업을 진행하고 있음.  

관계자간 역할 분담
종합전략추진회의가 설치되었지만 제대로 회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음.

바이오매스 
생산․수집․운송
에 관한 전략

경제성 향상
비싼 수집 및 운반비용 탓에 바이오매스가 제대로 이용
되지 않고 있으므로 경제성이 향상되었다고 보기 힘듦.

비용 절감 효과는 거의 없음
생산촉진을 위한 환경조성 에너지자원작물의 생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바이오매스 
기술에 관한 

전략

경제성 향상
바이오매스 관련시설을 조사한 결과 기술이 부족하며 안
정적으로 가동할 수 없는 상태임. 

기술개발 실용화가 추진된 사례가 거의 없음.
비용 절감 효과는 거의 없음. 

바이오매스 
이용에 관한 

전략

수요 확대 생산된 제품의 판매처가 여전히 부족함. 
농어촌 활성화 효과의 정도가 불명확함.
제품이용에 필요한 환경조성 효과가 저조함. 
운송용 연료의 이용확대 목표치인 50만㎘보다 부족한 22만㎘를 생산하였음. 

아시아 지역과의 연계 
2006~2008년 동안 25건의 CDM사업이 진행되었지만 평
가지표가 없음.  

2. 바이오매스 정책에 대한 평가결과   

(1) 「바이오매스일본종합전략」에 대한 평가결과

1) 략에 한 평가결과 

  「바이오매스일본종합 략」은 <바이오매스 이용  활용을 한 반 인 

략>, <바이오매스 생산․수집․운송에 한 략>, <바이오매스 기술에 한 

략>, <바이오매스 이용에 한 략>, <아시아 지역과의 연계>로 구분한 후, 각 

략에 한 세부항목을 구분하여 평가하 다. 그 결과, <바이오매스 생산․수

집․운송에 한 략>과 <바이오매스 기술에 한 략>에서는 경제성 확보  

비용 감에서 모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아시아지역과의 연계>에 

해서도 2006~2008년 동안 25건의 CDM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내용을 평가할 수 없다고 지 하 다. 

표 2 「바이오매스일본종합전략」내용 및 평가결과

 

「바이오매스일본종

합전략」은 바이오

매스 이용 및 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전략, 

바이오매스 생산・
수집・운송에 관한 

전략, 바이오매스 기

술에 관한 전략, 바

이오매스 이용에 관

한 전략, 아시아 지

역과의 연계로 구분

하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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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내용

기술적 관점

 ①  직접 연소와 같이 함수율이 낮은 바이오매스-에너지 교환기술을 이용하는 플랜
     트는 10t/1일의 바이오매스를 처리. 그 중 전력 20% 또는 열 80% 생산
 ②  바이오매스 1일 처리량 100t정도의 플랜트는 전력 30% 생산
 ③  메탄발효 등 함수율이 높은 바이오매스-에너지 교환기술을 가진 플랜트는 5t/1일 
     의 바이오매스를 처리. 그 중 전력 10%, 또는 열 40% 생산
 ④  바이오매스로 만든 플라스틱 가격 200엔/㎏
 ⑤  리그린이나 셀룰로오스의 실용화를 위한 제품을 10종 이상 발굴

지역적 관점  ⑥  바이오매스타운을 300곳 정도 구축 

전국적 관점 

 ⑦  폐기물계 바이오매스를 탄소량 환산으로 80% 이상 활용
 ⑧  이용되지 않고 있는 바이오매스를 탄소량 환산으로 25% 이상 활용
 ⑨  자원작물을 탄소량 환산으로 10만t 정도 활용
 ⑩  바이오매스 열이용을 원유환산으로 308만㎘정도 생산 

2) 목표에 한 평가결과 

  「바이오매스일본종합 략」의 목표는 기술  , 지역  , 국  으

로 구분하 으며, 구체 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바이오매스일본종합전략」목표

  총무성은 이러한 목표에 해 ① 목표설정에 한 근거가 부족하다 ② 설정된 

목표가 략을 성공시키기 한 지표로 사용되기에는 부 합하다 ③「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과의 정합성이 부족하다 ④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하

다. 

  를 들어, 농림수산성은 기 지자체 500곳의 60%에 해당하는 300곳에 바이오

매스타운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바이오매스타운 계획을 세우고 공표한 

지자체 개수>라는 지표를 정하 다. 이에 해 2011년 당시 조사한 결과, 286곳에

서 바이오매스 타운계획을 세워 목표인 300곳을 거의 달성하 다. 그러나 바이오

매스타운 계획을 세운 지 1년이 지난 136개 지역에 해 추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65%의 지자체에서 계획 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한「교토의정서목표

달성계획」에서는 바이오매스타운 건설을 통해 연간 90만 톤의 CO₂를 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로 감축한 양은 59만 톤에 불과하 으며, 이러한 목표가「바

이오매스일본종합 략」에는 언 되어 있지 않아, 두 정책의 정합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3) 기 효과에 한 평가결과 

  「바이오매스일본종합 략」에서 제시한 효과에 해 총무성은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 이 없는 모호한 효과라고 지 하 다. 이에 따라 총무성은 각각의 효

과에 해 자체 으로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를 실시하 다. 

「바이오매스일본종

합전략」의 목표는 

기술적 관점, 지역적 

관점, 전국적 관점으

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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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08년도 CO₂ 감축량 계획을 달성한 

시설의 비율목표 실적 달성도
지구온난화대책을 위한 

비지니스모델만들기
13,673 4,473 32.7 0.0(0/2)

재생가능한 
연료 이용촉진보급사업

- - - 0.0(0/1)

지방공공단체의 
기술도입을 위한 보조

25 21 84.0 0.0(0/1)

재생가능한 
에너지 도입가속화사업

4.937 5,922 120.0 100.0(1/1)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 

54,480 39,005 71.6 12.5(2/16)

합계 73,115 49,421 67.6 14.3(3/21)

  첫째, <기후변화 방지 효과>는 략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사업 에서 CO₂감

축효과를 악할 수 있는 사업을 상으로 평가하 다. 그 결과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바이오매스일본종합 략」을 통해 목표의 67.6%에 해당하는 CO₂가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별 으로 살펴보면, <지구온난화 책을 한 비즈

니스 사업>에서는 감축목표조차 세우지 않았고. 계획을 달성한 시설은 체 21곳

의 시설  3곳에 불과하 다. 

표 4  「바이오매스일본종합전략」을 통한 CO₂  감축량

단위: 톤/년, %, (곳)

 

  둘째, <순환형 사회 형성>은 폐기물계 바이오매스 이용률로 평가하 다. 략

에서는 폐기물계 바이오매스의 이용목표를 80%로 설정하 지만, 본 평가에서는 

이보다 높은 86%를 이용하여「바이오매스일본종합 략」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

두었다고 평가하 다. 개별 으로 살펴보면 가축분뇨가 80%(2002년)에서 90%(2009

년)로, 건설물 폐목재가 40%(2002년)에서 90%(2009년)로 이용률이 크게 향상되었

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바이오매스일본종합 략」이 에 수립된 「가축배설물

의 리 정화  이용 진에 한 법률」과「건설공사에 한 자재의 재자원화 

등에 한 법률」등 개별법의 규제로 인한 효과도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바이

오매스의 이용률 향상과「바이오매스일본종합 략」과의 직 인 상 계는 명

확하지 않다.

  셋째, <경쟁력 있는 신산업 육성>에 해서는 바이오매스 이용기술과 바이오매

스 이용제품의 시장규모로 평가하 다. <표 5>와 같이 바이오매스 이용시장의 규

모는 2003년에 약 500억 엔이었지만 2007년에는 710억 엔까지 확 되었다. 한 

2015년에는 2007년의 약 5배인 3,817억 엔까지 늘어날 것으로 상하고 있어 이 부

분에 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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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007년 2015년(예상)
바이오매스 이용기술

500
352 1,027

바이오매스 이용제품 359 2,790
계 500 710 3,817

종류 항목 2002 2005 2006 2007 2008 2009

폐기물계 
바이오매스

가축분뇨
부존량 9,100 8,900 8,700 8,700 8,700   8,800
이용량 7,280 8,010 7,830 7,830 7,830   7,920
이용률 80.0 90.0 90.0 90.0 90.0    90.0

음식물 쓰레기
부존량 1,900 2,200 2,000 2,000 1,900   1,900
이용량 190 440 400 500 475   513
이용률 10.0 20.0 20.0 25.0 25.0   27.0

하수
부존량 7,600 7,500 7,500 8,000 7,900 7,800
이용량 4,560 4,800 5,250 5,600 5,925 6,006
이용률 60.0 64.0 70.0 70.0 75.0 77.0

건설폐기물
(목재)

부존량 480 460 470 470 470 410
이용량 192 276 282 329 329 369
이용률 40.0 60.0 60.0 70.0 70.0 90.0

비이용 
바이오매스

비식용 농작물
부존량 1,300 1,200 1,400 1,400 1,400 1,400
이용량 390 360 420 420 420 420
이용률 30.0 30.0 30.0 30.0 30.0 30.0

임야 잔사

부존량 390 370 340 350 800   800

이용량
거의 

미이용
거의 

미이용
거의 

미이용
7 8

거의 
미이용

이용률 - - - 2 1 -

표 5  바이오매스 관련시장의 규모

단위: 억 엔

자료: (주) 후지츠경제에서 발표한 결과임. 

 

  넷째, <농어  활성화>효과를 알아보기 해 가축분뇨, 음식물 쓰 기, 하수, 

건설폐기물(목재) 등 폐기물계 바이오매스와 비식용 농작물, 임야 잔사 등 비이용 

바이오매스로 구분하여 이용률을 분석하 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가축분뇨

나 건설폐기물(목재)의 경우 이용률이 90%에 달하여 농어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식용 농작물의 이용률은 2002년에 비해 거의 

변함이 없으며, 임야 잔사 역시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아, 비이용 바이오매스의 이

용률은 략을 수립한 후에도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한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바이오매스타운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크게 늘어 목표로 한 300곳에 거의 근 하

지만, 세부 으로 조사한 결과, 계획 로 수립하고 있는 지역은 거의 없어「바이

오매스일본종합 략」이 농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 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표 6  바이오매스 이용률

단위: 만 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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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 및 
연구개발

실증 시설도입
보급 및 

교육
기준설정 합계

총무성
사업수 0 0 0 0 1 1
예산액 - - - - 245 245

문부과학성
사업수 6 0 0 0 0 6
예산액 59,217 - - - - 59,217

농림수산성
사업수 36 17 33 26 2 114
예산액 38,003 43,767 1,170,038 10,982 28 1,262,820

경제산업성
사업수 19 8 3 7 0 37
예산액 59,988 84,121 263,648 53,203 - 460,961

국토교통성
사업수 7 7 4 0 2 20
예산액 5,794 32,080 5,622 - 3,891 47,389

환경성
사업수 12 5 13 4 2 36
예산액 28,610 14,969 517,247 5,659 470 566,956

합계
사업수

80
(37.4)

37
(17.3)

53
(24.8)

37
(17.3)

7
(3.3)

214
(100.0)

예산액
191,613

(8.0)
174,938

(7.3)
1,956,557

(81.6)
69,845

(2.9)
4,635
(0.2)

2,397,591
(100.0)

총무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합계
효과가 있음 0 4 83 25 19 30 161(75.2)
효과가 없음 0 0 0 0 0 1 1(0.5)

효과가 불명확함 1 2 31 12 1 5 52(24.3)
합계 1 6 114 37 20 36 214(100.0)

4) 개별사업에 한 평가결과 

  「바이오매스일본종합 략」에 따라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214개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사업주체로 보면 농림수산성이 114개의 사업을 진행하여 가장 많았으

며, 산으로 보면 농림수산성의 사업이 체 산의 52.6%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산을 사용하 다. 한편, 사업종류로 보면 <조사  연구개발>에 37.4%의 사업

이 집 되었고, 산으로 보면 <시설도입>에 81.6%가 투입되어 압도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바이오매스 관련사업 개수 및 예산

단위: 개수, 백만 엔, (%)

  이러한 사업들에 해 6개의 부처가 자체 으로 실시한 평가에 의하면, 75.2%의 

사업이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 으며, 반면 효과가 없다고 평가한 사업은 0.5%에 

불과하 다.  

표 8  바이오매스 사업에 대한 부처별 자체평가결과

단위: 사업 수, (%)

  하지만 총무성은 자체평가를 통한 결과가 명확하지 않다고 단하여, 6개 부처

가 설정한 지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7개 사업에 한 지표는 그 로 이용하되, 

「바이오매스일본종

합전략」에 따라 실

시된 사업들에 대해 

6개 부처가 자체평

가한 결과 75.2%의 

사업이 효과가 있었

으며, 효과가 없다고 

평가한 사업은 0.5%

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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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시설 개요
조사대상수

합계 발전 가스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며, 퇴액비나 열, 전기와 같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 

20 4 5

식품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비식용 농작물, 목질계 바이오매스, 수산계 바
이오매스 등의 원료를 혼합하여 사료, 퇴비, 에너지를 생산하
는 시설

16 3 7

BDF제조시설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바이오디젤․에탄올을 생산하는 시설 13 0 0
목질계 바이오매스 

이용시설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목재칩이나 펠렛을 생산하여 열
이나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19 8 0

바이오매스 이용제품 하수를 원료로 열이나 전기 또는 퇴비를 생산하는 시설 15 11 14

정화처리시설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원료로 열이나 전기 또는 퇴비
를 생산하는 시설

14 2 7

농업취락배수처리시설
농업취락시설의 배수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원료로 열
이나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15 0 0

일반폐기물소각시설
일반폐기물소각 시설 중 전기를 생산하거나 여열을 이용하고
있는 시설

20 13 0

계 132 41 33

지표가 없거나(65개 사업) 지표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업(142개 사업)은 

자체 지표를 만들어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업은 214개 사업  35개 사업

(16.4%)에 불과하 고 이 에서도 16개 사업(7.5%)은 그 성과가 미비하 으며, 19

개 사업(8.9%)은 성과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하 다. 한 사업종류별로 

평가한 결과, 53개의 시설도입사업  21개는 효과가 있지만 이  8개 사업은 시

설가동률이 50% 미만이었고 목표를 달성한 시설이 없다고 지 하 다. 이처럼 개

별사업들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① 개별사업에 한 지표가 명확하지 않다 

② 사업 선정 기 이 명확하지 않다 ③ 사업실시부터 실용화까지의 단계를 평가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 ④ 사업에 한 수요를 정확하게 단하지 않았다 ⑤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에 해 부처 간 업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라고 설명하 다. 

(2) 「바이오매스 처리시설」에 대한 평가결과

  바이오매스 처리시설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식품폐기물처리시설, BDF(Biodiesel 

Fuel) 제조시설, 목질계 바이오매스 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정화처리시설, 농업취

락배수처리시설, 일반폐기물소각시설로, 평가 상이 된 시설은 총 132곳이다. 평가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원료조달과 제품생산까지의 단계를 ① 원료조달률 

② 원료이용률 ③ 가동률 ④ 제품생산율 ⑤ 바이오가스 이용률 ⑥ 발 율 ⑦ 바이

오가스 이용률 ⑧ 여열회수율 ⑨ 잔사 이용율 ⑩ 지출 비 수입으로 평가한 것이

며, 둘째, 바이오매스 사업을 통한 CO₂감축효과로 평가하 다. 

표 9  평가대상이 된 바이오매스 처리시설

단위: 곳

「바이오매스 처리

시설」에 대한 평가

는 원료조달과 제품

생산까지의 단계를 

여러 항목으로 나눠 

평가하였으며, 또한 

바이오매스 사업을 

통한 CO₂감축효과

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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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료

조달율
원료

이용율
가동률

제품
생산율

제품
이용율

발전율
바이오
가스

이용율

여열
회수율

잔사 
이용율

지출 
대비 
수입 

가축분뇨처리시설 69.2 100.0 97.0 70.5 94.5 74.6 84.7 - 67.4 62.5
식품폐기물처리시설 65.1 90.5 92.6 58.0 96.5 73.8 78.7 - 13.4 77.9
BDF제조시설 68.4 94.3 72.7 62.9 98.4 - - - 50.0 36.3
목질계 바이오매스 이용시설 76.3 96.38 90.8 84.4 89.4 67.4 - - 43.1 72.3
바이오매스 이용제품 74.2 100.0 99.4 87.8 95.7 85.4 79.4 - 39.9 87.1
정화처리시설 83.9 97.1 95.3 63.2 92.2 24.0 79.5 - 66.4 50.0
농업취락배수처리시설 57.4 98.2 96.4 39.1 91.8 - - - - 56.4
일반폐기물소각시설 85.3 97.6 95.4 71.0 79.0 84.6 - 62.4 14.6 53.0
합계 73.1 96.9 928 64.7 92.6 74.5 80.0 62.4 34.3 62.2

총무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합계
효과가 있음 0 4 83 25 19 30 161(75.2)
효과가 없음 0 0 0 0 0 1 1(0.5)

효과가 불명확함 1 2 31 12 1 5 52(24.3)
합계 1 6 114 37 20 36 214(100.0)

  첫째, 원료조달-제품 매에 한 결과는 <표 10>을 통해 알 수 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경우 원료조달율이 69.2%로 낮은데 그 이유는 <원료 자체의 감소>, 

<시설고장>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출 비 수입이 62.5%로 낮은 이유는 <시설이 

수익성을 목 으로 하고 있지 않아서>, < 매  공 처가 불충분해서> 때문이

었다. 그러나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원료이용율, 가동율, 제품이용율 모두 타 시설에 

비해 비교  높은 편이어서, 수익성은 나쁘지만 가축분뇨의 처리라는 목 을 달성

하는데 있어서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하 다.    

표 10  바이오매스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종류별 분석결과

단위: %

 

  둘째, 처리시설별 CO₂감축결과를 보면, 총 감축량은 1,408,557톤이며, 시설 당 

감축량은 12,576톤이었다. 이  가축분뇨처리시설 12곳을 조사한 결과, <표 11>

에서 알 수 있듯이 10곳에서 CO₂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설별 감축

량은 1,116톤으로 평균보다 낮은 편에 속하 다. 

표 11  바이오매스 처리시설별 CO₂ 감축량

단위: 곳, 톤/년, (%)

(3)「바이오매스타운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바이오매스타운사업이란 넓고 얕게 분포된 바이오매스를 효과 으로 이용  

활용하기 하여 지역의 특징에 맞게 바이오매스 이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다. 계획에는 실시지역, 실시주체, 지역 황, 바이오매스 부존량  이용 황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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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효과를 계획에 
포함시킨 곳

효과를 파악하고 있는 곳 효과를 
파악하지 

않고 있는 곳수치로 파악 수치 이외의 형태로 파악 소계

신산업 및 고용창출 83 10 13 23 60
농어업 활성화 83 0 5 5 78
온실가스 감축 81 11 1 12 69

순환형 사회 구축 79 14 0 14 65
폐기물처리비용 감소 77 12 11 23 54

지역이미지 향상 75 3 17 20 55
환경에 대한 주민인식향상 56 4 10 14 42

산림 보전 55 5 0 5 50
정착 인구 증가 48 3 3 6 42

악취 및 수질오염 방지 46 0 4 4 42
폐기물 감소 44 11 3 14 30

주민참가 20 0 2 2 18
농경지 활용 15 3 0 3 12

원료 공금판로 확대 15 0 4 4 11
자급율 향상 12 1 0 1 11

시되어야 한다. 목표는 2010년까지 300곳을 구축하는 것이었는데 2011년 1월 조사 

당시 286곳까지 확 되어 목표는 달성하 다고 평가하 다. 그러나 진척상황이나 

사업실시를 통한 효과 등 구체 인 사항에 해서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

기 때문에, 총무성은 2009년 당시 바이오매스타운 계획을 수립한 196곳을 상으

로 세부평가를 실시하 다. 

  첫째, 바이오매스타운계획의 진척사항을 알아보기 해 바이오매스타운계획을 

세운 지 1년이 지난 지역인 136곳을 조사하 다. 그 결과 계획 로 사업이 진행되

고 있다고 응답한 지역은 35.3%에 불과하 고, 계획이 지되거나 진행될 계획이 

없는 지역은 28.2%에 달하 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에 해서는 <수익이 

나지 않아서>, <바이오매스처리시설 건설계획을 추진하 던 민간사업자가 사업

을 지하여서>,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나빠져서>, <지자체 합병으로 인해 계획

이 변경되어서> 순이었다. 

  둘째, 바이오매스타운 계획 수립을 통한 효과를 알아보기 해 계획을 세운 지 

2년이 경과한 지역 90곳을 조사하 다. 

표 12  바이오매스타운 계획 수립을 통한 효과

단위: 곳

  바이오매스타운계획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신산업  고용창출>, <농

어 의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 <순환형 사회 형성> 등으로 이러한 효과에 

해 악하고 있는 지역은 90곳  21곳이었고, 악하고 있는 효과는 <신산업 

 고용창출>, <폐기물처리비용 감소>, <지역이미지>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악하고 있다고 응답한 지역 에서도 수치로 악하고 있는 지역은 소수에 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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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용율 이용율 상승

지역
계획
작성
시

계획 
작성
후

변화율
지
역 

변화율
75% 
이상

변화율 
75%미만 
50%이상

변화율 
50%미만 
25%이상

변화율 
25% 미만 
1% 이상 

변화
없음

하
락

단위 곳 % % % 곳 곳 곳 곳 곳 곳 곳

가축분뇨 11 96.8 96.2 △0.6 0 0 0 0 0 8 3
하수오물 6 83.3 100.0 16.7 1 1 0 0 0 5 0

정화조 오물 10 23.1 52.1 29.0 5 2 1 0 2 5 0
농업취락배수오물 6 17.2 40.9 23.7 3 1 0 1 1 3 0
식품폐기물(가정) 12 31.1 40.5 9.4 6 1 0 0 5 6 0
식품폐기물(산업) 6 36.6 62.1 25.5 2 1 1 0 0 4 0

폐식용유 9 28.9 42.6 13.7 5 0 0 1 4 4 0
제재공장 잔사 8 69.7 89.5 19.8 4 1 1 0 2 3 1

건설폐기물 잔사 3 25.4 25.4 0 0 0 0 0 0 3 0
비식용 농작물 4 60.6 59.4 0 0 0 0 0 0 3 1

임야 잔사 10 0.0 2.3 2.3 1 0 0 0 1 9 0
합계 85 - - - 27 7 3 2 15 53 5

으며,  악하고 있지 않은 지역도 53.7%에 달하 다. 특히, <농어업 활성

화>, <온실가스 감축>, <순환형 사회 구축>에 해서는 악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지역이 많아, 「바이오매스일본종합 략」과의 정합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 바이오매스타운계획만 수립하고 제 로 후속조치를 하지 않

고 있는 지역이 많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셋째, 바이오매스타운사업 수립 이후 바이오매스 이용량의 변화를 조사하 다. 

취 하고 있는 바이오매스의 종류에 따라 이용량에 차이가 있었으며, 하수오물, 정

화조오물, 농업취락배수오물, 폐식용유 등의 바이오매스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에

서는 바이오매스 이용량이 크게 증가하 다. 그러나 가축분뇨를 이용하고 있는 지

역의 경우, 바이오매스타운 계획을 수립한 이후 가축분뇨 이용량이 오히려 감소하

다. 이용율이 감소한 곳은 3곳으로, 이용율이 감소한 원인은 <퇴비화를 추진하

던 농가의 폐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변화율에 차이가 없는 6곳  5곳은 계

획 수립 부터 우수지역으로 뽑  이미 목표를 달성하 다고 평가받은 지역이다. 

따라서 체 으로 바이오매스타운계획이 가축분뇨의 이용량 확 에 큰 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하 다. 

표 13  바이오매스 종류별 이용율의 변화



12

3. 시사점

  일본은 바이오매스를 지속가능하고 재생가능한 자원으로 평가하여, 90년  말부

터 바이오매스 련 정책을 꾸 히 펼쳐왔다. 한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온실가

스 감축 책의 하나로 바이오매스 정책을 자리매김하여 련 법률과 정책을 정비

하여왔다. 그러나 본 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바이오매스 정책은 목표 설정

에 한 근거와 정책목 을 달성하기 한 지표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바이오

매스 련 사업은 가동률과 수익성이 조하여 사업효과가 미비하며, 바이오매스

타운사업은 계획에 따른 진척사항이 조하고 계획실시로 인한 효과를 악할 수 

없고, 바이오매스의 부존량과 이용량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한 바이오매스 사

용을 통한 CO₂감축효과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를 통해 바이오매스와 련한 정책을 세울 때에는 어떠한 목표를 달성

하기 해 바이오매스를 이용할 것인지 바이오매스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

가 있다. 그로 인한 정책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방향성을 뚜렷하게 제시하기 

해서는 련 지표를 수립하고 꾸 히 평가해나가는 것이 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최근 바이오매스 이용  활용을 둘러싸고 에 지 수  불균형, 기후변화 응, 

농  활성화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두됨에 따라 바이오매스의 요성이 더해지

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바이오매스를 효율 으로 이용하고 보 을 늘려나가기 

해서는 재 진행되고 있는 바이오매스 정책을 재 검하고 문제 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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