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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는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이
슈 중 하나이다. 자원순환이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또는 재이용
등 방법을 통해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환경 및 폐
기물 관리 정책도 자원순환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도
환경보호와 농업 어메니티 보존을 위해 영농폐기물과 유기성 폐자원의 관리
및 처리를 자원순환형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농업에서는 기술 발전에 힘입어 다양한 영농자재가 투입되고 있으
며 사용량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농폐기물과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관리하기 위한 방
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과거에 비해 폐자원의 재활용률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일부 영농폐자원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본 자료집에서는 선진국(유럽, 일본)의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에 대한 처리 및
관리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이용한 자원화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 자료집이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관리체계 및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7.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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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적인 자원 고갈과 친환경 사회로의 대두에 따라 선진국들은 자원의 순
환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자원이 부족
한 유럽, 일본 등의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한 역사가 비교적 깊고 최근
에는 점차 제도화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원순환’의 개념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에너지화 포함)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이다(환경부 등, 2011). 현재 OECD 회원국인 독일과 일본 등
은 자원순환정책을 적극 추진1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자원순환기본법｣을
2016년 5월 29일에 제정·공포하여 2018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유기성2 폐자원은 발생 및 활용 등 다양한 부분에서 농업과 긴밀한 관계가
1 독일은 ｢순환경제 촉진 및 폐기물관리법｣(1996), 일본은 ｢순환형 사회형성 기본법｣
(2001) 및 ｢순환형 사회형성 기본계획｣(2006), 중국은 ｢순환경제촉진법｣(2008)을 제
정함(환경부, 2011,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2 유기성 폐기물이란 일반 및 산업폐기물 중에서 유기물을 주체로 하는 폐기물을 의미
함. 
유기성과 무기성의 법적인 구분은 없으나, 유기성과 무기성의 구분은 유기물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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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원재료 간에도 관계가 밀접하다. 축산농가의 사육두수는 가축분뇨의 해
양투기가 금지되어 퇴·액비 등 적정처리량을 초과하여 사육할 수 없고, 음식물
쓰레기도 국내 총 비료 가능량, 나아가 총사료 수요량과 연관이 깊다. 산림잔재
는 이를 톱밥화해서 사용하는 퇴비생산업과 밀접하다. 결국 1차 농림축산물이
사용, 소비되고 남은 부산물 부분이 다시 유기성 자원으로 활용되어 에너지, 사
료, 비료 등으로 순환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현재 새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을 보면 2031년까지 원전, 석탄 발전비중을
70%에서 43%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2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
다. 그런데 이러한 유기성 폐자원의 관리와 처리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제도적
방침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효율적 제도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유기 폐자원 관리 체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유럽, 일본)의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에 대한 처
리 및 관리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이용한 자원화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
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의 대상은 주요 농축산 부문의 부산물과 유기성 폐기물이 대상이다. 농
산부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볏짚, 유럽의 밀짚 등과 원예작물의
부산물이며 축산부문은 가축분뇨가 주요 연구 대상이다.
연구내용은 선진국의 폐기물 관리제도 및 법체계를 살펴보고 주요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과 처리 및 자원화 현황과 발전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이 기준임. 유기물함량이 40%가 넘으면 유기성, 미만이면 무기성으로 구분함(류순
호, 2000). 본 연구에서는 농축산 부문의 유기성 폐자원에 대해 제2장 1절에서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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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국가는 유럽 전체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주로 독일에 대한 내용을 제
시하였으며, 아시아 지역은 일본을 선정하여 유기성 폐기물과 바이오매스에 대
한 관리 및 자원화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국내외 관련 문헌을 토대로 하여 접근하였으며 국가별 농축산
유기성 폐기물과 바이오매스의 관리에 대한 특징을 반영하여 시사점 도출을 모
색하였다.

제

2

장

선진국 유기성 폐자원 발생 및 처리 현황

1. 유럽

1.1. 유럽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 에너지 잠재성(EEA)
유럽의 사회가 부유해질수록 더 많은 폐자원이 생산된다. 연간 약 18억 톤의
폐자원이 유럽에서 생산이 된다. 이것은 가정용, 산업용, 공업용, 농업, 건축, 광
산 및 에너지 생산 시 나오는 모든 폐자원 및 잔류물을 총괄한다. 이러한 폐자
원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유기성 폐자원이다. 이것은 에너지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기후변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2010년 유럽 25개국의 유기물 폐자원 자원은 99Mtoe이다. 이는 다섯 가지로
구분되는데 고체형태의 농업 잔류물(짚), 가축분뇨, 목재가공잔재, 고체형태의
도시폐자원 그리고 액체상태의 제지공정부산물이다. 이러한 종류의 폐자원은
거의 전체 양의 90%를 차지한다<그림 2-1>.
전체 유기물 폐자원은 2010년과 2030년 사이에 거의 같은 수준으로 머물도
록 계획되고 있다. 2000년과 비교하여 볼 때, 약 10%씩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목재 가공 또는 건축공정 폐자원 등의 유기물 폐자원의 출처의 종류 수는
상당히 늘어나는 반면에, 가정에서 나오는 폐자원 양이 전체 도시 폐자원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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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이고 있다. 경제발전과 비교하여 볼 때, 2030년 목재가공 잔재물(3Mtoe)
이나 제지공정폐자원(2Mtoe)의 상당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그 이유는 줄어
든 목재와 종이생산의 필요성에 기인한다. 전체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유기물
폐자원은 2020년과 2030년 사이에 약 95.8Mtoe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는 2000년도와 비교했을 때 거의 같은 수준이다. 액체 가축분뇨와 고체
형태의 농업 잔재물의 성장은 이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경제성장 시나리오에서
거의 변화가 없다. 고체농업 잔재물의 경우 농작물의 생산저하에 기인한다.
<그림 2-1> 유럽 25개국 친환경적인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 자원

주: black liquor: 제지공정폐자원, sewage sludge: 하수 슬러지, food processing residues: 음식물공정 잔재물,
dry manures: 고체 가축분뇨, other agricultural residues: 다른 농업 잔재물, household waste wood: 가정용
목재폐자원, packaging waste wood: 포장용 나무폐자원, demolition wood: 철거 나무폐자원, municipal
solid waste: 고체 도시폐자원, wood processing residues: 목재가공 잔재물, wet manure: 액체 가축분뇨,
solid agricultural residues: 고체 농업잔재물, business as usual: 일상의 경제
자료: How much bioenergy can Europe produce without harming the environment? Copenhagen:
European Environment Agency(EEA). 2006. ISBN 92–9167–849-X.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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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긴 줄기가 있는 다양한 곡물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곡물의 톤당 짚을
더 많이 생산한다는 점에서 짚의 양이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그
러나 축산에서는 짚을 축사에 짚을 깔아 주는 용도로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더
많은 수요가 요구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원 측면에서 볼 때 이 시나리오에
서는 2030년에 짚은 대략 9%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액체 가축분뇨자원은
매우 작은 증가율이 예상된다. 이것은 가축 수의 작은 증가에 기인한다.
유럽국가들의 환경 친화적인 유기성 폐자원 잠재성이 <그림 2-2>에 나와 있
다. 나라마다 유기성 폐자원의 분포가 두드러지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몇 나
라는 유럽국가들의 평균보다 확연하게 다른 유기성 폐자원 구조를 보이고 있
다. 예를 들어 고체 농업 잔재물의 경우 특별히 프랑스, 헝가리, 폴란드에서 중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목재가공 잔재물은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에서 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오스트리아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지
공정부산물은 포르투갈, 핀란드, 스웨덴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높은 에너지와 탄소가격의 경우에 그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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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2030년 유럽 국가별 친환경적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 자원 비교

자료: How much bioenergy can Europe produce without harming the environment? Copenhagen:
European Environment Agency(EEA). 2006. ISBN 92–9167–849-X. p. 49.

1.2. 유럽 가축 생산 현황
농업 생산물의 거의 반은 축산에서 공급하고 있다. 유럽은 이 분야에서 세계
를 주도하고 있는 하나의 생산지이다. 매년 유럽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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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략 14억 톤이다. 이 많은 양은 환경오염과 인간의 건강과 연관되기 때문
에 시민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가축분뇨는 질소, 인, 칼륨과
유기물을 포함하고 있기에 비료로 높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특별지
역의 집중 대량생산으로 지난 수십 년간 관리체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림 2-3> 2014년 유럽 주요국가의 소, 돼지, 닭 개체 수

자료: Marta Teresa Fernández, Eva Herrero Mallén and Berta Bescós Roy et al. Evaluation of manure
management systems in Europe. Project LIFE + MANEV: Evaluation of manure management
and treatment technolog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livestock farming in
Europe. SARGA(Spain): 2015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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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럽의 가축분뇨 처리공정 상황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가축분뇨 최대 생산지는 독일이지만 가축분뇨처리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이탈리아(37%), 그리스(35%)이며 독일과(15%) 덴마크
(13%)와 루마니아(13%)가 뒤를 따르고 있다. 그 밖에는 그 처리율이 10% 미만
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가축분뇨처리는 현재 유럽연합의 상당한 관심 속에
Best Available Techniques for Intensive Rearing of Poultry and Pigs(BREF, 닭
과 돼지 집중사육을 위한 가장 적용가능한 기술)라는 이름으로 개정되어 진행
되고 있는 주요한 과제이다. 또한 유럽연합과 각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생산 목
표, 식물의 영양분 손실을 줄이는 목표, 온실가스를 줄이는 목표, 축산과잉 지
역에서의 물 보호 관련 가축분뇨처리기술 목표 등과 연결되는 정책과 법률 제
정을 하는 데에 현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 2-4> 유럽가축분뇨처리 개요

자료: Foged, Henning Lyngsø, Xavier Flotats, August Bonmati Blasi, Jordi Palatsi, Albert Magri and
Karl Martin Schelde. Inventory of manure processing activities in Europe. Technical Report No.
I(T1) to the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Environment. Tjele, Denmark: Agro
Business Park(hovedkontor), p. 36. 2015. Project reference: ENV.B.1/ETU/201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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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가축분뇨량에서 프랑스와 독일, 영국과 스페인에서 압도적으로 많
은 양이 생산되고 있다. 이 중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개체 수와는 다르게 소
의 가축분뇨가 돼지의 가축분뇨보다 많은 양을 보인다. 이것은 가축분뇨의 성
격뿐만 아니라 사육환경에 기인한다.
<그림 2-5> 유럽의 소, 돼지, 닭의 분뇨 종류에 따른 연간 생산량
단위: 천 톤

자료: Foged, Henning Lyngsø, Xavier Flotats, August Bonmati Blasi, Jordi Palatsi, Albert Magri and
Karl Martin Schelde. Inventory of manure processing activities in Europe. Technical Report No.
I(T1) to the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Environment. Tjele, Denmark: Agro
Business Park(hovedkontor). p. 16. 2015. Project reference: ENV.B.1/ETU/201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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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유럽의 가축분뇨처리기술
가축분뇨처리기술은 가축분뇨의 화학적, 물리적 특성을 변화시켜서 에너지
를 생산하거나 분뇨상태를 더 안정화시켜 분뇨 속에서 영양분을 모으는 등을
위한 통제가 가능한 공정의 총칭이다. 가축분뇨처리기술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1. 분리: 분리를 위한 기술로는 10가지의 기계적 또는 화학적 기술이 있다.
분리기술은 11,130군데에 설치되어 있고 4천 9백만 톤의 가축분뇨를 처리
하고 있다. 이는 전체 유럽 가축분뇨량의 3.1%를 차지한다. 그 처리량으
로 보았을 때 분리기술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은 드럼필터로 분리
하는 기술이다. 국가별로는 이탈리아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데 8,802곳
에 설치되어 있고 그 처리량은 이탈리아의 24%에 해당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2. 첨가물과 1차 처리: 이 처리방법은 네 가지 기술이 있으며 668군데에 설치
되어 있고 칠백오십만 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이것은 유럽 전체
가축분노량의 0.5%에 해당하는 양이다. 그 처리량으로 보았을 때 1차 처
리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은 첨가물이다. 첨가물 및 1차 처리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영국으로 이 기술이 500군데에 설치되어 있고 그
나라 2.6%에 해당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3. 혐기성 소화: 혐기성 소화는 중온 그리고 고온 처리 공정이 있다. 혐기성
처리는 5,256곳에 설치되어 있고 8천8백만 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
다. 이는 유럽 전체 가축분뇨양의 6.4%에 해당된다. 처리량으로 보았을
때 혐기소화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은 중온소화 처리이다. 혐기성 소
화는 독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독일에만 3,800군데에 설치되
어 있는데 이는 그 나라 가축분뇨의 29%에 해당하는 양이다.
4. 고형분 처리: 고형분의 처리 기술은 9가지로 구분되고 1,486군데에 설치
되어 있으며 1천4십만 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이는 유럽 전체
가축분뇨양의 0.8%를 차지하는 양이다. 처리량 측면에서는 스페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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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254군데에서 설치되어 그 나라 가축분뇨의 3%
가 되는 양을 처리하고 있다.
5. 액체처리: 분리 후 액체의 처리 기술은 17가지 기술로 구분되며, 유럽에
587 군데에 설치되어 940만 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이는 유럽
전체 가축분뇨의 0.7%에 해당되는 양이다. 처리량 측면에서 가장 많이 사
용되는 기술은 질산화 & 탈질화 기술이다. 이 기술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나라는 스페인이며, 스페인에 87군데에 설치되어 있고 그 나라 가축분뇨
량의 3.9%에 해당하는 처리량을 보이고 있다.
6. 호기성 처리: 호기성 처리는 처리 기술의 한 파트로 적용되는데 세 가지
기술이 있다. 유럽의 69군데에 설치되어 있으며 4백만 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이는 유럽 전체 가축분뇨의 0.3%에 해당되는 양이다. 가
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은 생물여과기술이다. 이 기술이 가장 많이 이용되
는 나라는 덴마크로, 그 19군데에 설치되어 있고 그 나라 가축분뇨량의
5.4% 되는 양을 처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유럽 가축분뇨의 7.8%가 처리되고 있는데 이는 약 1억 8백만 톤
에 해당되며 이는 556,000톤의 질소와 139,000톤의 인을 포함하고 있다. 제일
많이 가축분뇨가 처리되는 나라는 이탈리아(36.8%), 그리스(34.6%) 그리고 독
일(14.8%)이다. 아직 상업화되지 않은 기술로는 struvite(magnesium ammonium
phosphate) 침전, 부분 질산화 자가영양 탈질 기술 등이 있다(partial nitrificationautothrophic anammox denit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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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가축분뇨처리기술 개요

자료: Foged, Henning Lyngsø, Xavier Flotats, August Bonmati Blasi, Jordi Palatsi, Albert Magri and
Karl Martin Schelde. Inventory of manure processing activities in Europe. Technical Report No.
I(T1) to the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Environment. Tjele, Denmark: Agro
Business Park(hovedkontor). p. 16. 2015. Project reference: ENV.B.1/ETU/2010/0007.

일반적으로 유럽국가마다 매우 다양한 가축분뇨공정이 있다. 가장 많이 사용
되는 기술은 일반적으로 유럽의 가축밀집지역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그 경향은
여러 가지 요소 즉 방목, 경제적 지원 및 구조, 국가적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
는다. 또 하나의 확실한 경향은 바이오가스 생산이 다른 기술 도입의 문을 여
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유럽의 몇 국가인 라트비아나 폴란드는 혐기성 소화
이외에 다른 공정이 없다.
많은 가축분뇨공정은 전처리 또는 후처리 공정으로 혐기성 소화에 보완적이
다. 가축분뇨공정의 최종 또는 부산물은 11가지인데 그중 다섯 가지가 마케팅
과 연계되고 그 나머지는 그 지역이나 플랜트 주변에서 처분된다.

1.3.2. 최종 생산물과 부산물의 간단한 분석
가축분뇨공정의 주요 최종 또는 부산물은 다음으로 요약된다.
분리기술에서 나오는 생산물은 건조중량이 25% 이상 되는 고형분은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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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가 풍부하다. 전형적으로 건조함량 2% 정도 되는 액체는 비교적 높은 질
소와 칼륨을 포함하고 있다.
첨가물과 1차 처리에서 나오는 생산물은 건조중량과 미네랄함량은 거의 변
하지 않는 반면에 PH와 미생물학적 성격은 다양하다. 황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황의 함량이 증가된다. 살균처리도 1차 처리에 포함되는데, 이것은 수출 시에
필요한 유럽의 의무사항이 된다.
혐기성 소화 생산물은 혐기 성소화 처리된 액체는 건조중량이 낮으며, 소화
처리가 되지 않은 가축분뇨보다 높은 미네랄화된(식물이 흡수하기 좋은) 질소
를 포함하고 있다.
고형분 처리 기술에서 나오는 생산물은 연소 이후 재 또는 열분해 이후의 숯
등 높은 건조중량을 갖고 있지만 유기물함량은 매우 적은 생산물 등이 이에 포
함된다. 이 생산품은 질소가 거의 없다. 퇴비화(composting) 이후의 생산물은
높은 건조중량과 유기물과 영양분 함량이 높지만 수분이 (보통 15%에서 40%
이상) 높다. 열건조나 펠렛화 기술의 생산물은 수분함량이 10% 미만으로 높은
건조함량과 유기물과 영양분을 포함하고 있다. 영양소와 유기물의 상대적인 농
도는 전 공정단계와 건조단계에 영향을 받는다.
액체처리기술에서 나오는 생산물은 전형적으로 필터기술의 결과물로 유기
물이 거의 없는 액체이다. 필터 유출액은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질산화-탈진화기술의 결과물인 암모니아수와 적은 농도의 유기물은 높은
질소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비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호기성 처리에서 나오는 생산물은 슬러지를 생산하는데, 이는 암모니아, 먼
지를 포함하고 소음을 동반한다. 위의 것과는 별도로 바이오가스는 가축분뇨공
정의 하나의 최종생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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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축분뇨 공정시스템에 대한 평가

1.4.1. 유럽의 가축분뇨공정의 현 상황에 대한 요약
제한된 환경에서의 가축분뇨는 축사에서 제거되어야 하고 처리, 저장, 이동
시켜서 토양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가축분뇨관리는 분뇨 생산부터
마지막 이용까지 모든 단계를 포함해야 한다. 그러므로 영양소의 배설을 줄이
는 가축의 식단관리도 가축분뇨관리에 포함된다. 대부분의 고체, 액체상태의
가축분뇨는 저장이 된다. 액체분뇨의 저장용량은 계속하여 생산량의 6개월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칙은 나라와 환경 위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북유럽국가들은 이 저장용량을 9개월로 하고 있고 다른 경우는 3개월
로 줄이기도 한다. 저장 유형은 동물의 종류, 축사와 기후조건에 따라 달라진
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슬레이트 복도 밑의 내부 구덩이를 저장고로 쓴다.
그러나 새로운 건물에서는 이 방법을 암모니아 때문에 제한한다. 많은 축사에
서 액체상태의 가축분뇨는 밖에 별도의 저장고를 사용하는데, 그것의 형태, 재
질, 덮개 유무 등은 다양하다. 남부지역에서는 방수처리를 한 구덩이나 연못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탱크를 이용하는데, 지상이나 지하 또
는 부분적으로 지하에 설치된다.
고체상태의 가축분뇨는 종종 담아 놓을 수 있는 콘크리트 바닥 위에 쌓아 놓
는다. 어떤 나라는 밭에다 한시적으로 쌓아 놓는 것을 허용한다. 축사 바닥에
까는 짚이나 톱밥은 축사 내부나 밖에 몇 달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한마디
로 가축분뇨처리의 목적은 가축분뇨를 관리하기 쉽게 고액분리를 하고 비료로
서 더 가치 있게 하며, 냄새를 줄이기 위해 컴포스팅(composting)을 하고 규정
의 한계치에 맞게 영양소를 줄이기 위해 호기성 처리로 질소를 줄이고 에너지
를 생산하기 위해 혐기성 소화를 하는 것이다.
가축분뇨의 운송은 트렉터, 트레일러, 탱크트럭, 트럭, 파이프라인 등으로 운
반하는데 남는 유출액을 운반시에 유출할 수 있어 환경오염에 별도로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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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살포 혹은 다른 농장이나 회사로 이송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가축
분뇨관리의 미지막 단계이다. 토지에 뿌리게 될 때, 흙의 종류, 상태, 계절, 수
확시스템 등을 고려한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때 냄새나 암모니아 방출을
줄이고 영양소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영양소 사용과 관련하여 불충분한 비료를 사용할 경우에 농업집중지역에서
영양소 축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것은 심각한 환경문제
를 야기할 수 있다.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Resource Efficiency in
Practice-Closing Mineral Cycles”(http://mineral-cycles.eu: 2017. 9. 7.)에서 하나의
완벽한 미네랄 순환(close mineral cycle)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이 강조되었다.
환경의 모든 매체를 통합하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혁신적인 기술과 해결책이 증가되어야 한다.
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존 정책의 발전된 적용이 필요하다.
적절한 처리기술의 도입은 점점 더 주목되는데, 이는 질소나 인과 같은 영양
소 과잉을 줄이거나 영양소를 추출하여 영양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주로 작물을 수출용으로 그 지역은 필요보다 과잉 재배하는 곳은 영양소와 유
기물 결핍이 나타날 수 있다.

1.5. 가축분뇨를 이용한 영양소, 에너지, 유기물 재활용(reusewaste)

1.5.1. 프로젝트 개요 및 연구 상황
이 프로젝트의 과학적, 기술적인 목적은 가축분뇨 성격 분석, 처리, 분리, 재
활용과 에너지 활용 그리고 에너지 관리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도구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밀접하게 관련 산업체와 연계되어 있
어서 산업체가 과학적 성과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가축분뇨 분석, 처리기술과 관리, 에너지와 인 회수, 영양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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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의 재순환,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등 총 다섯 가지의 과제로 나뉘어 있으며
주요 결과물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유기성 쓰레기의 빠른 성상 분석 방법: 이는 분광학(spectroscopy, FTIR-PAS)
을 기초하고 있으며 비료나 에너지 자원으로 유기성 폐자원 성격을 분석
하는 데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는 재이용, 재순환 차원에서 새로운 개발
을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 가축분뇨의 기술을 향상시킴: 이는 다양한 자연적인 응집제와 다양한 산
화제 적용과 함께 발전된 멤브레인 기술을 이용하였으며, 이 결과로 암모
니아 방출을 줄였으며, 높은 인의 회수율을 보였다.
○ 향상된 에너지 회수: 이는 혐기성 소화전 원료 분리, 열을 이용한 가스
생산 단계에 자연적인 첨가물(예: limestone) 사용, 가축분뇨의 열을 이용
한 새로운 가스화 기술 개발(fluidized bed gasifiers)로 인과 에너지 회수
효율을 증가시켰다.
○ 높은 품질의 비료: 가축분뇨와 고체분 소화잔재물을 가지고 온실가스 배
출 감소와 향상된 컴포스팅 방법과 열건조 이전 단계로 산화시켜 암모니
아 배출 감소를 이루고, 안정되고 관리 가능한 유기성 비료를 생산하게
되었다. 이때 높은 영양소와 안정된 질소, 인, 칼륨비율을 보였다.
○ 높은 비료 가치: 컴포스팅과 산화 건조된 가축분뇨는(예: 숯) 일반 분뇨보
다 더 높은 이용이 가능한 영양소를 보였다.
○ 줄어든 온실가스: 저장단계나 살포단계에 산화 및 분리와 자연적인 첨가
물을 통해 상당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이루었다.
○ 농부의 태도: 가축분뇨와 처리기술과 처리된 유기성 비료에 대한 농가의
태도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이러한 기술을 지원하는 주 동력은 환경 규제,
바이오에너지 정책과 경제적 지원인 반면에 높은 투자비와 운영비는 주
요 장애물이었다. 덴마크 농가의 경우 약 75%가 가축분뇨를 비료로 사용
한 적이 있으며 이들 중 반 이상이 새로운 비료에 관심을 보였다.
유럽 27개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소 관련 가축 먹이의 질소 효율을 조사
했는데 동물의 종류, 가축 수, 사육 방법 등에 따라 커다란 다양성을 보였다.
좀 더 향상되고 표준화된 방법이 개발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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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미래의 전망과 개발의 필요성
이 프로젝트의 박사과정과 박사후 과정의 연구들을 통해 많은 기술개발의
잠재적 가능성과 필요성을 보여 주었다. 어떤 기술들은 에너지나 영양소 회수
면에서 효율적이었지만 어떤 기술들은 경제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사용가능성
이 낮았다. 그러나 자원화 및 에너지화와 관련해 높아지는 경제적, 정치적 우선
순위로 많은 혁신적인 기술들이 미래에 더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특히 고급분리 기술(micro, ultra, nano, RO, FO filtration)
과 유기성 폐자원의 산화기술, 건조기술(안정화된 비료), 컴포스팅(최적화된 첨
가물), 그리고 가스화와 열분해(숯) 기술이 소개되었다. 이들은 높은 영양소 이
용가능성, 흙의 높은 비옥화, 낮은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방출의 결과를 얻게 했
다. 특히 유럽의 비료로서의 기준에 부합하게 될 것이다. 농가, 컨설턴트, 정부,
연구가, 관련 회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기술개발에 관심을 보였
는데, 특히 이러한 새로운 기술 적용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농부들이 보였다.
자세한 사항은 www.reusewaste.eu에서 찾아볼 수 있다.

1.6. 2020년과 2030년 생산비용과 지속성 관점에 본 유럽에서 열전기
생산을 위한 짚의 역할(IEEP)
유럽국가들의 재생에너지계획에(National Renewable Energy Action Plans:
NREAPs) 따르면 2020년 바이오매스는 총 재생 전기에너지의 19%에 해당되
며 총 재생 열에너지의 78%를 차지하게 되고 교통 분야 총 재생에너지 중 89%
를 차지하게 된다. 모든 것을 종합하면, 바이오에너지는 재생에너지의 50%를
감당할 것으로 보인다. 짚은 유기성 폐자원의 주요 유형 중 하나이다. 유럽의
짚의 잠재성을 보면 2004년과 2020년 사이에 두배로 확장되는데 그 양은
49Mtoe이며 이것은 전체 바이오매스 중 12%를 차지하는 양이다(Calliope
Panoutsou 2012). 다음의 도표는 2004, 2020, 2030년 전체 짚의 잠재성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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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있다. 2004년과 2020년 사이 양이 두 배로 확장되는데 이는 곡물의 생산
증가와 가축수의 감소로 기인한다. 짚의 잠재성은 유럽 전체적으로 잘 분포되
어 있는데 프랑스, 독일, 폴란드, 이탈리아, 헝가리와 미래의 영국이 큰 잠재성
을 보이고 있다. 덴마크가 가장 높은 짚의 면적당 생산량을 보이고 있지만 전
체 양에서 다른 유럽국가에 못 미친다. 2020년 또는 2030년을 향해 특별히 많
은 증가량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영국, 덴마
크이다. 여기서 가장 많은 증가량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이다. 2020년과
2030년 열전기 시장에서 갖는 짚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2020년 짚의 사용은 바이오매스 연소연료의 5%가 된다.
○ 덴마크에서 보일러에 직접 태우는 연료로 짚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미래의 열시장에서 그리 상당한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좀
더 편안하고 값이 싼 원료가 있기 때문이다.
○ 짚의 사용의 증가는 2030년에 기대되는데, 이는 효율적인 이동성과 기술의
발전에 기인한다.

<표 2-1> 유럽의 2004, 2020, 2030년 짚의 잠재성
KTOE
Austria
Bulgaria
Belgium/Luxembourg
Cyprus

2004

2020

2030

600

677

615

1,295

1,396

1,820

171

334

450

0

0

1

Czech Rep.

1,235

1,448

1,478

Germany

5,125

8,883

7,489

Denmark

757

1,300

1,200

Estonia

63

285

211

Greece

341

439

572

Spain

1,672

2,153

2,850

Finland

421

576

635

France

3,479

11,000

10,848

Hungary

1,214

3,182

3,247

0

55

0

Ir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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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KTOE

2004

Italy
Lithuania
Latvia
Malta
Netherlands
Poland

2020

2030

2,028

3,205

2,764

182

576

588

68

275

372

0

0

0

39

195

111

1,884

6,142

4,447

Portugal

109

190

32

Romania

1,351

3,312

3,601

Sweden

311

596

586

Slovenia

38

127

88

Slovakia

306

827

761

UK
EU-27

430

2,114

2,722

22,936

49,285

47,493

자료: Calliope Panoutsou, Berien Elbersen, Joost van Stralen, Aylu Uslu and Uwe Fritsche. Biomass
Futures project(Intelligent Energy Europe Programme IEEP). The role of straw for heat &
electricity in EU27 member states in 2020 and in 2030 with respect to costs and sustainability
criteria. s.l.: Intelligent Energy Europe Programme, 2012.

1.6.1. 유럽의 지속적인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곡물 생산으로부터

나오는 짚의 잠재성(VITO)
유럽의 기후변화와 에너지와 관련한 2030년 정치적 목표는 온실가스 40%
감소, 에너지 전체 공급의 27%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27% 에너지 효율 향상이
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바이오가스 생산은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에너지 생산량의 조절가능성, 저장가능성, 그리고 매우 다양한 원료의 잠재성
그리고 열과 전기 및 교통수단의 연료를 쓸 수 있다는 에너지 이용의 다양성
면에서 그렇다.
2012년 바이오매스 미래 프로젝트에서 “Atlas of EU Biomass potentials”을
출판했다. 저자들은 가장 큰 잠재성은 유기성 폐자원 (폐자원) 즉 짚과 가축분
뇨 그리고 곡물 부산물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종합적인 잠재성은
2030년 4400PJ이라고 계산되었다. 2030년을 목표로 시행되는 짚에서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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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바이오매스와 에너지 잠재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곡물 생산이 전체 4천
9백만 헥타르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짚에서 나오는 바이오매스 잠재
성은 짚의 이용가능성에 따른 시나리오에 따라 70Mt에서 135Mt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도 심지어 짚의 낮은 이용가능성으로 추측한다 하더라도 그 에너지
잠재성은 유럽의 2015년 바이오가스 총생산량과 거의 상응할 수 있다고 보인
다. 보통 짚은 하나의 폐자원이나 부산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용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유럽의 미래의 재생에너지 생산 면에서 혐기성 소화
든, 다른 어떤 복잡한 기술이든지 짚의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보인다.
친환경적으로, 기술적으로 수확이 가능한 짚의 일부만이 에너지 생산으로 이
용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짚도 매우 다양하다.
실제적으로 짚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지는 유럽국가들의 개별 농가
전통에 따라 의존되며 또한 바이오 연료 목적으로 향하는 그들의 기술적 노력
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현재 에너지 잠재성에 대한 정확한 범위를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유럽의 에너지 생산을 위한 짚의 잠재성은 확실히
대단하며 유럽의 재생에너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K.P. Meyer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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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유럽의 짚의 이용현황과 에너지화를 위한 잠재성(Scarlat)
<그림 2-7> 유럽의 곡물 종류에 따른 짚의 생산 분포

자료: Nicolae Scarlat, Milan Martinov, Jean-Francoi Dallemand. Assessment of the availability of
agricultural crop residues in the European Union: Potential and limitations for bioenergy use.
Waste Management 30(2010): 1889-1897.

유럽의 총 곡물의 연간 생산량은 건조중량 기준으로 평균 약 258Mt이다. 그
중 건조중량 기준으로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것이 밀(42.2%), 옥수수(18.8%), 보
리(18.8%), 유채(6.9%), 해바라기(5.2%), 호밀(3.6%), 귀리(3.2%) 그리고 쌀(1.3%)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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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유럽 국가별 짚의 생산량

자료: Nicolae Scarlat, Milan Martinov, Jean-Francoi Dallemand. Assessment of the availability of
agricultural crop residues in the European Union: Potential and limitations for bioenergy use.
Waste Management 30(2010): 1889-1897.

유럽의 나라마다 짚의 생산량이 다양한데 이는 농지면적과 환경조건에 따른
것으로, 프랑스, 독일, 루마니아, 스페인, 이탈리아, 헝가리, 폴란드 순이 된다.
짚의 사용은 환경적 제한과 경제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어 토양을 비
옥(부식 방지, 비료, 온도 유지, 토양구조 향상 등)하게 하고, 동물의 먹이나 잠
자리 조성, 버섯재배, 원예나 산업용(제지산업, 건축용, 약 1%)으로 이용된다.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 동물 사육용(주로 잠자리 그리고 소수 먹이:
에너지함량이 적음)이다. <그림 2-9>는 현재 유럽국가별 짚의 이용 현황이다.
여기서는 버섯재배와 주요 동물 종류(소, 양, 말, 돼지)에 따른 짚의 사육용(잠
자리 이용) 분포이다. 소와 말의 잠자리용 짚의 사용은 한 마리당 하루 1.5kg
소비량에 근거한 것이고 양의 경우는 0.1kg 그리고 돼지의 경우 0.5kg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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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산한 값이다. 여기서 돼지의 경우 축사용 짚의 이용이 중요하지 않거나
이용되지 않기에 전체 돼지 수의 1/8로 계산이 되었다. 에너지 이용을 제외한
유럽 전체의 짚의 주요 이용량은 연간 28Mt(건조중량기준)이다. 그중 소
(17Mt), 말(2.2Mt), 양(3.7Mt), 돼지(3.7Mt)의 순이다. 에너지 이용을 위한 짚의
잠재성은 상당히 높다. 위의 짚 이용량을 제외한, 유럽 27개국 바이오에너지화
를 위한 짚의 잠재성은 연간 평균 1530PJ(1090~1900PJ)로 보고 있다. 이것은
건조중량 기준으로 kg당 짚의 17.5MJ(Low heating value, 발열량)에 근거한 값
이다. 에너지 생산에 이용가능한 짚의 잠재성은 각 유럽국가별 짚의 생산량과
상응한다. 유럽 짚의 잠재성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전체 유럽 에너지 소비
의 평균 3.2%까지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2-9> 유럽 짚의 이용 현황

자료: Nicolae Scarlat, Milan Martinov, Jean-Francoi Dallemand. Assessment of the availability of
agricultural crop residues in the European Union: Potential and limitations for bioenergy use.
Waste Management 30(2010): 1889-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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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각 국가별 에너지 소비의 짚의 잠재성을 보면 헝가리(14%), 루마
니아(13%), 불가리아(13%), 덴마크(7%), 프랑스(5.7%) 순이다. 이 중 덴마크가
이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데, 약 11개의 열병합 발전기로 연간 17.9PJ(덴마크
전체 짚: 44PJ)을 이용 생산하고 있다. 영국의 짚을 사용하는 한 플랜트의 경우
연간 2.9PJ 짚을(영국 전체 짚: 88PJ) 사용하고 있다. 스페인(Sanguesa)의 경우
에너지화를 위해 2.9PJ(스페인 전체 짚: 124PJ)의 짚을 사용하고 있다. 즉 현재
유럽의 경우, 심지어 발전된 국가들에서 에너지 생산을 위한 짚의 이용은 매우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1.6.3. 2004년 이후 독일에서의 짚 이용과 그 의미
에너지 생산을 위해 짚을 이용하면,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방출을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많은 농가에서 짚은 하나의 전통적
인, 중요한 비료로 사용되고 있다. 곡물 수확 이후에 가축분뇨를 사용할 수 없
을 경우에, 이후의 새로운 재배를 위해 땅을 비옥하게 하는 비료로 짚이 사용
되고 있다. 땅에 뒤섞인 짚은 그 속에서 분해가 되어 부식질을 만들고 향상하
는 데 기본적인 영양소가 된다. 이것은 특히 땅속의 유기성 질소의 효용도를
높이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에너지 생산을 위한 짚의 이용은 장기적으로 땅의 생산력저하
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짚은 축사바닥을 까는 데 전통적으로 이용된다. 이 용도
로 독일에서 연간 약 5백만 톤이 이용되고 있다. 농가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그리고 자연적인 축사 방법이란 측면에서 그 의미가 높아지고 있다. 짚의 에너
지화 그리고 연소를 위해 좀 더 적합한 다른 형태의 농촌 생산물, 부산물 또는
펠렛 같은 추가처리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나무가 적은 곡물의 대량생산지역
에서 가능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짚이나 건초의 펠렛화는 덴마크와 영국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다. 연간 펠렛 생산은 약 1십만 톤이다. 유럽에서는 지역 특색
의 주요 곡물 생산지역에서 그 곡물의 펠렛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서 해바라기의 기름을 추출할 때 생산되는 잔재물이 펠렛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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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그 양이 2008년의 경우 약 4십만 톤이다(FNR 2014). 짚은 수확 이후
논밭에 남게 되는데 이것을 압력을 가해 부피를 줄여서 사각형 또는 공모양으
로 만들어 논밭이나 별도의 창고에 건 시키게 된다. 이것이 짚 연소에 적합한
발전소에 사용된다. 이때 펠렛화 등의 추가처리는 에너지 밀도나 운송을 위한
부피 감소에 도움이 된다. 펠렛화 과정에서 다른 유기성 폐자원을 추가할 수도
있는데, 이는 펠렛의 에너지 이용과정에서 품질의 균일성을 어렵게 한다. 품질
의 균일성은 효과적이고 환경에 적합한 연소를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조건이
된다. 다양한 성질의 펠렛을 연소하게 되면 예를 들어 고체형태의 재(슬래그)
를 생산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리고 먼지나 질소산화물의 배출기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게 된다. 경우에 따라 그 경제성과 의미가 종종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짚의 에너지화는 그 지속성과 효율성을 잃게 될 수
있어서 그 적용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FNR 2014).
독일에서 2011년 짚의 생산은 약 3,320만 톤이다. 사각형 모양의 짚의 가격
은 지역 차이에 따라 100kg당 11~14.3유로이다. 이것은 예를 들어 작은 플랜트
에서 연소시킬 수 있는데 화석연료 비용과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가격이다.
독일에서 2011년 약 2만 톤의 짚이 에너지화로 이용이 되었다. 짚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은 하나의 틈새시장이다. 2011년 약 25~50개의 연소설비에서 짚을
연소연료로 사용되었다. 독일에서 하나의 큰 플랜트는 예나(Jena)에 있는데 1.5
메가 열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2013년 엠리히하임(Emlichheim)에서 짚을 이
용하는 50메가 열에너지 생산 발전소가 시작되었다. 현재 상황으로 짚을 이용
한 에너지 생산비용은 화석에너지나 다른 바이오매스 발전비용보다 확실히 높
은 것이 사실이다. 경제성 측면에서 짚의 에너지화는 충분한 의미가 없다. 또
하나의 장애물로서 연소 시 나타날 수 있는 배기가스관련 규정(1. und 4.
BImSchV)에 맞추기 위해서는 그 처리비용이 추가된다는 것이다. 거기에 비료
나 축사에 사용되는 짚의 전통적인 수요는 짚의 에너지화 이용의 상당한 걸림
돌이 되고 있다. 2011년 독일의 약 10개 농업지역에서 약 7만 5천 톤의 펠렛이
생산되었다. 나무펠렛과 비교하여 볼 때 짚의 펠렛 시장화의 장애물은 그 원료
의 이질성과 높은 운반비용이다(FN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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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 독일의 짚의 에너지화 관련 시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축사와 비료
이용이 대다수였다. 원래 2004년 짚의 에너지화는 짚 생산량의 30%(연간 1천
6백만 톤, 230PJ)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이것은 약 5.6~7.2억 유로 규모이
다. 짚 1톤 당 35~45유로였고, 짚의 펠렛은 톤당 120~140유로였다. 그러나 짚
의 연소연료로서의 부족한 성질로 인해 연료의 짚의 이용은 거의 없었다. 연소
시 먼지와 배기 가스량은 상당히 높았다. 그 당시 다른 연료에 비해 경쟁력이
없었다. 다른 연료는 가격이 더 낮았고 쉽게 사용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2004년 짚의 에너지화 시장은 성립될 수 없었다(FNR 2014).
2004년과 2010년에 짚과 짚 펠렛을 이용한 연소기술이 더 발전되었다. 이 발
전은 짚을 위한 연소시설을 시장에서 볼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화석연료와
나무연료가격의 상승으로 짚의 에너지 이용 가능성을 높였다. 2010년 열생산
을 위한 짚의 이용량은 약 2만 톤이었다. 전에 제기됐던 기술적인 문제가 제거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비교적 높은 비용의 운반비용 때문에 몇 킬로미터 이내
에서의 짚의 사용에 가격경쟁력이 있을 수 있었다(FNR 2014).
그동안 독일에서는 지역적 또는 지역을 초월한 짚 관련 시장이 형성되었다.
다양한 곡물의 짚 가격과 그 품질이 시장에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짚 거래소는
지역시장들의 투명성을 높여 주었다. 그래서 짚 거래는 점차 증가되었다. 그러
나 역시 에너지화보다는 축사이용을 위한 거래가 훨씬 많았다(9, p941). 그럼에
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열생산을 위한 농업유기성 잔재물은 상당한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데, 연간 생산량이 32TWh이다. 생산량 측면에서 짚은 열생산을
위한 상당한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그와 동시에 짚 처리와 관련한 기술이 상
당히 발전되었다(FN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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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2.1. 벼 부산물 처리현황

2.1.1. 볏짚
2014년 기준 볏짚 총 발생량은 8,505천 톤이다. 발생된 볏짚은 논에 환원시
키는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은 조사료, 퇴비, 깔짚, 소각 순이며, 기타 멀칭용이
나 공예품 가공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3개년(1995, 1999, 2006) 평균치 자료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논에 환원하는 비중은 약 67%이고,
조사료 이용비중은 10.3%, 퇴비로 활용하는 비중은 9.1%, 축사에 깔짚으로
5.3%, 소각이 4.2%이며, 기타 멀칭이나 공예품 가공용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4.2%이다. 이처럼 볏짚 처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논에
환원시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노동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상적인 볏짚 환원은 일단 논 밖으로 걷어 낸 다음 퇴비화하여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노동력 부족으로 수확과 동시에 논에 남겨놓고 있다가 땅을 갈
아엎는 형태의 환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3

3 そらち・エコプロジェクト リサイクルグループ. 2008. 3. 農業系未利用バイオマスの利用促進
に関する検討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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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볏짚 환원 작업 전경

자료: 佐賀新聞. 2016. 5. 21. <http://www.saga-s.co.jp/articles/-/27284>. 검색일: 2017. 10. 11.

1995년에서 2006년까지 볏짚 발생량 및 이용추이를 보면, 전체 발생량은 벼
생산량 감소에 따라 감소추세이고, 논에 환원하는 비중은 증가하였으나 다른
퇴비 및 깔짚 이용 등은 모두 감소를 보이고 있다.
<표 2-2> 볏짚 발생량 및 처리 종류별 비중
단위: 천 톤, %
구분

1955년

1999년

2006년

3개년 평균

10,851

100.0

9,607

100.0

9,049

100.0

100.0

환원

6,609

60.9

6,126

63.8

6,871

75.9

66.9

퇴비

1,150

10.6

993

10.3

579

6.4

9.1

조사료

총발생량

1,144

10.5

967

10.1

931

10.3

10.3

깔짚

707

6.5

510

5.3

361

4.0

5.3

소각

537

4.9

465

4.8

243

2.7

4.2

기타

704

6.5

546

5.7

64

5.7

4.2

자료: 日本有機資源協会. <http://www.jora.jp/txt/katsudo/pdf/decomp7.pdf>. 검색일: 2017. 10. 10.

일본에서 최대 쌀 생산지인 북해도와 그 가운데서도 벼농사 중심지인 소라
치(空知) 지역의 볏짚 활용 실태를 살펴보면(2006년 기준), 논에 환원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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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퇴비로 활용하는 비중은 북해도와 소라치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매우 높았
고, 조사료 이용이나 깔짚 활용은 낮았다.

<표 2-3> 북해도와 소라치 지역 볏짚 발생량 및 처리 사례
단위: %
구분

전국

총발생량

북해도

소라치

100.0

100.0

100.0

환원
퇴비

66.9
9.1

70.3
16.6

75.0
17.0

조사료

10.3

2.4

2.9

깔짚

5.3

3.1

1.4

소각

4.2

5.9

0.8

기타

4.2

1.7

2.9

자료: そらち・エコプロジェクト リサイクルグループ. 2008. 3. 農業系未利用バイオマスの利用促進に関する検討報告書.

전국적으로 볼 때 볏짚 발생량의 25% 가량은 퇴비나 사료 및 깔짚으로 이용
되고 있으나 나머지 75% 가까이 농지환원과 일부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
문에 정부에서는 좀 더 유용한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4 2008년 3월 ‘바이
오연료 기술혁신계획’이 공표되어 바이오연료 도입을 위해 식료와 경합되지
않는 셀룰로스계 원료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목표와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식료 생산과 경합되지 않는 범위에서 바이오에탄올 증산을 목표
로 볏짚을 원료로 한 실증실험에 착수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사료용으로 활용되는 볏짚 비중은 총생산량의 9.2%인 783천 톤
이다. 동년 사료용 볏짚 수요량은 926천 톤으로 국내산 볏짚으로 85%를 충당
하고 나머지 15%는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사료용으로 부족한 볏짚은 수입
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의 사료용 볏짚 수급현황을 보면 자급률은
77~89%이고 수입량은 11%~23%이다.

4 Cuifun YANG and Masayuki SAGISAKA. 2009. Evaluation of Bioethanol Production
System form Rice Straw, Journal of Life Cycle Assessment. Vol5 No.4: 5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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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국산 볏짚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구분

사료용 볏짚 이용량①

사료용 볏짚 수요량
③=①+②

수입량②

자급률(②/③)

2010

860

192

1,052

82%

2011

797

237

1,034

77%

2012

794

99

893

89%

2013

815

150

965

84%

2014

783

143

926

85%

자료: 農林水産省. <http://www.maff.go.jp/kinki/seisan/chikusan/pdf/08_inawara.pdf>. 검색일: 2017. 9. 13.

국산 볏짚사료 공급확대를 위해, 2016년부터 조사료의 광역유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볏짚 활용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도
록 하고 있다. 즉, 축산농가가 국산 볏짚을 이용하기 쉽도록 가까이에 경종농가
가 없어도, 볏짚 보관 장소가 없어도 필요할 때 조달 가능하고, 구입하는 사료
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고, 경종농가는 개별운반, 보관 장소 확보, 관
리, 판매수수료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사료제조·유통·보관시설 지원을 내용으
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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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사료용 벼 수확 및 볏짚 랩핑 작업 전경

자료: 農事組合法人樽見内営農組合홈페이지. <http://www.maff.go.jp/kinki/seisan/chikusan/siryouzousan/pdf/
inawara.pdf>. <http://okayama.lin.gr.jp/tikusandayori/0302/tks01.htm>.검색일: 2017. 10. 6. <http://
taruminai.sakura.ne.jp/taruminai-eino/2014/10/10-2.html>. 검색일: 2017.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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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왕겨
왕겨 생산량은 현미 생산량의 22%가량이 발생하는데, 2016년 현미 생산량
이 804만 톤이므로, 왕겨 발생량은 177만 톤으로 추정된다. 발생된 왕겨는 약
66%가 멀칭, 축사깔짚, 퇴비, 왕겨숫, 암거자재, 상토대체자재, 연료에 활용되
고, 24%는 소각 등으로 폐기되고 있다.
<표 2-5> 왕겨 생산량 추이
단위: 만 톤
구분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현미 생산량

906

848

840

852

860

855

799

804

왕겨 생산량

199

187

185

187

189

188

176

177

1995년에서 1999년 5년간의 자료를 기초로 왕겨 생산량과 이용형태를 살펴
보면, 퇴비 활용과 축사깔짚 활용이 각각 약 22% 비중을 차지하고, 암거자재가
9.4%, 멀칭이 5.5%, 왕겨숫이 4.3%, 기타 상토대체자재와 연료 순이다.
<표 2-6> 왕겨 생산량 및 이용형태별 구성비
단위: 천 톤, %
구분
총 발생량
상토대체자재

생산량 추이
1995

1996

2,078

1997

2,038

구성비 추이
1998

2,285

1999

2,316

1995

2,431

100.0

1996
100.0

1997
100.0

1998
100.0

1999
100.0

5년 평균
100.0

76

74

74

48

55

3.6

3.6

3.3

2.1

2.3

3.0

461

435

511

510

496

22.2

21.4

22.4

22.0

20.4

21.7

암거자재

178

183

220

230

238

8.6

9.0

9.6

9.9

9.8

9.4

축사깔짚

427

416

476

487

608

20.6

20.4

20.8

21.0

25.0

21.6

멀칭

119

120

140

120

116

5.7

5.9

6.1

5.2

4.8

5.5

가공

1

1

3

2

2

0.1

0.0

0.1

0.1

0.1

0.1

연료

16

13

17

15

14

0.8

0.7

0.7

0.7

0.6

0.7

왕겨숫

84

82

103

109

107

4.1

4.0

4.5

4.7

4.4

4.3

폐기(소각)

327

336

465

497

528

15.7

16.5

20.3

21.5

21.7

19.2

폐기(기타)

93

81

121

136

146

4.5

4.0

5.3

5.9

6.0

5.1

144

147

154

160

120

6.9

7.2

6.7

6.9

4.9

6.5

퇴비

기타

주: 일부 발생량과 이용량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부 현(縣)의 자료 미비 때문임.
자료: 日本有機資源協会. <http://www.jora.jp/txt/katsudo/pdf/decomp7.pdf>. 검색일: 2017.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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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을 기준으로 북해도 전체와 소라치 지역을 대상으로 왕겨 발생량과
이용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북해도 전체의 경우 암거자재용 및 퇴비화 비
중이 각각 25%, 축사깔짚 17%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소라치는 축사깔짚으로
활용하는 비중은 북해도 평균의 약 1/3 수준이고 암거자재 활용 비중은 39%로
높았다.
<표 2-7> 왕겨 발생량 및 이용현황(2006년)
단위: %
구분

북해도

소라치
134.5천 톤

61.4천 톤

암거자재

25

39

퇴비화

25

26

축사깔짚

17

6

1

2

총 발생량

멀칭
왕겨숫

4

3

폐기

22

17

기타

6

7

자료: そらち・エコプロジェクト リサイクルグループ. 2008. 3. 農業系未利用バイオマスの利用促進に関する検討報告書.

<그림 2-12> 왕겨 퇴비 이용

자료: <https://plaza.rakuten.co.jp/kobayash/diary/201203150000/>. 검색일: 2017.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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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미강
미강 생산량은 현미 생산량의 9%가량 발생하는데, 2016년 현미 생산량이
804만 톤이므로, 미강 발생량은 72만 톤으로 추정된다. 미강은 쌀기름으로 약
30%가 이용되고, 나머지는 배합사료, 장아찌 담그는 부재료, 비료 등에 이용된
다. 쌀기름으로 이용한 후에 탈지미강도 배합사료, 장아찌 담그는 재료, 그리고
비료로 재이용되고 있다.
<표 2-8> 미강 발생량 추이
단위: 만 톤
구분
현미 생산량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906

848

840

852

860

855

799

804

82

76

76

77

77

77

72

72

미강

자료: <http://bitomos.com/archives/10658>. 검색일: 2017. 10. 7.

<그림 2-13> 미강을 활용한 단무지 만들기

자료: <http://bitomos.com/archives/10658>. 검색일: 2017. 10. 7.

2.1.4. 싸라기·설미
싸라기 생산량은 현미 생산량의 약 3%가량 발생하고, 설미는 현미중량의
10% 정도가 발생한다. 2016년의 현미 생산량은 804만 톤이므로, 싸라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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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24만 톤, 설미는 80만 톤으로 추정된다. 싸라기와 설미는 가공용 쌀로 쌀
과자, 된장, 쌀가루, 맥주 등 가공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표 2-9> 싸라기·설미 발생량 추이
단위: 만 톤
구분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906

848

840

852

860

855

799

804

싸라기

27

25

25

26

26

26

24

24

설미

91

85

84

85

86

86

80

80

현미 생산량

2.2. 축산 부산물 처리현황

2.2.1.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현황

가. 가축분뇨 발생 현황
주요 가축의 분뇨 발생량(소, 돼지)은 2016년 기준으로 연간 약 6,600만 톤이며,
사육두수 감소에 따라 분뇨 발생량도 감소하고 있다(지난 10년간 10% 이상 감소).
소와 돼지의 발생량을 비교하면 젖소와 비육우 분뇨 발생량이 약 68%, 돼지는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0>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2016년 기준)
단위: 만 톤, %
축종

발생량

구성비

젖소

2,200

33.3

비육우

2,300

34.9

돼지

2,100

31.8

합계

6,600

100.0

자료: 農林水産省. 家畜排せつ物の発生と管理の状況. <http://www.maff.go.jp/j/chikusan/kankyo/taisaku/t_mondai/
02_kanri/>. 검색일: 2017.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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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가축 배설물 발생량 추이(계분 포함)

자료: 農林水産省 生産局 畜産部. 2017. 5. ｢畜産環境をめぐる情勢｣.

발생된 가축분뇨 처리현황을 보면, 약 90%는 퇴비나 액비로 처리되며, 약
10%는 정화와 탄화 등으로 처리되고 있다.
2000년 이전에는 발생량의 약 80%가 농지 환원에 유리한 퇴비화, 액비화,
건조처리, 슬러리 등으로 처리되었고, 발생량의 10%는 야적이나 땅 속에 방치
하였다. 그러나 ｢가축배설물법｣ 규정 등 축산환경대책 추진에 따라 2004년 시
점에서는 퇴비화, 액비화, 건조처리, 슬러리 처리가 발생량의 약 91%로 증가함
과 동시에 야적, 땅 속 방치 등의 양은 발생량의 1%까지 크게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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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가축 배설물 처리 변화(계분 포함)

자료: 農林水産省. 家畜排せつ物の発生と管理の状況. <http://www.maff.go.jp/j/chikusan/kankyo/taisaku/t_mondai/
02_kanri/>. 검색일: 2017. 10. 14.

나. 가축분뇨 처리 현황
축종별로 가축분(糞)과 뇨(尿)의 분리 및 혼합처리 현황을 보면, 젖소는 사육
두수의 45.5%가 분뇨를 분리하고 있고 54.5%는 분뇨를 혼합형태로 처리하고
있다. 비육우는 4.8%만 분리하고 있고 95.2%는 혼합형태로 처리하고 있으며,
돼지는 73.9%가 분뇨를 분리하여 처리하며, 26.1%는 혼합형태로 처리하고 있다.5
축산분뇨 및 농업 관련 부산물은 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활용되고 있으
며, 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자원화를 실시하고 있다. 가축분
뇨 배출량의 약 90%는 퇴·액비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정화·탄화 등으로
처리되며, 야적이나 방치는 1~2% 정도이다.

5 農林水産省. 2011. 3. 30. 家畜排せつ物処理状況調査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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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축종별 분뇨 분리·혼합처리 현황(두수의 비중임)
단위: %
축종

분뇨 분리

젖소
비육우
돼지

분뇨 혼합
45.5

54.5

4.8

95.2

73.9

26.1

자료: 農林水産省. 2011. 3. 30.家畜排せつ物処理状況調査結果.

축종별로 분뇨 처리 방법별 구성비를 보면, 젖소나 비육우의 경우 분(糞)은
퇴적발효 처리비중이 90%로 높고, 요(尿)는 저류처리가 90% 정도 높게 나타났
다. 젖소에서 분뇨가 혼합되어 처리되는 것의 80% 이상이 발효로 처리되고 다
음은 저류가 15% 순이다. 비육우는 분뇨가 혼합되어 처리되는 비중이 높고 그
대부분은(96% 이상) 발효처리하고 있다. 돼지의 분리된 분은 대부분 발효처리
되고, 분리된 요는 정화가 76%, 저류가 15% 순으로 처리되고 있다. 돼지의 경
우 분뇨가 혼합된 형태로 처리된 것의 73%가량은 발효처리되고 그 다음은
19% 가량이 정화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젖소나 비육우의 분은 발효를 통해 퇴비로 이용되고, 요는
저류조에 모았다가 액비로 활용되며, 돼지의 경우 분뇨는 발효를 통해 퇴비로
이용하고 요는 분리하여 정화처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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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분뇨 처리 방법별 구성비(두수의 비중임)
단위: %
분뇨 분리 상황

분(糞)

처리방법

0.9

화력건조

0.0

0.0

0.1

강제발효

6.6

8.1

48.2

퇴적발효

90.1

89.8

49.3

0.0

-

0.6

소각

0.7

-

-

0.1

공용하수도

0.0

-

-

방목

0.0

기타

1.3

햇빛건조

0.0

0.0

0.0

강제발효

1.7

1.2

5.4

45.5%

1.2

4.8%

1.0

5.1

4.4

76.3

저류(貯留)

89.6

91.5

15.3

메탄발효

1.9

0.0

0.5

공용하수도

0.8

0.6

0.4

기타

0.9

2.4

2.1

햇빛건조

1.1

0.7

0.2

화력건조

0.0

0.0

0.0

강제발효

22.9

10.8

21.3

퇴적발효

50.9

85.6

51.3

정화
분뇨 혼합 처리

돼지

2.0

정화
뇨(尿)

비육우

햇빛건조

메탄발효

분뇨 분리 처리

젖소

저류(貯留)

0.2
15.4

0.0
54.5%

0.1

73.9%

18.5
95.2%

4.0

소각

0.1

0.0

0.0

메탄발효

1.7

0.0

2.0

공용하수도

0.1

0.0

0.7

방목

6.5

1.1

0.0

기타

1.2

1.6

1.9

26.1%

주 1) ｢-｣ 표기는 없음을 나타냄.
2) 미량의 경우 ｢0.0｣으로 표기함.
자료: 農林水産省. 2011. 3. 30. 家畜排せつ物処理状況調査結果.

또한 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과제는 생산된 에너지를 적정가격에 매수하
는 것과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설비지원을 들 수 있다. 2012년
7월부터 ｢전기사업자에 따른 재생가능 에너지전기의 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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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매수제도(FIT)가 개시됨과 더불어 축산분
뇨를 이용한 발전 설비정비가 증가하였고, FIT를 통해 표준경비(설비투자나 보
수경비 등)를 조달 가능한 가격으로 매수를 일정 기간(20년간) 보증하고 있다.
<그림 2-16> 가축분뇨를 활용한 메탄 발효 및 비료 생산

자료: <http://himuronosato.jp/bio.html>. 2017. 10. 6.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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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농업 유기성 폐자원 관리정책(AGROCYLE)

1. 유럽 농업 유기성 폐자원 관리정책

유럽의 환경정책과 폐자원정책은 공통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유럽의 폐자원
기본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 2008/98)은 폐자원 관련 법적인 틀을 제
공한다. 이는 각 유럽 소속 국가들의 국가법에 의해 구체화된다. 이것은 유기성
폐자원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폐자원의 수집, 운반, 회수, 처분 등을 포함한다.
개정이 된 폐자원 기본지침에서는 유기성 폐자원의 새로운 재활용 목표가 나
와 있고 그와 더불어 컴포스팅 품질 기준이 나와 있다. 유럽의 매립 기본 지침
(Landfill directive 1999/31/EC)에서는 유럽 소속국가에 유기성 폐자원의 매립
을 1995년 기준으로 2016년까지 35%을 줄이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유럽의
국가들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국가적 전략을 세워야 했다. 유럽 산업의 배기/방
출 기본 지침(Industrial emission directive: IPPC)에서는 하루당 50톤이 넘는 유
기성 폐자원 처리 시설에 관한 허가, 제어 지침이 나와 있다. 유기성 폐자원의
연소에 관해서는 폐자원 소각 지침(Waste incineration directive)에 나와 있다.
컴포스팅을 위한 건강 관련내용과 가축분뇨를 이용한 혐기성 소화시설에 관해
서는 동물 부산물 규칙(Animal by-products regulation)에 나와 있다.
유럽의 폐자원 체계는 다섯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그 우선순위가 방지, 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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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재활용(컴포스팅 포함), 회수(에너지 회수 포함) 그리고 처분(매립, 에너지
회수 없는 소각)으로 되어 있다. 폐자원의 기본 지침(Article 4 of Directive
2008/98/EC1)에 따르면 이 우선순위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일곱 번째
환경 행동 프로그램에서(7th Environment Action Programme) 이 우선순위는
유럽의 폐자원 정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들어가게 됐다.
○ 폐자원 발생 줄임
○ 재사용과 재활용의 최대화
○ 재활용되지 않는 물질로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한계를 지음
○ 재활용 또는 재회수되지 않는 물질로 매립하는 행위의 단계적 제거
○ 유럽 국가들의 이 폐자원정책 적용에 대한 확인
이러한 유기성 폐자원 우선순위 관리정책은 유기성 폐자원 처리를 최적화하
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지역 특성, 수집체계, 폐자원 성상과 품
질, 기후 조건, 유기성 폐자원의 사용 잠재성 등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유
럽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의 투명하고 구조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전체적인 생
활 주기 사고(Life cycle thinking)가 마련되어 유기성 폐자원 관리에 적용되어
야 한다. 2005년 12월에 유럽의회는 폐자원의 재활용과 방지에 관한 주제별 전
략에 관한 소통에 관하여 출판하였다. 이 자료는 폐자원 방지, 재사용, 재활용
과 관련한 기존의 유럽연합의 법을 유럽 개별 국가적인 단계에서 추진하기 위
함 이었다. 이 과정에 대한 평가로써 폐자원 방지 및 재활용의 보고서란 제목
으로 2011년에 출판되었다. 이제는 유럽 2020년 전략이라는 전략안에 유럽의
폐자원 관리정책의 장기적인 목표가 나와 있다. 즉 유럽의 재활용사회, 폐자원
피하기, 피할 수 없는 폐자원의 자원화라는 내용으로 유럽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이다. 바이오연료와 관련한 유기성 폐자원의 역할은 현
재 커져 가고 있다. 식용 작물에 의존한 첫번째 세대 바이오연료는 2020년과
2030년 사이에 점차적으로 사라져 갈 것이다. 그 이유는 식용작물이 아닌 그리
고 부산물로부터 나오는 발전된 바이오연료가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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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닌 셀룰로오스 에너지 작물(예: Miscanthus, Arundo donax 등)이 큰 규모 바
이오연료 정제소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
선 상당한 기술적, 경제적 장애물이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한정된 경지로 인해, 식용작물 재배에 필요한 경지와의 경쟁을 피할 수가
없다. 안정된 바이오매스를 근거로 하는 에너지 경제를 위해선 이러한 식물재
배가 필요한 것이 명백하지만 앞으로 짚과 같은 농업부산물과 목재산업에서
나오는 잔재물을 이용한 혼합된 바이오에너지 자원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표 3-1>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농업잔재물과 폐자원 관련 유럽연합의 법규정
제목

개요

Directive 2009/28/EC
재생에너지 지침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 20% 에너지 효율 증대
유럽국가 교통수단 에너지의 1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 fuel quality directive와 연결됨
바이오연료인 경우 35% 최소 온실가스 감소, 2017년 50%, 2017년 새로 설치되는 시설 60%
감소, 2008년 1월에 가동되는 시설은 온실가스 규정이 2013년 4월에 적용(개정됨, Directive
(EU) 2015/1513)
오염된 땅으로부터의 바이오연료인 경우, 보너스 29g CO2/MJ
폐자원, 잔재물, 식용이 아닌 셀룰로오스 물질, 리그닌 물질로부터의 바이오연료인 경우 재생에너
지 교통분야 목표달성 계산 시 두 배로 계산이 됨
물질 수지 접근법에 의한 지속가능성 인증서
바이오연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위원회 설립

30/2009/EC
연료 품질

이 지침은 연료 품질 지침(Directive 98 / 70 / EC)을 개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 및 감축
바이오연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소개
또한 연료에 바이오 성분을 혼합하는 것을 용이(예 : 휘발유 에탄올의 최대 10%).

Decision 2010/335/EU
Directive 2009/28/EC를 위한 토지
탄소(C) 축적량 계산 지침

RED 2009/28/EC를 위한 토지 탄소 축적량 계산 지침

COM 13/2011/EC 경제주체가 각 국가
바이오연료 위탁에 대해 요구되는 정보가 들어 있으며 EU 집행위원회가 인정한 자발적 계획인
에 제출할 바이오연료 및 액체에 관한
경우에 절차 완화
특별한 정보
COM/2013/017
교통수단을 위한 깨끗한 전력: 유럽의
대체 연료 전략

대체 연료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을 제시
현재 바이오연료가 가장 중요한 대체 연료임이 명시되어 있음

Regulation 1307/2014/EC
이 규정은 초원 및 자연 높은 생물 다양성이 높은 초원지대에 관한 정의 제공
매우 생물 다양성이 많은 초원의 기준과
생물 다양성 초지의 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특정 서식지에 대한 기준 정의
지리적 범위를 정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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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제목

개요

식량 작물에서 생산된 바이오 연료의 기여도는 7%에(재생에너지 교통부분 10%) 달한다. 나머지
Directive 2015/1513/EU
3%는 다양한 바이오연료를 두 배로 계산된 다양한 대안에서 나온다. 그것은 0.5%의 운송 부문에
바이오연료 및 바이오 액체의 간접 토지
서 고급 바이오연료의 점유율에 대한 벤치 마크를 정의한다. 회원국은 이 지침을 2017년 중반까지
이용 변화를 줄이기 위한 지침
국가 입법으로 옮기고 바이오연료에 대한 국가적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제안의 의도는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을 2030년까지 하고 투자자에게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COM 2016/767/EC 재생 가능한 자원 제공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의 잠재력을 다루는 것임. 유럽의 운송 연료 공급자에게 첨단 바이오
의 에너지 이용을 위한 제안
연료, 비 생물학적 원천(예 : 수소)의 재생 가능한 운송 연료, 폐자원 기반 연료 및 재생 가능한
전기를 포함하여 재생 가능 탄소 및 저탄소 연료의 비중을 늘려야 하는 의무를 제기한다.
자료: Agrocycle, A comprehensible overview of the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concerning valorisation
of agricultural waste, co-products and by-products and the resulting marketalbe products, 2017.
pp. 13~14.

2. 일본 농업 유기성 폐자원 관리정책

일본의 바이오매스 정책은 2002년 12월에 식품폐자원과 가축분뇨와 같은 바
이오매스를 활용하기 위한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 수립을 계기로 본격화
하였다.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 이후, 2009년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
법｣, 2010년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계획, 2012년 바이오매스 사업화 전략,
2016년 새로운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계획이 현재까지 일본의 바이오매스
관련 핵심 시책이다.
<표 3-2> 일본 바이오매스 관련 핵심 시책
연도

시책

핵심요지

2002년

바이오매스·일본 종합 전략
(2002. 12. 각의 결정, 2006. 3 개정)

<2010년을 기준으로 한 목표 설정>
· 폐자원계 바이오매스 80% 이상,
· 미이용 바이오매스 25% 이상 활용

2009년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
(2009. 6. 제정, 동년 9월 시행)

· 바이오매스 활용 시책 종합적·계획적 추진
·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계획 책정(정부, 도도부현, 시정촌)
·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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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연도

시책

핵심요지

2010년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계획
(2010. 12. 각의 결정)

(2020년을 기준으로 한 목표 설정)
· 600개 시정촌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계획책정
· 5,000억 엔 규모의 신산업 창출
· 탄소 환산 약 2,600만 톤(연간) 바이오매스 이용

2012년

바이오매스 사업화 전략
(2012. 9.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회의 결정)

· 다종다양한 바이오매스 이용기술을 평가한 ｢기술로드맵｣ 책정
· 기술과 바이오매스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화
· 바이오매스 산업을 축으로 한 마을 만들기(바이오매스 산업도시
추진)

2016년

（2025년을 기준으로 한 목표 설정)
· 탄소 환산 약 2,600만 톤(연간) 바이오매스 이용
새로운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계획(2016. 9. 각의 결정)
· 600개 시정촌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계획책정
· 5,000억 엔 규모의 신산업 창출

자료: 農林水産省. 2017. 10. バイオマスの活用をめぐる状況. <http://www.maff.go.jp/j/shokusan/biomass/attach/
pdf/index-22.pdf>. 검색일: 2017. 10. 2.

앞의 바이오매스 관련 시책 이외에도 바이오매스와 관련한 다양한 시책들이
연계되어 있다. 여기서는 앞의 핵심적인 시책을 포함하여 주요 관련 정책을 추
가하여 기술하였다.
2002년 12월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은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지속적인 사
회 실현을 목표로 7개 관련부처가 연계하여, 2010년까지 폐자원계 바이오매스
80% 이상, 미이용 바이오매스 25% 이상 활용 등을 책정했다.
2005년 4월에는 ‘교토의정서 목표달성 계획’을 수립하여, 수송용 원료를 포
함한 바이오연료 보급 촉진(2010년까지 50만㎘), 바이오매스타운 구축(300개 목
표), 바이오매스에너지 변환·이용기술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계획을 수립하
였다.
2008년 3월에는 ‘바이오연료 기술혁신계획’이 공표되어 바이오연료 도입을
위해, 셀룰로오스계 에탄올 기술개발에 대하여 2015년의 제조비용 목표설정과
보급확대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9년 6월에는 종합적인 바이오매스 활용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바이오매
스 활용 추진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기본법에서는 바이오매스 활용 시책을 종
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계획을 정부, 도도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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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촌 단위로 책정하는 것,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회의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기본법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검
토·개정하도록 하고 있어, 바이오매스 관련 법률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법률이다.
기본법은 7개(내각부, 총무성, 농림수산성, 문부과학성, 환경성,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의 관계부처가 소관부처로 되어 있으며, 기본법과 관련된 관리법으
로는 ｢폐자원처리법｣, ｢식품리사이클법｣, ｢하수도법｣, ｢가축배설물관리법｣이
있고, 개별법으로 ｢목재이용촉진법｣, 시설도입 및 활용촉진을 위한 ｢농림어업
바이오연료 이용촉진법｣, ｢신에너지 이용에 관한 특별법｣, ｢열공급사업법｣, ｢가
스사업법｣이 있다.
2010년 12월에는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 “바
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계획”은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의 연장선상에서
2020년을 목표 연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신산업 창출
과 농촌 활성화를 연계시켜 바이오매스 산업도시 구축을 시도하였다.
바이오매스 산업도시란, 경제성이 확보된 일관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특색
을 살린 바이오매스 산업을 축으로 한 친환경적이며 재해에 강한 지역을 만드
는 것으로 7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선정한다. 2017년 10월 현재 전국 79개 시
정촌이 선정되었다.
2012년 7월(2011. 8. 제정)부터 시행한 ｢전기사업자에 의한 재생가능 에너지
전기의 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FIT법)에 따라 재생가능에너지(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를 대상으로 고정가격매수제도(FIT)를 시행하였다.
FIT는 재생가능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전력회사가 일정 가격에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FIT를 통해 표준경비(설비투자나 보수경비 등)를 조달 가능한
가격으로 일정 기간(20년간) 매수를 보증하고 있어, 이로 인해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 증가와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6
2016년 9월에는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계획’ 개정을 각의 결정하였다.
｢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기본법｣(5년마다 기본계획을 검토·변경)에 따라 수
6 富士経済. <https://www.fuji-keizai.co.jp/market/15029.html>. 검색일: 2017.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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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 것으로, 본 계획에서는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지역 중심으로 지속 가능
한 사업을 창출하고, 이러한 경제 가치를 농림수산업의 진흥 및 지역 사회의
이익에 환원하고 활성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에너지 효율
이 높은 지열 이용의 보급을 확대하고 열원으로 바이오가스의 적극적 이용을
추진하며, 실용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2025년을 기준으로 한 목표를 설정하여 탄소 환산 약 2,600만 톤(연간)의 바
이오매스 이용(2010년 계획 시 2,300-> 2015년 현재 2,400만 톤), 600개 시정촌
(2010년 당시 286개-> 2015년 현재는 361개)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계획책정,
5,000억 엔 규모의 신산업을 창출(2010년 당시 1,200억 엔-> 2015년 현재
3,500억 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시책방향을 경제성 확보와 이익이
지역에 환원되도록 설정하여 사업이 지속적이고 자립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데 두고 있으며, 기술개발의 목표는 실용화 및 고부가가치화 촉진에 중점을 두
고 있다.
2017년 4월에는 관계부처·연구기관·기업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에서 ‘바이
오매스이용기술 현황과 로드맵’을 책정했다.
기술도달 수준은 2017년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후를
상정하여, 연구, 실증, 실용화 3단계로 평가하였다. 여기에서는 가축배설물의
경우, 2017년 현재 메탄발효를 통한 가스, 열, 전기제조를 실용화단계로 평가하
고(일부 실증) 있다. 부생성물인 소화액을 농지에 액비로 이용하는 것이 화학
비료와 시비효과에서 손색이 없으며 토양의 물리성(단립화) 개선을 확인하였
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볏짚 등 소프트 셀룰로오스를 활용한 에탄올 생산을
연구·실증(일부 실용화) 단계로 평가하고 있다.

50
<표 3-3> 연도별 주요 일본 바이오매스 관련 주요 정책
연도

시책

요지

2002년

바이오매스·일본 종합 전략
(2002. 12. 각의 결정, 2006. 3. 개정)

-7개 관계부처: 바이오매스 활용추진회의
<2010년 기준 목표 설정>
·폐자원계 바이오매스 80% 이상,
·미이용 바이오매스 25% 이상 활용

2005년

교토의정서 목표달성 계획
(2005. 4. 각의 결정, 2008. 3. 개정)

·수송용 원료를 포함한 바이오연료 보급촉진
(2010년까지 50만㎘)
·바이오매스타운 구축, 바이오매스에너지 변환·이용기술 개발

2008년

바이오연료기술혁신계획
(2008. 3. 바이오연료기술혁신협의회(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셀룰로오스계 에탄올 기술개발에 대해, 2015년의 제조비용 목표설
정과 보급 확대

2009년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
(2009. 6. 제정, 동년 9월 시행)

·바이오매스 활용 시책 종합적·계획적 추진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계획 책정(정부, 도도부현, 시정촌)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회의 설치(7개 부처)

2010년

에너지 기본계획
(2003. 10. 제정, 2010. 6. 개정)

·2020년까지 1차에너지 공급에 차지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 비중
10% 도달
·바이오연료를 전국 가솔린 3% 상당 이상 도입

2010년

에너지공급구조 고도화법에 기초한 비석유에너지원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해 일정의 바이오연료 도입을 부과
이용에 관한 석유정제업자의 판단의 기준(2010. 11. 고시) (2011년도 21만kl → 2017년도 50만kl(원유 환산)

2010년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계획
(2010. 12. 각의 결정)

2011년

전기사업자에 의한 재생가능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고정가격매
전기의 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FIT법) (2011. 8. 제정,
수제도(FIT) 시행
2012. 7. 시행)

2012년

바이오매스 사업화 전략
(2012. 9.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회의 결정)

·다종다양한 바이오매스 이용기술을 평가한 ｢기술로드맵｣ 책정
·기술과 바이오매스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화
·바이오매스산업을 축으로 한 마을 만들기(바이오매스 산업도시 추진)

2016년

새로운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계획(2016. 9. 각의
결정)

（2025년을 기준으로 한 목표설정)
·탄소 환산 약 2,600만 톤(연간) 바이오매스 이용
·600개 시정촌 바이오매스 활용추진계획책정
·5,000억 엔 규모의 신산업 창출

(2020년을 기준으로 한 목표 설정)
·600개 시정촌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계획책정
·5,000억 엔 규모의 신산업 창출
·탄소 환산 약 2,600만 톤(연간) 바이오매스 이용

자료: 農林水産省. 2017. 10. バイオマスの活用をめぐる状況. <http://www.maff.go.jp/j/shokusan/biomass/attach/
pdf/index-22.pdf>. 검색일: 2017.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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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본 바이오매스 정책 평가
2011년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에 따른 바이오매스 구상 사업의 종료와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 자체 평가가 진행되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당초 목표
인 폐자원계 바이오매스 80% 이상, 미이용 바이오매스 25% 이상의 활용 목표
에, 폐자원계 바이오매스의 활용 목표는 충족되었으나 미이용계 바이오매스의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용 바이오매스의 경우 탄소 환산 기준으로 약 17%의 이용률을 보여 당
초 목표인 25%와 비교했을때 매우 저조하였는데, 이는 미이용 바이오매스의
효율적인 수집시스템이 확립되지 못하였고, 비용면에서 바이오매스 사업자의
수요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한 점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매
스 타운 300개 구상은 공표 지구가 310개소로 공표 지구 수는 목표치를 상회하
고 있으나 바이오매스 구상을 공표한 지역의 조직이 발전적으로 성장하지 못
하고 있고, 바이오매스 구상에 명시한 바이오매스 이용률과 경제성 측면에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지역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에서는 농어촌 활성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종합전략 추진 이후 6년간
의 가축분뇨, 비식용 농작물 등의 이용률(이용량/부존량*100)을 분석했다. 가축
분뇨의 경우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자원화 정도가 90%(7,920/8,800만 톤)로
같고, 비식용 농작물은 같은 기간 30%(420/1,420만 톤)로 동일했다.
<표 3-4> 바이오매스 이용률
단위: %
종류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폐자원계
바이오매스

가축분뇨

80.0

90.0

90.0

90.0

90.0

90.0

90.0

90.0

비이용
바이오매스

비식용
농작물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자료: 總務省. 2011. 2. バイオマスの利活用に関する政策評価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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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본 바이오매스 관련정책 추진과 시사점
일본의 바이오매스 관련정책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관련부처의 연계를
통한 추진을 들 수 있다. 농업정책․에너지정책의 종합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부처별 바이오매스 관련시책 참조). 재생에너지 매입제도가 고정가격매입
제도로 변경(2012. 7.)되면서 일정 기간 일정 가격 수준에서 전기를 매입함으로
써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발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의 중간평가가 만족스러운 평가가 아니지만 목표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관련시책이 지속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바이오매스 시책방향을 지역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자립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데 두고 있다.
바이오매스의 원료나 발생하는 에너지 종류에 따라 지역 특색에 맞고, 지역
단위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바이오매스 타운/바이오매스 산업도시 구
축을 진행해 오고 있다. 현재는 바이오매스 타운 318개 시정촌, 바이오매스 산
업도시 52개 시정촌이 선정되었다(2016년 7월 기준).

참고자료 <부처별 바이오매스 관련 시책>
- 농림수산성이 식료산업·6차 산업화 교부금, 순환 자원활용 대책사업(지속가능한 순환 자원활용 종합 대책의 일부), 6차 산업화 서포트
사업, 농산어촌진흥 교부금, 에코 피드 증산 대책, 목표를 명확히 한 전략적인 기술개발, 목재수요의 창출·수출력 강화 종합 대책사업,
임업 성장 산업화 종합 대책 등이다.
- 총무성은 지역경제순환 창조 사업교부금(로컬10,000프로젝트), 지역경제순환 창조 사업교부금(분산형에너지 인프라스트럭쳐 프로젝트)
- 문부과학성은 전략적 창조 연구 추진 사업(첨단적 저탄소화 기술개발), 미래사회창조 사업 하이리스크·하이임팩트 연구 개발의 추진,
환경자원과학연구 사업(이화학연구소 운영비 교부금의 일부)
- 국토교통성은 하수도 혁신적 기술실증 사업(B-DASH프로젝트), 민간활력 이노베이션 추진 하수도사업, 하수도 에너지·이노베이션
추진 사업제도, 하수도에 있어서의 에너지 최적화 검토 경비
- 경제산업성은 바이오연료의 생산·공급 시스템 구축 사업, 지역에서 자립한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활용 모델을 확립하기 위한 실증 사업,
벤처 기업 등에 의한 신에너지 기술 혁신 지원 사업, 미세해초류를 활용한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실증 사업비 보조금, 지역의 특성을
살린 에너지의 지산지소촉진 사업비 보조금
- 환경성은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교부금, 저탄소형 폐자원처리 지원 사업, 재생가능에너지 전기·열자립적 보급 촉진사업(경제산업성
제휴 사업), 목질 바이오매스 자원의 지속적 활용에 의한 재생가능에너지 도입계획책 정사업(경제산업성 제휴 사업), 폐자원처리 사업에
있어서의 에너지활용·저탄소화 대책지원 사업, 환경조화형 바이오매스 자원활용 모델 사업(국토교통성 제휴 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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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한 선별된 사례 연구

1. 중앙집중화된 바이오가스 플랜트, 스웨덴의 Katrineholm

Katrineholm은 스톡홀름에서 남서쪽으로 약 150km 떨어져 있는 바이오가스
플랜트이다. 이 플랜트는 2010년 11월에 시작되었으며 51% SBI회사(Swedish
Biogas International)와 10개의 돼지 농장(49%)의 소유이다. 이 플랜트는 연간
8만 톤의 원료를 소화하도록 설계되었다. 농부들은 돼지분뇨의 운송과 소화액을
처리하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이 플랜트는 집중 돼지사육농장과 몇 닭사육장
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에 호수가 많고 농부들은 점점 까다로워지는 규
칙 특히 인을 밭에 뿌리는 것과 관련한 규칙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그 허용한계
는 헥타르 당 22kg의 인이다. 이 플랜트는 현재 흔히 상용되는 기술로 에너지
작물과 분뇨를 원료로 운영되고 있다. 원만한 가동 시 총 연간 8만 톤의 원료혼
합물이 소화되고 있다. 액체분뇨는 탱크트럭에 의해 플랜트에 운송되고 있고
농장과 플랜트의 평균거리는 약 15km이다. 자세한 정보는 www.swedishbiogas.com
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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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풀 가동시 원료 혼합물 계획
Substrate

Tons/Year
65,000

Pig slurry
Soild pig manure

5,000

Chicken manure

3,000

Fatty co-substrate(resideus from ice-crem factory etc)
Energy crops(grass sliage), poor qualiy grain and fodder etc
Total

4,000
2,000~5,000
79,000~82,000

<그림 4-1> 바이오가스 플랜트 개요

자료: Sari Luostarinen. Examples of Good Practices on Existing Manure Energy Use: Biogas, Combustion
and Thermal Gasifi cation. Baltic MANURE WP6 Energy potentials - KNOWLEDGE REPORT.
Baltic Forum for Innovative Technologies for Sustainable Manure Management, 2011.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액체원료를 위한 두 개의 원료 탱크(가축분뇨를
위한 800m3, 지방질의 폐자원을 위한 200m3)가 있다. 이 원료탱크의 원료는 분
쇄기에 의해 입자크기가 줄여진 이후 세 개의 위생처리(70도 1시간) 시설로(각
11m3) 옮겨 번갈아 가며 채움-1시간 70도 유지-배출의 순서로 위생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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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시 나오는 원료는 열 교환기를 거치면서 전처리에 사전 원료가열에 사용
된다. 에너지 곡물은 두 개의 교반 컨테이너에 의해 직접 소화조에 투입된다.
바이오가스 공정은 병렬로 놓여 있는 두 개의 스테인리스 소화조(각 4500m3)
에 의해 이루어진다. 각 소화조는 두 개의 고정 교반기와 세 개의 높이 조절이
가능한 잠수형 프로펠러 교반기로 되어 있다. 소화 온도는 중온 공정으로 37도
에서 39도 사이이며 원료가 소화조에 머무는 시간은 약 40일이다. 소화조 지
붕은 두 개의 멤브레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이오가스 저장고로 쓰인다. 바이
오가스 생산은 연간 약 3만 m3이다. 이 프로젝트는 부분적으로 유럽연합으로
(유럽지역발전기금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부터 경제적으로 지
원받았다. 원료혼합 톤당 38m3의 바이오가스가 생산이 되고 있다. 메탄함량은
65%이다.
소화조에 나오는 소화액(방출물)은 약 건조중량이 6~8%이다. 이것은 스크류
프레스에 의해 첨가물 없이 고액체가 분리된다. 이때 고형분은 25~30% 건조중
량이 되며 우선적으로 가축이 없는 농가에 인-비료로 사용이 된다. 액체는 건
조중량이 2~3%이며 우선적으로 농가에 질소비료로 사용이 된다.
바이오가스는 물과 압력을 이용한 흡수기술(water scrubber)로 이산화탄소가
제거되고 자동차 연료로 사용된다. 압력이 가해진 원주 모양의 탱크에 접촉면
적을 늘리기 위해 플라스틱 재료로 가득 채워져 있다. 물과 바이오가스가 쌍방
향으로 만나면서 이산화탄소가 물에 흡수된다. 이산화탄소가 제거된 바이오가
스는 메탄함량이 97% 이상이 된다. 이산화탄소를 함유한 물은 다시 압력이 없
는 탱크로 흘러 들어가 녹은 이산화탄소를 다시 물에서 내보낸다. 그리고 그
물은 다시 압력 탱크로 들어가 흡수에 이용된다. 이러한 순환으로 적은 물 소
비를 이루게 되는데 하루당 약 1m3 소비를 한다.
정제된 바이오가스는 200atm으로 압축이 되어 가스 컨테이너(1900Nm3)에
저장된다. 이 컨테이너는 트럭으로 스톡홀름에 이송된다. 한 대의 트럭당 세 개
의 컨테이너가 실려진다. SBI는 미래에 용량을 늘려서 트럭당 3개의 컨테이너
(5400Nm3)를 운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스톡홀름까지 왕복 네 시간이 걸린
다. 그 이유는 스웨덴 이 지역에 지하가스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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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동차 연료로서의 수요가 스톡홀름에 높기 때문이다. SBI에 따르면 총
투자비는 5.7백만 유로이며 이는 핵심 소화조 설비에 3백만 유로, 바이오가스
정제시설에 2백만 유로, 그 밖의 시설(바닥 등)에 0.7백만 유로이다. 바이오가
스 정제시설 운영비는 바이오가스 m3당 0.10~0.14유로이다(Sari Luostarinen 2011).

2. 작은 규모의 바이오가스 플랜트

유럽 특히 독일에서 가축분뇨저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메탄가스의 방출을 줄
이기 위해 가축분뇨를 주로 이용하는 작은 규모의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경제
적으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발전했다.

2.1. 작은 규모 바이오가스 플랜트 관련 법 규정 및 지원 프로그램
온실가스 방출 감소,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 식용작물과 에너지작물 이
용의 논쟁, 자연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존, 화학비료 대체를 통한 생산과정에서
의 배기가스 감소, 자원과 에너지 절약 등 이러한 정치적 목표들이 법률 제정
가들에게 작은 규모의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지원하기 위한 동기가 되고 있다.
농부들에게는 이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추가적 수입원, 냄새 감소, 비료로서의
가축분뇨 품질 향상 그리고 축사와 판매를 위한 재생에너지(전기와 열) 생산이
라는 점에서 유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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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유럽 주요국의 작은 규모의 바이오가스 플랜트 지원 프로그램
내용
투자비 지원

벨기에

독일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

네덜란드

폴란드

√

√

전기 판매에 대한 보장된 보너스

√

열 판매에 대한 보장된 보너스

√

메탄가스 판매에 대한 보장된 보너스
에너지 판매에 대한 증명서 발급

√
√

전기 공급 시 보장된 기본가격

√
√

√

√

√

√

√

√

열 공급 시 보장된 기본가격
메탄 공급 시 보장된 기본 가격
세금관련 혜택

√

√

√

√

√

√
√

자료: Mirosz L. “Biogas-Kleinanlagen - Ein Leitfaden für politische Akteure. ”National Energy Conservation
Agency(NAPE), Polen : EU-Projekts “BioEnergy Farm 2 - Gülle, 2016. BEF2-15003-DE.

2.2. 작은 규모 바이오가스 플랜트 도입과 관련 기술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여러 가지 형태와 크기가 있다. 유럽에 몇 년 전부터
오로지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늘고 있다. 이 바이오가
스 플랜트는 오직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고 있거나 약간의 추가원료를 넣기도
한다. 이 형태의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특히 축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적합하
다. 가축분뇨 플랜트는 농가에 가축분뇨의 가치를 향상시켜 주었다. 작은 바이
오가스 플랜트는 기존의 플랜트보다 규모(100~200kW 이하)나 기술면에서 단
순화되었다. 특히 독일에서는 다른 유럽국가보다 일반 바이오가스 플랜트의 지
원이 높았던 차에, 작은 규모의 플랜트 지원도 더 뚜렷하게 발전되었다. 축사에
서는 저렴하게 가축분뇨, 사료 잔재물이나 폐자원 등이 나온다. 가축분뇨는 높
은 수분함량으로 에너지 밀도가 낮아 바이오가스 잠재성이 낮다. 이것은 높은
비용으로 먼 곳으로의 운반이 어렵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고 단순
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 용량의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제공되고 있다. 가축분
뇨는 기술상 쉽게 처리될 수 있다. 높은 비율의 가축분뇨 사용 시에 약간 펌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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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려울 수 있는 잔디사일리지나 짚의 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적합한 기계
와 원료사용 및 운영은 그 플랜트의 효율과 가스 생산을 결정한다. 즉 사용되
는 원료에 따라 그에 필요한 기술(분쇄기, 파이프 라인, 펌프, 가스 정제, 가스
저장, 가스 모터, 에너지 이용 등)의 종류와 규모가 결정된다. 기술 이외에도
오로지 가축분뇨를 사용하는 플랜트인 경우에 특히 겨울철 열에너지 공급과
수요계획은 중요한 사항이 된다. 겨울철이 긴 지역에서 축사와 주택에 대한 열
공급은 어려워질 수도 있다. 현재 시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작은 규모 바이
오가스 플랜트가 제공되고 있다.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에서 사용되는 기
술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소화액 처리 기술
가장 저렴하게 소화액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인근의 농토에 비료로 살포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획단계에서 주변에 비료로 살포할 수 있는 충분한 농토
가 있는지 또는 소화액을 받고자 하는 수요자가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이 중요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소화액처리기술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처리 기술로 영양분의 효율을 높이거나 저장과 살포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소화액의 상품성을 높이고 대기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소화액 처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 부분적 처리: 고형분을 분리하고 영양분이 감소된 액체 생산
○ 완전한 처리: 고형분 분리 및 영양분이 증가된 농축액 생산, 하수 방류
기준까지의 액체 처리
분리
소화액 처리의 시작은 고형분과 액체분의 분리이다. 이 분리는 원심분리기나
스크류 프레스에 의해 이루어진다. 액체분 소화액의 소화조로의 재순환 또는
고형분 소화액의 저장고용량 감소 등 간단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더 이상의
처리기술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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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분 처리
이 기술은 고품질의 비료 생산을 위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펠렛화해 수분
을 제거하여 운송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 건조기술로는 벨트건조기 등
(Bandtrockner, Schubwendetrockner, Wirbelschichttrockner) 여러 가지가 있으
며 더운 공기로 수분을 제거한다. 필요한 열은 발전기의 폐열을 이용할 수 있다.
액체분 처리
소화액의 직접적인 비료 이용 이외에 액체분의 방류수준으로 처리하는 방법
이 있다. 이 비용과 요구되는 수준은 상당히 높다. 그 기술로는 멤브란 처리와
진공상태의 증발기술이 있다. 멤브란 처리는 액체분이 멤브란을 통과하면서 고
형분, 박테리아 또는 염분이 걸러지는 원리이다. 액체가 통과하면서 한쪽에선
정제된 액체와 다른 한쪽에서 통과하지 않고 걸러져서 농축된 액체로 나뉘게
된다. 역삼투멤브란 기술은 멤브란이 막힐 위험이 크기에 원료의 사전 처리가
(sepration, ultrafiltration) 중요하다. 방류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보통 3단계
의 역삼투 멤브란이나 또는 두 단계와 마지막에 이온교환기를 두는 것이 적어
도 필요하다. 진공증발기술은 우선 원료액을 산성화하여 이산화탄소를 제거하
고 암모니아를 농축액에 화학결합(예: 황산암모늄)으로 모으는 것이다. 다음 액
체분을 증발시킨다. 그 과정에 나오는 증기 스트림은 암모니아의 농도에 따라
프로세스 운영에 필요한 물로 사용될 수 있다. 다른 한쪽에서 나오는 액체는
영양소(인과 칼륨)로 농축된다(Mirosz 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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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작은 규모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례

2.3.1. 벨기에의 플랜트 사례
○ 원료: 2,900t/a 우분
○ 바이오가스 생산: 69,600m3/a
○ 바이오가스 이용: CHP
○ 발전용량: 19.4KW
○ 에너지 생산: 전기 155,200kWh/a, 열: 335,000kWh/a
○ 열 이용: 플랜트와 주거용
<그림 4-2> 벨기에 Oelegem의 작은 규모 바이오가스 플랜트

자료: Mirosz L. “Biogas-Kleinanlagen - Ein Leitfaden für politische Akteure. ”National Energy Conservation
Agency(NAPE), Polen : EU-Projekts “BioEnergy Farm 2 - Gülle, 2016. BEF2-15003-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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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덴마크의 플랜트 사례
○ 원료: 2,100t/a 돈분
○ 바이오가스 생산: 120,000m3/a
○ 바이오가스 이용: CHP, 보일러
○ 발전용량: 30KW
○ 에너지 생산: 전기 150,000kWh/a, 열 360,000kWh/a+130,000kWh/a(보일러)
○ 열 이용: 축사와 주거용
<그림 4-3> 덴마크 Aarhus의 작은 규모 바이오가스 플랜트, 분리 기술

자료: Mirosz L. “Biogas-Kleinanlagen - Ein Leitfaden für politische Akteure. ”National Energy Conservation
Agency(NAPE), Polen : EU-Projekts “BioEnergy Farm 2 - Gülle, 2016. BEF2-15003-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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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독일의 플랜트 사례
○ 원료: 2,200t/a 우분
○ 바이오가스 생산: 80,000m3/a
○ 바이오가스 이용: CHP
○ 발전용량: 7~12KW
○ 에너지 생산: 전기 90,000kWh/a, 열 180,000kWh/a
○ 열 이용: 플랜트와 주거용
<그림 4-4> 독일의 작은 규모 바이오가스 플랜트, 분리 기술

자료: Mirosz L. “Biogas-Kleinanlagen - Ein Leitfaden für politische Akteure. ”National Energy Conservation
Agency(NAPE), Polen : EU-Projekts “BioEnergy Farm 2 - Gülle, 2016. BEF2-15003-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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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짚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기술

3.1. 짚 펠렛화의 기술적 설명(DBFZ)
작은 용량의 연소시설에 짚을 사용할 때 그 연료는 정해진 규격이 있고 독일
관련 법(1. BimSchV)에 따른 규칙적인 검사에 통과해야 그 시설이 허가가 된
다. 이것은 결국 표준화된 연료이어야 가능하다. 더 나아가 표준화된 연료의 성
격은 연소시설 제조회사에서도 기술적인 복잡성을 줄이고 배기가스의 기준치
를 지키기 위해서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짚은 30~50kW 작은 용량의 시설에 펠
렛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30~50kW 용량의 연소시설을 위해서는 20,000~40,000t/a
용량의 펠릿화 시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연간 40,000t/a 펠렛을 제조하는
330kW 용량의 펠렛 제조기(Ringmatrizenpresse)가 있다. 우선 공 모양으로 눌
러 저장된 짚을 풀어헤치는 기계(Ballenauflöser)로 풀어야 한다. 그리고 자르는
기계로 잘게 잘라야 한다. 예를 들어 6mm 펠렛을 위해서는 4mm 미만으로 자
른다. 규격화된 잘려진 모양은 나중에 적합한 펠렛을 생산하는 데 영향을 미친
다. 또 하나의 영향요소는 짚의 수분함량이다. 적합한 수분(14%)을 유지하기
위해 물이나 증기를 섞어 준다. 그 다음 펠렛 제조기로 펠렛을 생산한다. 여기
서 중요한 것은 펠렛이 나오는 관의 구멍의 지름과 그 관의 길이 비율이다. 펠
렛이 적합한 품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짚의 경우 나무보다 그 비율이 커야 한
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미세가루는 필터를 거친 이후 원료로 사용된다. 여기서
생산된 펠렛의 온도는 80~130도가량 된다. 그 이후 펠렛을 역행 냉각기로 식혀
펠렛의 저장 안정도를 높인다. 그 이후 15~25kg 포대나 650kg 큰 포대에 담아
저장한다(Zeller Vaness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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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짚을 이용한 독일의 열 발전소 사례(BEKW)
독일 Emsland의 바이오에너지 발전소(BEKW)는 독일의 첫 번째 짚을 이용
한 발전소이다. 혁신적인 기술로 짚을 하나의 재생에너지 자원으로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발전소의 용량은 49.8MW이다. 이 프로젝트로 짚을 이용한 대량
에너지(전기와 열)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연간 1십만
톤의 이산화탄소 방출을 줄이게 됐다. 짚은 하나의 이상적인 에너지원이다. 이
것을 위해 별도로 농사를 짓는게 아니고 다른 곡물의 부산물로 나온다. 이로
인해 짚은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자원이다. 이
러한 친환경성 이외에 짚의 이용은 그 지역의 농경제에서 안정되고 장기적인
이용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발전소와 연소기술의 계속된 개발이 있었으며,
보일러 구조, 원료 투입, 프로세스 부분에 혁신적인 기술 도입으로 짚의 연소기
술의 효율을 높였다. 예를 들어 재의 고형화(슬래그)를 방지하기 위해 순환되
는, 물로 온도를 낮추는 진동장치와 특별한 형태의 과열기, 복잡한 보일러 제
어, 최적의 연소와 낮은 배기가스 방출 등 그 효율이 높아진 것이다. 또 하나의
핵심은 높은 효율의 열 병합기술이다. 이 전기와 열 병합은 1차 에너지 사용의
가장 효율적인 형태이다. 잘 성립된 열에너지 사용 계획으로 이 플랜트는 에너
지 사용이 90%에 이르며 전기와 열 생산이 경우에 따라 융통성 있게 될 수 있
다. 그래서 지역독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공급을 지역의 산업구조 안에
서 이루는 것이 목표이다(Komnitsas K 2012).

4. 유럽 지중해 연안 국가의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한 사례

Life + Environment 정책은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환경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는 상당한 환경적 유익을 가져오는 기술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해준다. 또한
유럽의 환경 관련 법규 적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 정책 지식을 제공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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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관찰로 환경정보를 개발한다. 이 프로젝트는 폐자원의 수집, 처리, 분산
등의 기술적 과제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지역 또는 지방의 행정부는 이
프로젝트의 지원으로 혁신적인 폐자원 관리를 이루어 냈다. Life+Wastereuse에
서는 지중해 연안 유기성 폐자원 처리에 관한 것이 요약되어 있는데 이는
Technical University of Crete(TUC) 그리고 그 밖의 자료(Life, Sciencedirect,
Scopus, Cordis)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주로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
의 올리브 오일, 와인, 가축분뇨, 짚(쌀) 등의 부산물 처리에 관련하여 집중하였
다. 총 49개의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었는데 여기서 몇 가지 간단한 사례들이 요
약되었다(Komnitsas K 2012).

4.1. 돈분뇨
Ecodiptera 프로젝트는 돈분뇨처리를 하는 데 선별된 다양한 파리의 애벌레
를 이용한다. 처리 방법은 돈분뇨 운송, 선처리, 애벌레 대량 생산, 생물학적 분
해 단계로 이루어진다. 최종 생산물은 매우 안정되고 오염시키지 않는 유럽기
준의 비료로 적합하다. 이 비료의 곡물과 해바리기 재배에 적용 이후 일반 비
료와 비교할 때 강화된 성장 및 무게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애벌레
를 생산하기 위한 시범플랜트가 슬로바키아에 지어졌으며, 생물학적 분해를 위
한 시범공장이 스페인 발렌시아에 지어졌다. 예를 들어 돈분뇨의 질소 함량이
2.45% 줄어들었고 냄새 감소, 질병감염의 위험 감소, 파리 증식 제어, 전기 소
비 감소, 이산화탄소 방출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생물학적 분해를 위한
경비는 톤당 10유로인데 이는 가축분뇨 농토의 직접 살포 비용(3유로/t)보다 비
싸다. ZNP 프로젝트는 가축분뇨 관리의 한 시스템에 여러 기술을 도입하는 총
체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가축분뇨 관리, 선처리(원심분리기를 이용한 고액 분
리), 활성 슬러지를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 그리고 원심분리기 이후 잔재물의
컴포스팅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ZNP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부유 고형물과 화학
적 생물학적 요구량이 95~100% 제거되었고 질소는 질산염으로 약 94% 변화

66
되었다. 온실가스 방출과 대기오염은 줄어들었다. 이러한 총체적 접근의 시설
은 프랑스의 연간 18,000톤의 암모니아 방출을 줄일 수 있고(현재 연간 약 6만
톤), 물 소비도 40% 감소할 수 있다고 계산되었다. 프랑스(Guernévez)에 시범 플
랜트가 세워졌으며 가축분뇨 처리 비용은 m3당 15~19유로이다. PIGS 프로젝트
는 돼지 사육장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프로젝트이다. 고
형분은 유기성 도시폐자원이나 정원폐자원과 함께 컴포스팅을 위해 재활용된
다. 환경적인 효과는 장기적인 지하수 보존과 소음과 냄새 감소, 물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Komnitsas K 2012).

4.2. 그 외 가축분뇨
Duck(오리) 슬러리 프로젝트는 오리 슬러리의 지속가능하고 저렴한 프로세
스를 개발하여 비료로 만들고 환경문제를 줄인다는 것이다. 이 프로세스는 슬
러리의 분쇄 및 균질화, 고액 분리, 고형분의 건조, 공기 부양, 혐기성 소화, 바
이오가스 생산 및 소화액 처리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는 연간 3백만 마리의 오
리와 8만 톤의 슬러리를 생산하는 아일랜드의 오리 사육농가에 적용되었다. 이
프로젝트 전에는 질소(질산염) 처리와 높은 운반비용이 들었다. 생산되는 바이
오가스는 플랜트의 열 공급에 적용되며 처리 비용을 줄여 장기적인 경쟁력이
생겼다. Ecorega 프로젝트는 유기성 폐자원의 더 나은 관리를 통하여 소 사육
관련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있다. 이 농가의 혁신적인 시스템은 소
사육장의 액체상태의 슬러리를 다른 종류의 유기성 폐자원(돼지, 닭)과 섞어서
더 나은 비료와 메탄가스를 생산해 내는 데 있다. 이것은 스페인의 Galicia,
Extremadura 등의 지역에 적용되었다. 이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화학비료 사용
을 줄이는 효과를 낳았다(Komnitsas K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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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볏짚
유럽의 Life 프로젝트에 벼로부터 나오는 짚의 처리는 ECORICE와 BIO
COMPOST 두 가지이다. Biocompost에서 개발된 방법이 Ecorice에 적용된 것이다.
이는 짚과 줄기의 처리 비용을 줄이는 목적을 얻기 위함이었다. Ecorice 프로젝
트의 목적은 스페인의 Albufera지역에서 짚의 연소시 나오는 공기오염을 줄이
는 것이다. 1,350톤의 짚이 발렌시아에서 수집되어 짚 담요로 생산된다. 이는 땅
을 덮어 땅의 습기를 유지해 주는 간단하고 경제적인 방법이다. 1,350톤의 짚을
연소하지 않고 짚 담요로 사용할 시에 연간 74.6톤의 이산화탄소가 감소되는
효과를 낳았고 작물의 생산률도 늘었으며 환경오염 관련 주민의 호응도 높아
졌다. Biocompost 프로젝트는 볏짚을 수집하는 시스템을 성립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두 가지 처리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벼의 줄기와 다른 유기물과 섞어
컴포스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벼 줄기를 갈아 슬러지, 유기물, 정원잔재물과
섞어 컴포스팅하는 것이다. 논에서의 벼 줄기의 수집기술이 적용되었고 수집된
줄기는 스페인의 FERVASA시범 플랜트에 컴포스팅을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
었다. 이는 기존의 연소시설로부터 나오는 공기오염을 줄였고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Komnitsas K 2012).

4.4. 그 밖의 유기성 폐자원
Ecofilter 프로젝트는 친환경적인 소음과 냄새를 줄이는 컴포스팅 방법을 개
발하는 것이었다. 컴포스팅의 여러 단계가 완전히 닫혀진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효율 증가뿐만 아니라 냄새와 암모니아 방출의 95%
가 줄어들었다. 친환경적인 비료 생산뿐만 아니라 에너지 감소, 프로세스에 사
용되는 물의 재사용, 환경오염 방지 등의 효과를 내었다. 이 기술은 버섯재배시
설과 연계되어 있는데, 3개의 터널과 파이프를 통해 공기를 생물학적으로(필
터, 세척) 정화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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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의 가축분뇨 사용공정의 미래 방향(Agro Business ParkT5)

스웨덴의 한 사립시설인 BalticSea2020은 미래 시나리오를 위한 최선의 기술을
논의하였다. 이 시설은 집중적인 돼지 생산 프로그램의 여러 연구에 의해 시작된
시설이다. 이 연구는 한마디로 잘 생각된 기술과 방법의 조합으로 질소와 인의
손실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이 된다.
○ 대기와 강이나 지하수로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가축분뇨 저장
○ 혐기성소화로 인한 질소 이용가능성 향상
○ 가축분뇨와 소화액 분리로 인해 적절한 영양소 밸런스 조절
○ 적절한 시간 안의 살포로 식물로 영양소 흡수 최대화
○ 식물의 필요에 맞는 적절한 질소, 인의 공급으로 손실, 침출, 유출의 위험
을 줄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 영양소 표준화
- 질소와 인에 대한 국가적 최대 적용 기준
- P 손실 위험 지표
- 가축분뇨의 표준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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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완벽한 방법은 있을 수가 없다. 전체적인 개념과 특별한 기술의 선택은
그 지역과 나라의 특수한 조건과 제한 등에 좌우된다. 스웨덴의 BalticSea2020
은 효율적인 영양소 재순환을 위하여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1. 바이오가스 생산의 최대화는 플랜트의 존립가능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
소이다.
2. 바이오가스 생산을 높이기 위한 부원료는 나중에 비료로 이용될 소화액의
영양소 밸런스 계산에 넣어야 한다.
3. 소화액의 살포는 효율적인 식물의 흡수를 최대화하기 위해 항상 봄이나
초여름에 이루어져야 한다.
4. 소화액의 질소는 가축분뇨보다 더 침출이 쉽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살포
시기가 더 중요하다.
기계적 분리와 효율적인 영양소(인) 관리를 갖춘 혐기성소화의 우선순위는
가축분뇨 처리 기술의 오랜 분석에 기초한다. 환경과 기후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술은 무시되었다.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영향을 갖거나, 경제
적으로 입증되지 않거나 상업용으로 실용화되지 않은 기술도 무시되었다. 선택
된 기술들은 쌍방의 윈-윈 접근을 위한 것들이다. 돼지분뇨를 기초로 한 바이
오가스 생산은 사회, 농부, 바이오가스 회사 그리고 환경에 이익을 줄 수 있다.
결론을 내리는 데 이론적 분석뿐만 아니라 최고의 기술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
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면 모델 플랜트, 정보 캠페인 또는 농부
들의 추천 등이다. 유럽연합지원프로젝트, 예를 들면 Balticsea 프로그램은 사람
들의 인식을 높이고, 정보를 공유하고, 모델적 시범을 보이고 정부의 대화를 이
끄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된다(Foged, Henning Lyngs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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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의 짚의 에너지화 가능성(Weiser)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는 좀 더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전환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자원과 에너지 잠재성 그리고 기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그것의 지속가능성을 전체적인 규정 속에서 검토해야 한다. 짚은 독일의 가장
중요한 유기성 폐자원 중의 하나이다. 현재까지 다른 용도에 비해 짚의 에너지
화는 독일에서 폭넓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곡물재배에서 나오
는 짚의 양은 이론적으로 29.8Tg/a, 기술적인 잠재성은 15Tg/a이다. 이 중에서
지속가능한 토양 비옥도를 유지하고 가축사육을 위한 것을 제외할 때 지속가
능한 짚의 잠재성은 7.97~13.25Tg/a이다. 이 짚의 에너지화 이용가능성은 여러
가지 형태(열 생산, 열전기 병합생산, 바이오연료 생산)로 나타날 수 있고, 화석
에너지와 비교할 때 온실가스 감소 효과는 73.3~92.3%이다. 이 중에서 가장 많
은 온실가스 감소효과를 나타내는 기술은 짚을 이용한 열전기 병합 생산이다.
그 뒤를 이어 짚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 온실가스 감소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5-1>. 특히 바이오연료 생산에 필요한 많은 양의 원료로 사용될 시
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지역 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플랜트
위치와 지역의 상황을 사전에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짚의 에너지화는 적
절한 조건 속에서 적합한 기술과 함께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Christian Weis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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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짚을 이용한 여러 가지 플랜트의 온실가스 감소효과 비교

자료: Christian Weiser, Vanessa Zeller, Frank Reinicke, Bernhard Wagner, Stefan Majer, Armin Vetter,
Daniela Thraen, Integrated assessment of sustainable cereal straw potential and different
straw-based energy applications in Germany. Applied Energy, 114(2014) 749-762.

3. 일본 유기성 폐자원 자원화 확대를 위한 정책 시사점

2015년 기준 가축분뇨 배출량의 약 87%, 농작물 비식용부분의 약 32% 정도
가 바이오매스로 활용되고 있다.7 일본의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 자원화는 2002

7 벼나 채소 등의 부산물을 수확 후 논밭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경운작업을 할 경우,
바이오매스 측면에서는 적절히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논에 환원하여
경운작업을 한 것을 포함할 경우는 약 85%임. 農林水産省, 国産バイオ燃料の大幅な
生産拡大, バイオマス・ニッポン総合戦略推進会議, 2007. 2. (http://www.maff.go.jp/j/shokusan/
biomass/b_energy/pdf/kakudai01.pdf). 農林水産省. <http://www.maff.go.jp/j/shokusan/
biomass/attach/pdf/index-21.pdf>. 검색일: 2017.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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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계획이 수립된 ‘바이오매스 일본종합전략’을 계기로 이전부터 개별적으
로 실시해 오던 바이오매스 사업을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9년에는 ｢바이오매스활용추진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범부처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2011년 2월 총무성에서 발표한 ‘바이오매스일본종합전략’
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관련기술이 성장하지 않은 탓으로 바이오매스 이용
률이 크게 향상되지 못한 점, 바이오매스타운 계획을 세웠으나 계획대로 진행
되는 곳이 35% 정도인 점, 높은 수집 및 운반비용 탓에 바이오매스가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점, 바이오매스관련 시설이 기술부족으로 가동이 미흡하고
실용화가 저조하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처가 부족한 점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總務省 2011).
축산분뇨 및 농업관련 부산물의 활용에 한정하여 성과를 살펴봐도, 가축분뇨의
경우 2002년에서 2009년까지 자원화 정도(바이오매스 이용률)가 80%에서
90%로 10%p 증가했으나, 비식용 농작물은 30%로 6년간 변함이 없다. 그나마
축산분뇨부분도 ｢축산배설물 관리의 적정화와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이
전부터 시행 중인 개별법의 규제에 따른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전략의 효과
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2017년 4월에는 관계부처·연구기관·기업으로 구성된 전문가회
의에서 ‘바이오매스이용기술 현황과 로드맵’을 책정했다. 지난 15년간의 기술
도달 수준을 2017년을 기준으로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후를 상정하여, 연구, 실증, 실용화 3단계로 평가하였다. 여기에서는 가축배설
물의 경우 메탄발효를 통한 가스, 열, 전기제조를 실용화단계로 평가하고(일부
실증) 있다. 부생성물인 소화액을 농지에 액비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화학비
료와 시비효과에서 손색이 없으며 토양의 물리성(단립화) 개선을 확인하였다
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볏짚 등 소프트 셀룰로오스를 활용한 에탄올 생산을
연구·실증(일부 실용화) 단계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의 유기성 폐자원의 자원화는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에도 다양한 과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축산분
뇨의 에너지 활용에 따른 시설비 등 비용문제, 채소 등의 부산물을 활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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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추진 시 수집·운반의 어려움이 그것이다.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자원화
는 관련 기술, 농업인의 노동력 여건, 생산된 상품(에너지)에 대한 판로촉진 문
제 등 복합적이고도 시간을 요하는 일이다. 2016년도 ‘새로운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계획’에서는 정부가 시책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역에
존재하는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지역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창출하고, 지역에
이익을 환원하여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중점에 두고 있다.
이상을 볼 때, 일본의 농축산 폐자원의 자원화를 위한 노력은 전략을 수립하
고, 관계 부처가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제도를 추진해 가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지역이 주체가 되고 그 이익도 지역에 환원되도록 하여 좀
더 자원화 사업이 지속적이고 자립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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