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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산림녹화기에 조성한 산림은 성숙하여 임목 수확이 가능한 시기에 접어들었다.
숲이 노령화하면 생장이 정체하여 탄소흡수 능력이 낮아지고 생태계 건강성도
약해진다. 따라서 ‘나무를 심고-가꾸고-수확하고-이용하고-다시 심는’ 순환형
임업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목재산업은 외국산 목재
의존도가 높고 국내 임업도 가격과 품질에서 경쟁력이 약하다. 이에 산림자원을
지산지소형 에너지로 이용함으로써 지역순환형 임업 구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산림 바이오매스는 국내에 다량 존재하는 재생가능 자원이며 탄소중립적 특성을
가지며 에너지로 이용하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 산림 바이오매스의 지역
에너지 이용은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에너지 믹스 전환 등에 기여하며 지역
밀착형 뉴딜의 의미에도 부합한다. 유럽에서는 이미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고 에너지 지산지소를 실현한다. 우리 정부도 바이오매스를
지역 에너지로 이용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가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 연구는 산림 바이오매스를 지산지소형 에너지로 이용하는 데 부딪히는 문제점
등을 밝히고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의 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국내에서
운영하는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의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투입비용과 산출을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일본, EU, 오스트리아)의 사례와 지원제도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가 산림 바이오매스의 지역 에너지 이용을 추진하는 정책당국과
지자체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자료 수집에 도움을 준 산림청 목재
산업과와 연구 진행 과정에 자문을 아끼지 않은 원내외 전문가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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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 배경과 목적
○ 산림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산림 바이오매스를 지산지소형 에너지
로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탈
원전에 대응한 에너지 믹스 전환, 탄소중립 2050 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또,
이는 지역밀착형 그린뉴딜에도 부합한다.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은
① 재생가능, ② 화석연료 대체, ③ 저장 가능, ④ 풍부한 자원량, ⑤ 탄소중립 등
의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취지로 산림청은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을 추
진하는 데 에너지 시설을 지속적으로 가동하려면 성공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
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산림 바이오매스를 지역 에너지(지산지소)로 이용
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 특히 산림자원의 지산지소형 에너지 이용의 관점에서 발전보다는 열 공급에,
목재펠릿보다는 저가공 목재칩 이용에 초점을 둔다.

연구 방법
○ 산림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이용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시설을 가동하는 데
장애요인을 조사하였다. 외국(일본, EU, 오스트리아)의 사례와 관련 지원 제
도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산림에너지자립마을 계획을 바탕으로
비용과 산출을 분석하여 시설을 지속가능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분
석하였다. 분석에는 순현재가와 옵션가치 분석을 응용하였다. 이를 기초로 산
림 바이오매스의 지역 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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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결과
○ 우리나라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5.56%(’18)이며, 재생에
너지 생산에서 산림 바이오매스의 비중은 15.3%이다.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
너지 이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목재펠릿인데,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에 따라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에 REC를 인정하면서 발전 부문에
서 소비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소비량의 91.3%(’19)를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
이다.

○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 믹스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17년 7.6%에서 2030년 20%로 올린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를 뒷받침하여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탄소배출권 거래를 운영한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이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 REC 가격은 크게 내려간 상황
이다. 더하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정책은 발전의 에너지 믹스를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두며 열 공급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다소 부족하다.

○ 산림 바이오매스는 발전과 열 생산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에는 소규모
시설도 대량의 연료를 소비하고 낮은 가격을 요구하므로 국내 임업에서 충당
하기 쉽지 않다. 이에 비하여 열 공급에는 소규모 시설도 가능하고 지자체 산
림사업으로도 연료를 충당할 수 있다. 또, 발전에는 높은 수준의 관리기술이
필요하여 농산촌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지산지소형 에너지 이용에
는 열 에너지 이용이 바람직하다.
○ 일본, EU, 오스트리아의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례를 조사·분석하였
다. 일본과 오스트리아에서도 산림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다수 있

iv

지만 지역 범위에서 보면 열 공급이 더 많다. 산림이 풍부한 지역에서 산림자
원을 에너지로 활용하면서 에너지 자립과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
다. EU는 산림 바이오매스의 수집 비용을 보조할 뿐만 아니라 재생 열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enewable Heat Obligation), 재생 열에너지 지원제도
(Renewable Heat Incentive) 등으로 지원한다.
○ 열병합 발전을 추진하는 ‘산림에너지자립마을’ 계획을 기초로 비용과 산출을
분석하였다. 시설 투자 비용을 매립비용으로 간주하고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
지 시설을 지속적으로 가동하는 조건을 검토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요소는
가동률과 연료 비용이다. 두 요소를 변화시켜 시뮬레이션하면 가동률 60%, 목
재칩 가격 8만 원에서 연간 편익이 (+)로 평가된다. 화석연료 대체효과를 평가
하여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면 가동률 60%, 목재칩 가격 10만 원에서도
유지할 수 있다. 목재칩에 다소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비용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화석연료 사용보다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 다양한 아이디어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 한편, 재생에너지원 열 공급
에도 가격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열 보조금 수준이 50원/Mcal일 때 시설 운영
의 수지는 (+)로 전환된다.

○ 목재칩 가격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실물옵션가치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와
같이 전력에만 REC를 인정하는 경우 경제성은 낮고 시설 가동을 지속하기 어
렵다. 열에도 적정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경제성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실물옵션분석에서는 열 보조금 수준이 25원/Mcal일 때 투자가치를 인정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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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지산지소 이용을 확대하려면 에너지 시설이 경제
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서 열 이용의 우선, 지역에 적합
한 규모 선택, 저급재 이용, 에너지 시설의 경제성 확보를 제시하였다.
○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을 지속적으로 가동하려면 먼저, 안정적 수요를
확보해야 한다. 공공기관 열공급을 우선 확보해야 하고, 탄소배출권을 포함하
는 등 다양한 수익원을 개발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원의 열 공급에 적정 보조금
을 지급하여 가격을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연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효
율적 임업시스템 확립이 중요하고, 에너지림을 조성하거나 연료재 수집 비용
을 보조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 시설 운영에 원목생산업자, 산주 등
이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한다면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정책은 발전의 에너지원 믹스를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둔
다.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열 공급에도 재생에너지 이용 계획을 세우고 산림
바이오매스의 열에너지 사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열 공급
에도 가격을 지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바이오매스 보일러의 국산
화, 관리의 자동화 등의 기술개발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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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icy Tasks to Use Forest Biomass as a Local Energy
Source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To efficiently use forest resources, Korea needs to explore ways to
utilize forest biomass as an energy source for loc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Using biomass will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government’s policies for climate change, energy mix for reduced
nuclear energy, and carbon neutral by 2050. It will also meet the goals
of the inclusive Green New Deal. The use of forest biomass has
characteristics: (1) renewable, (2) substitutable for fossil fuels, (3)
stockpiling, (4) abundant sources, and (5) carbon neutral. Considering
these traits, the Korea Forest Service needs to review the conditions
for success to operate energy facilities while implementing its energy
self-sufficient village program. This study aims to suggest
fundamental ways to use forest biomass as local energy resources.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more on heat supply and low-processed
wood chips than on power generation and wood pellets.
Research Methodology

○ This research explored cases of using forest biomass as an energy
source to examine challenges in operating facilities. Using the plan to
create forest energy self-sufficient villages, it analyzed cos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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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s to figure out requirements for sustainable facility operation.
The analysis was based on net present values and option valuations.
Moreover, the research reviewed overseas cases in Japan, Austria, and
the E.U. and their related support systems to take away implications.
Based on these endeavors, this study suggested measures to expand
the use of forest biomass as a local energy source.
Key Findings

○ Renewable energy took 5.56% of Korea’s primary energy supply in
2018, while the share of forest biomass in the total renewable energy
amounted to 15.3%. The largest ratio of forest biomass has been wood
pellets. As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RECs) are introduced for
forest biomass energy generation under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forest biomass for energy generation has increased.
However, Korea has relied heavily on imported biomass, as shown in
the import of 91.3% in 2019.
○ The government came up with a plan to raise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from 7.6% in 2017 to 20% in 2030 to achieve its goal for energy
mix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nuclear energy reduction. To this
end, it has operated the mandatory supply of renewable energy and
carbon emission trading. However, as solar energy generation has
increased, the REC prices have plummeted. Moreover, Korea’s
renewable energy policy has focused on energy mix, resulting in
insufficient efforts for heat supply through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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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st biomass can be used for energy generation and heat
production. However, as for power generation, facilities—even small
ones—have to consume a large volume of fuels and offer low prices.
Compared with this, heat supply is possible for small facilities, and
local governments’ forest programs can provide sufficient fuels for it.
Moreover, power generation requires high-level maintenance skills,
which agricultural and forest villages cannot deal with. Also, heat
energy is desirable for the energy direction for loc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 As to key findings from case studies of forest biomass energy in
Japan, Austria, and the E.U., the first two countries have multiple
forest biomass facilities. However, heat supply is more prevalent from
a regional perspective. For example, regions with abundant forests
use them to generate energy to achieve energy self-sufficiency and
create new jobs. The E.U. provides financial assistance for collecting
forest biomass. It also operates various support systems, such as the
renewable heat obligation and renewable heat incentives.
○ Also, we analyzed costs and outputs based on the forest energy
self-sufficient village program for implementing cogeneration. The
profitability analysis of local governments’ investment showed the
net present value was negative. The preconditions for the analysis
were that investment costs were considered landfill costs, and
biomass facilities would run continuously. Here, the critical elements
were operation rates and fuel costs. When changing the two factor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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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ion, the annual benefit turned positive at the operation rate of
60% and the wood chip price at KRW 80,000. Suppose it is possible
to trade carbon credits based on the evaluation of substitute effects for
fossil fuels. In that case, the annual benefit will remain positive at the
operation rate of 60% and the wood chip price at KRW100,000.
However, paying slightly high prices for wood chips will contribute to
the regional economy, considering that fossil fuel costs will flow out
of regional boundaries. Besides, various novel ideas can improve
profitability. Moreover, as RECs are applied to power generation,
applying a similar concept to heat supply is necessary. In our analysis,
when the heat subsidy was priced at KRW 50 per Mcal, the net
present value turned positive. Also, in the real option valuation, the
heat subsidy at KRW 25 per Mcal posted investment values.
○ We carried out the real option valuation in consideration of wood chip
price volatility. When RECs are applied to only electrical energy,
there is no economic value for biomass energy. However, if heat
subsidy are acknowledged, there will be reliable economic values.
○ Energy facilities should create economic values to expand the use of
forest biomass as local energy. To that direction, this study suggests
priorities for heat use, the selection of scale suitable for each region
and low-grade materials, and the inclusion of public organizations as
major energy consumers.
○ To improve the sustainable operation of biomass energy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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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governments need to secure stable demand. To this aim, they
have to first secure heat supply and develop various income sources,
including carbon credits. To save fuel costs, they have to establish
efficient forestry systems. They also have to create energy forestry
and financially assist for fuel collection, Moreover, if hardwood
producers and mountain owners participate in operating energy
facilities and share profits, it will be possible to reduce energy costs.
○ Korea’s renewable energy policy focuses on energy mix for power
generation.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e government needs to
plan to create renewable energy for heat supply and support ways to
utilize forest biomass for heat energy. In particular, it has to review
whether to apply heat subsidy to renewable energy supply. The
government also has to support localizing biomass boilers and
automating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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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필요성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조림을 시작하여 짧은 시간에 산림녹화를 성공적으
로 달성하였다. 이때 심은 나무들이 자라서 곧 수확기에 도달한다. 임목축적은
64.5㎥/ha (’00)에서 161.4㎥/ha(’19)로 증가하였고, Ⅴ영급(40~50년) 이상 산림면
적도 25.4%에 이른다(산림청 2020a). 지난 5년간 임목축적의 연간 성장량은
3.6~4.3㎥/ha이다. 산림청(2018a: 22)은 2037년에 평균임목축적 180㎥/ha, Ⅴ영급
이상 산림면적 7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국립산림과학원(2019a)은 2030년
Ⅵ영급 이상의 산림이 32.7%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산림자원은 성숙하였으나 경제자원의 가치는 매우 미흡하다. 2019년 용재 생
산액은 4,424억 원에 불과하다. 산림을 그냥 두어 환경자원으로 관리할 수도 있지
만 임목이 노령화하면 생장이 정체하여 탄소흡수원 기능이 떨어지고 병해충 대응
력도 약해져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발휘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산림자원을 적
절히 이용하여 ‘심고-가꾸고-수확하여-이용하고-다시 심는’ 순환형 임업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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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국산목재는 외국산 목재와 비교하여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약하여 고부
가가치 목재제품으로 가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목재생산 임업의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는 것은 요원한 과제이다(민경택 외 2017:
47-48). 실제 임목수확량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산림자원을 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산림관리에
서 발생하는 임목 부산물 또는 적절한 수요처를 찾지 못한 임목을 농산촌 에너지
로 이용하면 지역 순환형 임업을 실현할 수 있고 나아가 저탄소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농특위는 2019년에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
자원순환형 임업 실현’을 중요 의제로 설정한 바 있다. 또, 천연갱신 방법을 적용
할 수 있어 고비용 임업을 저비용 임업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내외 정책 여건을 보아도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이 필요하다.1)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 필요 등 재생에너지 전환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한다. 재생에너지로 빠른 전환
을 추구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재생에너지 3020』에 따라 농산촌의 재생에너지
정책도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2) 그러나 태양광, 풍력발전 등의 시설이 농산촌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농산촌 정주여건에 영향을 미치며, 농산촌 경관뿐만
아니라 산림생태계를 크게 훼손하는 등 부정적 영향도 나타난다.
한편 정부는 2020년 10월 『탄소중립 2050』을 선언하고, 2020년 12월 추진 전략
을 발표하였다. 세부 정책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정책 내용에서 산업부의 ‘에너
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환경부의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 전략’, 산림
청의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전략’, 환경부의 ‘지역사회 탄소중립 이행 및 지원
방안’ 등은 산림 바이오매스의 지역 에너지 이용과 특히 관련성이 높다.

1) 산림 바이오매스(forest biomass)는 전통적으로 이용하던 원목 외에 가지, 수피, 숲가꾸기 산물, 가
공부산물 등 부산물까지 포함하는 개념임.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은 2020년 10대 농정이슈로 ‘주민·지자체 참여형 농촌 재생에너지 확
산’을 포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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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이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
지는 것은 이것이 ① 재생가능 자원, ② 화석연료 대체, ③ 저장 가능, ④ 풍부한 국
내 자원량, ⑤ 탄소중립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탈원전 여부를 떠나 재생
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는 중요한 과제이며,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도 그
하나이다. 나아가 이는 지역밀착형 그린뉴딜에도 부합한다.
그동안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은 목재펠릿의 산업화에 초점을 두었다.
2009년 녹색성장 정책 기조에 따라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해 목재펠릿으로 가공하
여 시설원예 난방유류 20%와 농가주거용 7%를 대체하겠다고 하였다. 또, 2020년
까지 숲가꾸기와 바이오순환림 조성 등을 통해 500만 톤(국내 100, 해외 400)의
목재펠릿을 공급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12%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
하였다. 이후 발전(發電) 부문에서 목재펠릿의 연료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외국산
목재펠릿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이는 국내 임업에 기여하는 효과가 적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정책에 힘
입어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꾸준히 확대되었다. 발전소는 기본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저렴한 연료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산림 바
이오매스의 대량 확보는 쉽지 않고 운송비도 높으며 다른 목재산업과 원료 경합을
하게 되어 연료비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 연구는 산림자원을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면서 농산촌
의 유지·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에너지의 지산지소란 지역에서 발생
하는 자원으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한전에 계통접속을 하지 않고 지역에서 소비하
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형태를 말한다. 농산촌에서 이러한 구상에 적합한 에너
지원이 산림 바이오매스이다. 산림 바이오매스를 지역 에너지로 활용함으로써 순
환형 임업 실현과 농산촌 에너지 자립 및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화
석연료 대신 가까운 산림자원을 이용하면 그 비용이 지역에서 순환하므로 지역경
제에 기여할 것이다. 화석연료 대체 효과를 평가하여 탄소상쇄사업으로 활용하면
부가수익도 얻을 수 있다. 이미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에는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
하는 지역 열 공급망을 갖추고 에너지 지산지소를 실현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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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의 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이용 산림자
원화센터 조성을 지원하고,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미
환경부를 비롯하여 여러 부처에서 바이오매스 에너지 마을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막대한 예산의 투입에도 시설이 가동되지 않고 실패에 이른 경험이 있다.
따라서 기존 사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국내외 사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산림 바이오매스(임목)를 농산촌에서 지역 에너지(에너지의
地産地消)로 이용하는 것의 타당성, 지속가능성, 장애 요인을 검토하고, 이를 확대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 연구는 국제 유가가 상승할 때 수행되다가 유
가가 안정되면 다시 흐지부지되는 경향을 보이곤 하였다. 본 절에서는 산림 바이
오매스의 에너지 이용과 관련한 연구를 경제성 분석 연구와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
관련 연구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2.1.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의 경제성 분석
한국임정연구회(2003)는 난방용 칩보일러 시스템의 경제성과 환경성 및 편리
성을 분석하고 보급 전략을 제안하였다. 생산원가가 저렴하고 소경재를 가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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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는 목재칩 보일러를 우선 보급하되, 펠릿 보일러와 겸용 또는 호환할
수 있는 목재칩 보일러 구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목재칩 가격에서 비율을 차지하
는 반출수집비를 절감하기 위해 이 작업을 산림조합이 맡고 목재칩 공급의 중심기
지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석현덕 외(2005)는 농산촌 가정용 보일러에서 바이오매스 활용의 경우를 분석
하고, 연료용 바이오매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단위
열량 비용을 비교하면 목재칩 보일러는 연탄 보일러보다 못하지만 등유 보일러보
다 비용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질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 추진을 위해
열에너지 이용 시스템 보급, 지역순환형 시스템 확립, 산림관리 시스템 정비 등을
제시하였다. 또, 바이오매스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생산작업의 기계화를 통한 산
림작업 방식의 개선, 임업·임산업의 집약화와 통합화, 병해충 피해목의 이용, 바이
오매스 수집 및 활용 제도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이인구(2005)는 바이오매스를 지역난방 에너지 생산에 활용하는 데 기술적, 경
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지역 난방에너지의 연료로 적합한 바이오매스는 임목
폐기물과 벌목재인데, 임목폐기물은 수분함량이 낮아 별도 건조공정이 필요치 않
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루 300톤의 임목폐기물 목재칩을 활용하는 지역난방 온
수보일러 시스템을 수도권에 건설하는 경우, 투자비용은 1MW당 5.35억 원, 운전
비용은 250일 가동기준 1만 8,285원/Gcal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2007)는 목재칩 열병합발전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는데, 목재칩 가
격 30,565~56,124원/㎥에서 열병합발전이 경제성 없음을 밝히고 경제성 확보를
위해 적정한 발전차액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강원대학교(2009)는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의 사전 타당성 연구를 수행하였
다. 산림 바이오매스의 생산과 이용, 마을주민의 참여 의사, 다른 사업과 연계, 파
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강원 화천군, 경북 봉화군을 후보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
업이 추진된 두 곳의 산림탄소순환마을 성과는 매우 부진하고 산림자원 여건과 주
민 의사만으로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였다.
서길영 외(2012)는 목재칩 열병합발전 운영 사례를 분석하는데, 연간 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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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이용률은 49%, 목재칩 가격은 평균 5만 5,153원/톤, 전기 판매가격은 138.2
원/kWh, 열 판매가격은 80,830원/Gcal으로 산정하고, 이 조건에서 20년 운영할
경우 내부수익률은 6.34%, 투자회수기간은 약 15년으로 평가하였다. 목재칩 가격
이 64,000원/톤 이하일 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발전량 기준으로 연간 이용
률은 최소 46.9% 이상이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또, 안정된 열 수요처를 확보하
지 못하면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 경우 연간 목재칩 소비량
은 45,000톤에 이른다.
조민재(2018)는 2014년에 조성된 화천군 산림바이오매스센터의 운영실태를 조
사하였는데 난방에 필요한 연료 요구량보다 2.3배 많은 연료를 사용하며 참여가구
도 점점 줄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운영수익을 보면 2014~2016년 적자이므로 연료
비용을 절감하거나, 에너지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산림
바이오매스를 저비용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단목수집보다 전목수집이 경제적이
며, 현장에서 파쇄한 후 수요처로 운송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이승재(2018)는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마을 조성사례를 조
사하였다. 2015년 EU 28개국에서 1MW 이상의 우드칩 설비가 총 3,700여 기가
가동되는데, 이 가운데 3%가 발전용이고 21%는 열병합 발전용, 75%는 난방용이
다. 독일의 사례를 들어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마을 단위 에너지 공
급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농어촌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2018)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농업·농
촌 에너지 전환 시스템 연구를 수행하였다. 농어촌연구원은 농촌마을 100호를 선
정해 에너지 사용량과 에너지원별 소비량을 분석하여 농촌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농촌 신재생에너지 생산 가능량을 분석하
고, 신재생 에너지 공급 프로세스를 통해 최적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 농가 수익
을 확보하고, 농민 주도의 에너지협동조합 모델을 제안하였다. 전문성 없는 농민
을 대신하여 사업의 타당성 조사, 시설물의 인허가 처리, 시설물 유지·보수와 이익
분배를 대행할 중간 조직이 포함된 모델을 제안하며, 중간 조직은 공공기관, 지자
체, 국립대학, 기업이 중심이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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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화 외(2019)는 산림탄소순환마을과 일본 바이오매스타운 사례를 비교하
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고려사항을 제안하였다. 즉, ① 사업
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거버넌스 구축, ② 공공기관 등 안정적인 열 수
요처 확보와 지속적 수익구조 마련, ③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여 다면적 사업을 추
진할 수 있도록 시·군 단위 사업규모 확대, ④ 지역 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가공·
유통 시스템 구축이다.

2.2.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 관련 연구
강현구 외(2014)는 전국 48만 ha에 연료림으로 조성한 리기다소나무를 에너지
로 활용하기 위해 최적 생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연료 공급가격과 전기·열 판매가
격 및 이용률 등을 고려한 목재칩 연료 한계가격을 산출하였다. 열 전용시설에서
는 우드칩을 연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인증서 판매 편익과 온실가스
저감효과 편익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국내 발전사
도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이행을 위해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을 권장하였다.
문호성 외(2015)는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을 위한 효율적인 임목수확작업시스
템을 구축하기 위해 임목수확과 파쇄작업의 비용을 분석하였다. 기계톱 벌목·조
재, 타워야더 집재, 임내작업차 소운재, 트럭 운재작업으로 구성한 임목수확이 6
만 3,482원/m  으로 가장 적은 비용이 소요되고, 소형 목재파쇄기에 의한 현장파
쇄, 임내작업차의 칩 소운반, 트럭의 칩 운반작업이 90,770원/톤으로 가장 적은 비
용이 산출되었다.
한국세라믹기술원(2019)은 국내 미활용 바이오매스 통합 활용 체계 구축을 위
하여 산림청, 농진청, 국토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기획연구를 진행하였다. 지역
단위의 바이오매스 관리-운송-활용의 공급망을 연결하여 미활용 바이오매스 통
합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지역발전 모델 발굴 및 혁신 성장 동력을 확보
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산림청의 역할은 산림 바이오매스 잠재량 평가 및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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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활용 기술 개발, 산림 바이오매스 생산-공급 체계 개선 기술 개발, 산림 바이오
매스의 고품질 에너지화를 위한 원료화 기술개발이다. 2020년부터 5년간 72억 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2.3. 외국의 연구
일본 농림수산성·경제산업성은 공동연구회를 구성하여 2017년 『지역 내 에코
시스템 구축을 위해』라는 보고서를 정리하는데, ‘지역 내 에코시스템’이란 마을
또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목질 바이오매스를 열 또는 열병합 발전으로 이용하여
산림자원을 지역에서 순환하고 산촌 활성화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기본 개념은
① 출력 1,000kw 미만을 고려함, ② 고정가격매취제도 사업은 고려하지 않음, ③
저가공 연료재(장작, 칩 등)를 이용함, ④ 미이용재와 저급재(C·D재)를 활용함, ⑤
산주에 이익을 환원함, ⑥ 지역관계자와 이익을 공유함이다. 기본 방향으로서 ①
지산지소형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성립하는 규모를 주된 대상으로 할 것, ② 지역
관계자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 ③ 저가공 연료를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 내 이익 환원을 최대화할 것, ④ 계통접속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전력 공급 시스
템 개발 또는 행정 중심의 열 이용으로 안정된 수요처 확보를 제시하였다.
渡辺(2017)는 일본의 목질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이 대형 발전사업에 편중되
어 있는데, 에너지 지산지소를 위해 ① 목질자원의 다단계 이용, ② 열 이용, ③ 소
규모 분산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이와테현 도노시
사례를 소개하였다.
久保山 외(2017)는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 사업의 성립조건
을 분석하기 위해 발전규모와 열판매 단가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도출하였다. 발전만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종합효율을 확보하여 열병합 발전
사업을 하는 것이 경제성을 높인다. 증기터빈 방식에서는 규모가 클수록 발전효
율이 향상되므로 발전효율이 낮은 1,200kW 정도의 소규모 플랜트의 경우 열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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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을 해도 낮은 열 판매단가에서는 채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발전량의
저하량이 큰 증기 이용보다 저하량이 적은 온수 이용의 경제성이 높다. 열병합 발
전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안정적인 열 수요를 확보해야 한다.
Timmons and Mejia(2010)는 목재 바이오매스와 디젤 등 화석 연료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가 마련되어 전력 생산의 일정 비
율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화석 자원
보다 재생에너지원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운송비용이 크며, 수송에 트럭을 이용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정에도 화석연료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수집·생산에 더 많은 화석연료가 투입된다면 환경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뉴햄프셔주 목재칩 공장을 분석한 결과 디젤 1리터의 가격이 1달러 상승
할 때 목재칩 가격은 톤당 5.59달러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목재칩의
잠재 에너지 생산량 측면에서 생산·수송에 이용되는 디젤 연료의 비중은 2% 미만
으로, 목재칩의 화석연료 의존도는 크지 않다고 하였다.
Heller et al.(2004)은 뉴욕 주 발전에 목재칩(willow chip)을 화석연료와 함께 이
용하는 시나리오에 전과정평가를 응용하였다. 발전 연료의 10%를 목채칩으로 대
체한다면 에너지 비율3)이 8.9% 증가하며, 잠재적 지구 온난화율은 7~10% 감소
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 SO2 순배출량은 9.5% 감소하고, NOX 배출량도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목재칩의 원료가 되는 버드나무를 식재한다면
경관보전, 수해방지, 관광,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Borjession(1996)은 스웨덴의 다양한 재생에너지들이 에너지 원료로 이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분석하였다. 에너지 비율은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 산출량을
재생에너지 생산에 투입되는 화석연료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효율이
높은 에너지원이다. 추정결과 짚 25, 벌채 부산물은 주벌 26, 간벌 21, 버드나무류
21 등이고, 밀(5.2), 감자(3.0), 유채(4.4)보다 높게 도출되었다. 또한 트럭 운송 250

3) 에너지 비율(energy ratio)은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전력 등 에너지 산출량/재생에너지 생산에
투입되는 화석연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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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500㎞, 해상 운송 1000㎞까지를 적정 운송거리라고 추정하였다.
Song and Aguilar(2017)는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효율을 측정하기 위해 산림 바이
오매스 단위당 순유효에너지(NUE)를 에너지 전환경로(energy conversion pathways)
별로 추정하였다. 산림 바이오매스는 난방용이 발전보다 에너지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경로에서도 난방용 산림 바이오매스가 전력 생산 산림 바이오
매스보다 톤당 2배 이상의 순유효에너지를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에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대체로 발전(發電)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기본 규
모가 크고 다량의 연료를 소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문이다. 또, 정부의 재생에
너지 정책도 발전 부문의 에너지 믹스 전환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산림 바이오매스의 지산지소 에너지 이용을 통한 농산촌 활
력 증진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농산촌 지역 범위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대형의 발
전보다는 소규모 분산형 열 공급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또, 가
공도가 높은 목재펠릿보다 가공도가 낮아 농산촌에서 쉽게 제조할 수 있는 목재칩
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점도 다르다.

3. 주요 연구 내용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
용의 의의, 산림 바이오매스의 지역 에너지 이용 사례, 외국의 사례,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의 수입·지출 분석, 산림 바이오매스의 지역 에너지 이용 확대 방안이다.
첫째, 제2장에서는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의 의의를 다루고 산림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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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의 에너지 이용 현황, 산림 바이오매스 유통과 가격 동향, 관련되는 정책과 제
도를 정리하였다.
둘째, 제3장에서는 국내 산림 바이오매스의 지역 에너지 이용 사례를 분석하였
다. 사례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셋째, 제4장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우리나라처럼 산지 지
형이 많은 일본, EU, 오스트리아의 관련 제도와 사례를 조사하였다. 우리나라는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 경험이 많지 않으므로 주요 선진국의 사례와 경험
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제5장에서는 산림청이 추진하는 산림에너지자립마을 계획을 바탕으로
운영 수지를 분석하였다. 운영 수지 분석에는 순현재가치법과 옵션가치 분석을
응용하였다.
다섯째, 제6장에서는 기존의 이용 사례와 외국의 사례, 운영 수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 바이오매스의 지산지소형 에너지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더하여 정책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4. 연구 범위와 방법
4.1. 연구 범위

4.1.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산림 바이오매스의 지산지소형 에너지 이용을 내용으로 한다. 농산
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발전보다는 열 공급에 초점을 두고,
가공도가 높은 목재펠릿보다 저가공도의 목재칩 이용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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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지역적 범위
지역 에너지 이용의 범위 또는 에너지의 ‘지산지소’ 범위는 아주 작다. 먼저, 연
료의 공급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산림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목과 숲가꾸기 산물
을 에너지로 이용하려면 이러한 사업을 계획하고 지원하는 기초지자체를 중심으
로 고려해야 한다. 산림 바이오매스의 운송거리가 멀수록 운송에서 발생하는 온
실가스 배출량도 많아질 것이다. 또, 에너지 공급에는 송전망 또는 열배관 시설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다. 이를 고려하면 에너지 소비처는 1~2k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역 에너지 이용이라 할 수 있다.

4.2. 연구 방법
관련 통계와 정책자료를 활용한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전문가 원고위탁, 연구
협의회 등을 활용하였다.
우선 문헌 검색과 통계자료를 통해 국내외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실태
를 조사하였다. 정책자료를 검토하여 관련 제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내 기존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화천군과 봉화군의 산림탄소순환마을
이 있고, 공공 부문에서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과 국립생태원의 사례를 조사하였
다. 민간에서 열에너지를 사용하는 제주도 산방산온천도 있다. 산림탄소순환마을
은 이미 실패로 판단될 정도의 상황이므로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에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에 앞선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오스트리아와 일본의 사례
를 조사하였는데,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산악 지형이 많고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
너지 이용이 활발한 나라이다. COVID의 영향으로 출장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현
지에 거주하는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사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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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바이오매스의 지역 에너지 확산과 관련한 시사점을 얻었다. 이와 함께 EU의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지원제도를 조사하였다. EU는 산림 바이오매스의
열에너지 이용이 많고 관련 정책도 발달하였다.
<표 1-1> 해외사례 조사 원고 위탁
대상국가

저자

소속

주요 내용

일본

권수현

그린리서치

일본의 산림 바이오매스 지원정책과 사례 (제4장 제1절)

오스트리아

Christian Jochum

농업회의소

오스트리아의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제4장 제3절)

에너지 시설의 가동에는 다양한 조건이 관련된다.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
설의 설비와 운영비, 연료비 등을 기초로 비용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공공부문 시
설은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을 분석하는 것이 곤란하였다. 이에
산림에너지자립마을 계획을 사례로 분석하는데, 시설 가동의 지속가능성을 중요
하게 고려하였다. 에너지 판매의 수입이 적어도 연료비용, 유지관리비보다 낮다
면 시설의 가동은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몇가지 조건을 조정하면
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에너지 생산 설비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흐름은 <그림 1-1>과 같다. 더하여 목재
칩 가격의 변동성을 고려하는 실물옵션가치 분석을 실시하여 불확실성을 고려한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내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과 관련한 여
러 전문가들과 면담하고 자문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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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에너지 시설의 경제성 분석 흐름

자료: 久保山 외(2015)를 기초로 조정함.

4.3. 연구추진 체계
연구는 산림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검토하고
기존 사례를 분석하는 체계로 구성하였다. 국내 사례 분석 결과와 외국 사례를 참
고하여 산림 바이오매스의 지역 에너지 이용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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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추진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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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 현황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2장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 현황

이 장에서는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 현황을 검토한다. 산림 바이오매
스 에너지 이용의 의의와 특성, 발생 현황, 에너지 이용 현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관련 제도를 검토하는데,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를 정리한다.

1.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의 의의
1.1. 산림 바이오매스의 종류와 발열량

1.1.1. 종류
바이오매스는 자연이 만들어 내는 식물과 그것을 먹는 동물의 사체·배설물 모
든 것을 가리킨다. 바이오매스는 원천에 따라 목질계만이 아니라 농업에서 발생
하는 농산계(초본계)와 축산계, 폐기물계 자원을 포함한다. 여기에서는 산림 바이
오매스, 즉 임산계(목질계) 바이오매스에 한정하는데, 임지잔재, 건설 폐목재, 제
재공장 부산물을 포함하며, 임지잔재는 미이용 바이오매스 자원으로 구분한다.
산림 바이오매스는 물질로도 이용할 수 있고 에너지로도 이용할 수 있다.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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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은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종이와 섬유판 제조원료, 축산
용 톱밥으로 사용하는 예가 있다. 에너지 이용은 바이오매스를 연소하여 열 생산
또는 발전에 이용하는 것이다.
열 생산에는 스토브와 보일러를 이용한다. 스토브에서 나무를 태워 복사열 또
는 온풍으로 난방한다. 주택이나 시설 난방에 이용할 수 있다. 보일러에서 나무를
태워 물을 가열하여 온수를 공급하거나 난방에 이용할 수 있다. 열을 흡수식 냉동
기에 통과시켜 냉수를 생산하여 냉방에 이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증기터빈을 가동하면 나무의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하여 발전
에 이용할 수도 있다. 또는 목질 연료에서 연소가스를 뽑아서 직접 가스엔진을 가
동시키는 목질 가스화 발전방식도 있다. 나무를 이용한 발전의 에너지 효율은
15~40% 정도로 낮다.
산림 바이오매스 연료는 장작, 칩, 펠릿으로 구분한다<표 2-1>. 장작과 칩은 비
용이 저렴하고 제조도 비교적 간단하다. 반면, 펠릿은 제조과정이 복잡하여 가격
이 높지만 다루기 쉽고 연소효율도 높다. 목재칩과 목재펠릿은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에 따라 산업용 에너지와 발전용
으로 수요가 급증하였다.

<표 2-1> 산림 바이오매스 연료의 종류와 장단점
종류

용도

장작

스토브
소형보일러

칩

중대형
보일러

펠릿

스토브
소중형
보일러

장점

단점




개인도 쉽게 만들 수 있음

나무의 모든 부분을 이용할 수 

있음





산지에서도 제조 가능함
저장·운송이 비교적 용이
보일러 자동화 가능





취급 용이

수분 적고, 에너지밀도가 높음

연소장치의 소형화와 자동화

가능





연료 보관 장소 필요
형상이 불균질하여 보일러의 자동 운전이 어려움
연기가 많고 화력 조절이 어려움
수분에 따라 연소 효율이 변동
연소장치의 소형화 어려움
목재칩 7만~16만 원/톤
가공비용이 높음
장작, 칩보다 가격이 높음
수입산 17.9만 원/톤, 국산 32만 원/톤

자료: 吉田(2015: 4); 相川 외(2016: 121)를 기초로 저자 보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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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발열량4)
발열량이란 연료를 완전히 연소하였을 때 발생하는 열량이다. 산림 바이오매스
는 고체이므로 연료의 중량당 발열량을 kcal/kg으로 표시한다. 발열량은 수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침엽수의 발열량이 높다. 하지만 활엽수는 밀도가 높
아 부피당 발열량이 더 높다. 예를 들어 함수율 15%의 1㎥ 목재에서 침엽수는
1.8MWh, 활엽수는 2.4MWh의 에너지를 가진다(오재헌 외 2011: 29).
나무의 발열량은 함수율에 따라 달라지고 이는 연료 품질을 결정한다. 나무의
함수율은 나무의 상태에 따라 다르고 대체로 균질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생나무
를 바로 파쇄하면 40~45% 정도의 함수율을 지닌다. 목재칩의 함수율은 20~35%
정도이고 목재펠릿의 함수율은 대개 10% 이하이다.
<표 2-2> 산림 바이오매스의 발열량(1kg)
함수율

발열량(kWh)

발열량(kcal)

상태

10% 이하

4.6

4,000

목재펠릿(A1)

18%

4.3

3,722

수년간 천연건조, 마른 장작

35%

-

2,660

건조목재칩

43%

3.4

2,966

여름에 천연건조

67%

2.8

2,454

벌채 직후

자료: 오재헌 외(2011: 29), 목재펠릿 규격.

1.2.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의 의의
1.2.1. 순환형 사회 구축에 기여
지속가능한 사회의 핵심은 ‘순환’이다. 산림 바이오매스의 가장 큰 특징은 재생
자원이라는 것이다.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는 고갈성 자원이고 대부분 수입에

4) <부록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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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한다. 이에 비하여 산림자원은 적절히 관리한다면 무한히 생산을 지속할 수
있다. 그러한 자원이 국내에 있고 지역에 있다면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편, 양질의 산림 바이오매스는 제재목과 펄프·보드류 제조의 원료로서 이용
하는 것을 우선하며 생산과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목재가공잔재, 임지
잔재, 미이용재 등을 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이를 산림 바이
오매스의 다단계 이용이라 한다. 이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순환형 사회 구축
에 기여한다.

1.2.2.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
산림 바이오매스는 에너지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증가시
키지 않는 연료이다. 바이오매스도 연소할 때 CO2를 발생하지만 그것은 식물체가
생장 과정에서 대기의 CO2를 흡수한 것이므로 전체적인 CO2 양은 균형이다. 또,
임목 벌채는 산림 분야에서 이미 배출로 계산하므로 연소과정의 배출을 포함하면
이중 계상이 된다. 이 때문에 바이오매스 연소의 CO2 발생은 온실가스 배출로 계
상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을 탄소중립적(carbon-neutral)이라 한다(한국임업진
흥원 2020: 30-34).
<그림 2-1> 산림 바이오매스와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 정도 비교

자료: IPCC(2011: 259); 한국임업진흥원(2020: 3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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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은 산림 바이오매스와 화석연료를 전기와 열 생산에 이용하였을 때
온실가스 배출 정도를 전과정평가(Life-cycle assessment)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
다. 열 생산이든 전기 생산이든 목재칩과 목재펠릿은 화석연료보다 온실가스 배
출에서 훨씬 적은 수치를 보여준다.
한편, 산림은 광합성 과정에서 대기의 CO2를 흡수하면서 생장한다. 그러나 산
림이 노령화되면 탄소흡수원 기능도 정체한다. 노령 임목을 수확하여 목재제품으
로 이용하여 저장된 탄소를 유지하면서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도 유지해야 한
다. 목재제품도 수명이 다하면 결국 분해되어 대기에 탄소를 배출한다. 따라서 목
재의 다단계 이용을 전제로 하면서 목재를 에너지로 이용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하
는 것이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최대화하는 방법이다. 산림경영과 목제품 이
용, 에너지 이용의 대체효과를 종합하였을 때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지속적
으로 증진할 수 있다<그림 2-2>.
<그림 2-2> 산림경영의 탄소흡수원 효과

자료: Lippke and Perez-Garcia(2008: 2161).

1.2.3. 지역경제와 에너지 안보에 기여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다. 화석연료에 지불하는 돈은
지역의 주유소 또는 연료업체의 매출이 되지만 상당 부분은 도시의 정유회사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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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해외에 유출된다. 그러나 산림 바이오매스에 지불하는 돈은 지역 임업인의 수
입이 되고 일부는 산림소유자에게 지급된다. 이 비용은 지역에서 순환하여 파급
된다. 산림자원은 국내에 풍부히 존재하므로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은
에너지 안보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1.2.4. 임업 활성화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은 임업·목재산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숲가꾸기 등 임업 활동이 전제되고 임목의 수집·
유통 구조를 효율화해야 한다. 이렇게 임업 활동을 자극하여 쾌적한 산림경관의
유지, 생물다양성 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도 기여한다. 이 과정에서 농산
촌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산촌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1.2.5. 청정 에너지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은 기존의 석탄 이용보다 청정하다. 목재펠릿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는 석탄보다 크게 낮다. 석탄발전소에서 목재펠릿을 혼소
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 목재의 먼지 배출이 LNG보다는 높지
만 석탄보다는 훨씬 낮다. 미세먼지 배출이 높게 나타나는데, 집진설비를 보강하
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표 2-3> 연료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연료명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단위

무연탄

200

13.6

5.83(난방), 9.00(발전)

g/kg

유연탄

50

9.5

4.55(난방), 7.50(발전)

g/kg

LNG

0.03

0.01

3.70(난방)

g/㎥

목재

31.78

-

5.24

g/kg

목재펠릿

0.93

-

2.42

g/kg

자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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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산림 바이오매스와 화석연료 비교
바이오매스 연료와 비교하는 화석연료는 석탄과 등유가 일반적이다. 석탄은 발
전용 연료로서 칩과 펠릿과 비교된다. 등유는 열 이용의 연료로서 칩과 펠릿, 장작
과 비교된다. <표 2-4>는 화석연료와 산림 바이오매스 연료의 특성을 비교한 것이
다. 산림 바이오매스는 화석연료보다 부피밀도가 작고 중량당 발열량이 낮으므로
같은 부피의 발열량도 낮다. 이 때문에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 그러나 유해물
질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훨씬 적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후
변화 대응과 저탄소 사회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
<표 2-4> 화석연료와 산림 바이오매스 연료의 특성
연료 종류

무연탄

등유

목재칩

펠릿(A1,
크기 6mm)

총발열량(kcal/kg,ℓ)

4,730

8,770

3,700

-

순발열량(kcal/kg,ℓ)

4,630

8,170

3,300

> 3,942

부피밀도(kg/㎥)

920

780~800

180~280

> 600

수분(wt%, d.b.)

9~28

0

< 25

< 10

회분(wt%)

8 ~15.3

0

< 1.5

< 0.7

유황(wt%)

0.33~11.01

< 0.008

< 0.1

< 0.04

CO2 배출량(kg-CO2)

2.15

2.50

0

0

자료: 에너지 열량환산기준(에너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이산화탄소 배출량 계산기; 목재칩 규격·품질기
준(국립산림과학원); (사)일본목질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2018: 24).

<표 2-5>는 동일한 열량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비교한 것이다. 최종 열
수요 100만kWh 시설을 가정하여 보일러 효율과 열손실(시스템 효율)을 고려하여
필요한 연료량과 연료 비용을 산출하였다. 단순히 연료비용을 비교하면 목재칩의
이용이 경제적으로 나쁘지 않음을 보여준다. 화석연료 에너지와 비교하여 탄소배
출 대체효과도 있다. 화석연료 비용은 대부분 지역 외 또는 국외로 유출되지만 목
재칩 연료 가격은 지역에 머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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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산림 바이오매스와 화석연료 보일러의 연료비용 차이(100만 kWh 기준)
단위: kWh, kcal/㎏, kcal/ℓ
구분

목재칩

펠릿
(수입)

펠릿
(국산)

중유

등유

전기

보일러효율
(%)

80

93

93

85

85

99

열손실
(%)

10

5

5

15

15

-

필요 에너지량
(kWh)

1,375,000

1,129,032

1,129,032

1,352,941

1,352,941

1,010,101

단위발열량
(kcal/㎏, kcal/ℓ)

2,700

4,300

4,300

9,900

8,800

-

필요연료량
(㎏, ℓ)

437,963

225,806

225,806

117,528

132,219

-

연료단가
(원)

100

179

320

735

943

108.3

연료비용
(백만 원)

43.796

40.419

72.258

86.360

124.683

109.394

CO2 배출
(tCO2)

-

-

-

370

331

459

주: 보일러 방식, 보일러 효율, 열손실, 단위 발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CO2 배출량은 에너지온실가스종합
정보플랫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계산기(tips.energy.or.kr/popup/toe.do, 검색일: 2020. 8. 1)를 이용함.

<표 2-6>은 보일러 제조업체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기준으로 각 연료의 특성과
경제성을 비교한 자료이다. 이에 의하면 목재칩 보일러의 연료 비용은 도시가스
연료비용의 60%, LPG 연료비용의 50% 정도이다. 여기에서도 목재칩 보일러와
목재펠릿 보일러의 연료비용이 우수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일러의
설치 비용이 높고, 연료 취급이 번거롭다는 문제점은 남아 있다. 이를 개선하는 기
술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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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산림 바이오매스 보일러의 경제성 비교
구분

목재칩

목재펠릿

도시가스

LPG

벙커

비고

연료발열량
(kcal/㎏, ㎥)

2,800

4,700

10,400

12,000

9,000

고위발열량 기준

연료단가
(원/㎏, 원/ℓ)

100

210

630

850

720

효율
(%)

85

85

85

85

85

시간당 연료소비량
(ℓ, ㎏)

1,261

751

339

294

392

1개월 소비량
(ℓ, ㎏)

529,412

315,394

142,534

123,529

164,706

1년 연료비용
(천 원)

635,294

794,793

1,077,556

1,260,000

1,423,059

총발열량 기준

24시간, 25일,
부하율 70%

자료: 규원테크(2020: 9).

1.4. 발전과 열 이용의 비교
산림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이용하면 화석연료의 역할을 대부분 대체할 수 있
다. 열만이 아니라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고 가스 또는 액체로 정제하여 교통수단
에 이용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국내외 사례를 보면 산림 바이오매스는
주로 발전 또는 열 생산의 연료로 사용된다. 여기에서는 농산촌 지역 에너지 이용
의 관점에서 비교해 본다.
이 연구는 특히 열 이용에 주목하는데, 농산촌 에너지로 이용하는 데 더 적합하
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느 곳이든 열 수요는 많고 에너지 소비의 절반은 열을 얻기
위함이다. 목재를 열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기술이지만,
1990년대 유럽에서 기술을 개선하여 신뢰성을 높였다. 산림 바이오매스는 대개
발전과 열 공급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데, 임업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
교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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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산림 바이오매스의 발전과 열 이용의 차이
구분

발전

열 이용

에너지 효율, 규모

낮음(약 30%)
소규모라도 1,300kW

높음(70~80%)
소규모라면 100~500Kw

연료 필요량

1,300kW에서 약 15,000톤/연

공공시설 중심으로 2~10개소 도입에서
1,000~3,000톤/연

운용

24시간 연속 최대 출력 운전이 기본

수요에 따른 운용.

수요

매전, 안정 수입

지역 내 열 이용 시설.
수요와 공급을 일체로 구축

연료조건

주로 칩(파쇄/절삭)
이력추적 필요

장작, 칩, 펠릿 등
이력추적 불필요

원목수집

50km권내 산림

지역 내 안정공급처 필요.
소규모 수집도 가능

임업과 연계

큼. 공급체제 구축 필요

작음. 단계적 도입과 그에 따른 단계적 공급
체제 구축 가능

숲가꾸기와 연계

숲가꾸기를 크게 진작할 수 있다.

지역숲가꾸기에 영향

파급효과

새로운 수입원. 파급효과 큼

화석연료비용의 지역외 유출 억제
에너지 지산지소

자료: 東京農工大学 農山村支援センター(2015: 21).

1.4.1. 에너지 효율과 규모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의 에너지 변환효율은 증기터빈의 경우 보통 20~30% 정
도이다. 발전에서 에너지 변환효율을 높이려면 시설을 규모화해야 한다. 대규모
발전 시설을 가동하려면 넓은 범위에서 바이오매스를 수집해야 한다. 이에 비해
열 이용·열병합 발전은 소규모에서도 80% 정도의 에너지 변환효율을 실현한다.
적은 연료 소비량으로도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이처럼 산림 바이오매
스를 발전 또는 열 이용의 연료로 이용한다면 나무에서 얻는 에너지 효율에도 차
이가 있지만 시설 규모에서도 차이가 매우 크고, 그에 따라 연료 소비량도 큰 차이
를 보인다.

1.4.2. 연료공급 체제
바이오매스 이용 장치의 규모가 다르면 연료 확보 체제와 임업방식에도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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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 예를 들어 산림 바이오매스를 발전 연료로 이용하면, 5,000kW 급에서도
목재칩 사용량은 연간 7만 톤에 이른다. 주벌 수확에서 발생하는 미이용 바이오매
스 발생량으로 헥타르당 50톤을 가정하면 연간 1,400ha의 산림이 필요하고 20년
간 2만 8,000ha가 필요하다. 필요로 하는 산림면적이 커지면 장기적으로 안정적
인 연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원거리 수송이 불가피하므로 원
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온실가스 배출도 많아진다.
그러나 지역에서 열 이용을 목적으로 400kW급 목재칩 보일러를 도입한다면
70여 가구에 열을 공급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연간 1,000톤 정도의 목재칩이 필요
하다(가동률 70% 가정). 숲가꾸기로 헥타르당 25톤을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연
40ha, 20년간 800ha가 된다.5) 이 정도의 규모라면 농산촌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벌
채 허가와 숲가꾸기 사업 등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전에는 대량의 연료가 필요하므로 원가절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림작업의
집약화와 물류 구조 개선이 중요하다. 소규모 산림소유자가 많고 험준한 산지가 많
은 우리나라에서 대면적 벌채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한편, 열 이용의 경우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어느 정도의 산림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이라면 기존의 임업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대응할 수 있다. 또, 최소의 연료 확
보를 전제로 산림소유자의 자영 임업, 주민참가형의 소규모 수집시스템, 자원봉
사자 활용 등 다소 유연한 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다.

1.4.3. 산림자원과 임업에 미치는 영향
산림 바이오매스의 열 이용은 공급부터 수요까지 지역에서 완결할 수 있다. 발
전과 비교하여 연료 소비량은 많지 않고, 지역의 산림사업 산물을 활용하여도 임
업활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산림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발전은 대량의 연료를 소비하므로 임업 활동을 자극하는 효과도

5) <표 2-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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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많은 벌채량이 필요한데, 임목 수확의 인프라가 부족하고 벌채에 대한 부정
적 인식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쉽지 않을 수 있다.

1.4.4. 지역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열 이용은 지역에서 수용하기 쉽다. 대형 보일러를 설치하려면 전문 엔지니어
링과 시공 기술이 필요하지만 소형이라면 지역의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다. 시
설 운영에서도 발전보다 열 이용에서 더 용이하다. 농촌 마을기업이 참여하기에
도 열 이용에서 더 용이하다.
발전 설비가 소규모이어도 전력 수급의 불일치 때문에 지역 내 소비는 어렵고
한전의 전력계통과 연결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이는 에너지 지산지소에 부합하지
않는다. 열 이용은 지역 수요에 대응하여 쉽게 조정할 수 있고, 수요가 없을 때는
중지할 수도 있다.
산림 바이오매스의 발전은 전력 판매대금의 형태로 주로 도시 자금이 돌아오
고, 바이오매스 판매 효과, 발전사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또,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잠열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지역 농업과 연계할 수도 있다.
발전은 가격이 고정되고 한국전력에 판매할 수 있지만, 열은 판매가격이 고정
되지 않고 수요처 확보부터 노력해야 한다. 지역 산림자원의 공급능력과 지역의
수요 규모를 고려하여 채산성을 분석하고 적정 규모를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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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 바이오매스의 발생과 유통
2.1. 산림바이오매스 부존량
산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를 산림 바이오매스라 하며 주로 나무를 가리킨
다. 개념적으로 잎과 뿌리도 포함하지만 이용하는 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포
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2019년 우리나라 산림 면적은 639만 ha이며 이는 국토의 62.7%에 해당한다. 전
체 임목축적은 10억 1,700만 ㎥(’19)이다(산림청 2020a: 41). 수종 구성을 보면 제
재용재로 쓸 수 있는 낙엽송과 편백의 비중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수종이 소나무,
참나무류, 기타 활엽수이므로 보드류, 펄프 제조의 원료 또는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이 임목의 이용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그림 2-3> 임목의 영급 분포와 수종 구성

자료: 산림청(2020a).

한편, 산림청(2020c: 114)은 선행 연구의 결과를 집계하여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
스 발생량을 연간 298만 ㎥로 추정하였는데, 이를 전량 목재펠릿으로 가공하면
208만 톤(계수 0.7), 목재칩으로 가공하면 253만 톤(계수 0.85) 공급할 수 있다고 하
였다<표 2-8>. 국립산림과학원(2020)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의 연간 발생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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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만 ㎥로 평가하는데 수집률 70%를 적용하면 현실적 산림 바이오매스 잠재량은
303만 ㎥로 평가하였다. 이를 목재칩으로 가공하면 257만 톤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도를 비롯한 접근성 여부, 지형에 따른 수집 비용의 차이, 산림소유자
의 벌채 의사, 용도에 따른 구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추정 발생량이
실현되는가는 다른 문제이다. 2019년 국산목재 생산량은 461만 ㎥이고 목재칩 생
산량은 46만 톤이다(산림청 2020a: 330-331).

<표 2-8>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부존량 산출 연구 목록
연구기관

과제명

발생량 평가
(천 ㎥)

가중평균
(천 ㎥)

비교

국립산림과학원
국내 목재생산 잠재력 예측
(2010)

1,857

239.36
연구모델별 분석
(12.89%)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의 산림 바이오매스 자원량 및 지도
(2014)

1,299

118.20 기술적 잠재량과 조재
(8.74%) 율 적용 산출

산림청
(2016)

산림 바이오에너지 REC 가중치 산정 연구

2,283

361.62 성장분석별, 시나리오
(15.37%) 분석

산림청
(2018)

국산 원목 REC 가중치 적용에 따른 국내
목재시장 변화 모니터링

3,937

1,075.98 입목축적량 기반 잠재
(26.50%) 량 산출

국립산림과학원 목재펠릿 규격개정 방향과 미이용 산림바
(2019)
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1,569

122.06 가지-줄기-뿌리계수
(10.56%)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전원믹스 내 바이오연료 비중확대 검토
(2019)

3,908

1,059.85 이론-지리-기술적 잠
(26.31%) 재량 고려

가중평균 합계

2,977.07

자료: 산림청(2020c: 114).

2.2. 목재 수급 현황
목재수급 실적을 보면 원목 소비량이 감소하고 목재제품 수입이 증가한다. 목
재소비가 가장 많은 부문은 펄프공업으로 35.9%를 차지하며 그다음이 제재업이
다. 최근 바이오매스 이용이 크게 늘었는데, 국산원목 이용도 증가하지만 제품 수
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국산원목을 살펴보면 대부분 보드류 제조 원료와 기타 용
도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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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목재 수급 실적
단위: 천 ㎥
구분
제재용

2010년

2019년

국산원목 수입원목 제품수입 국산원목 수입원목 제품수입 국산원목 수입원목 제품수입
429

3,788

합판용

-

393

펄프용

892

-

보드용

1,611

46

29

-

바이오매스용

2015년
1,209

1,013

3,218

2,156

600

2,399

2,560

5

427

11,574

973

-

1,653

1,849

-

373

2,310

2,822

-

194

1,671

9,663

935

-

8,986

132

2,127

1,436

23

1,523

-

2,791

406

-

4,286

기타

754

-

2,674

701

-

2,348

1,228

-

1,669

합계

3,715

4,227

19,670

4,914

3,777

21,907

4,605

2,616

20,445

자료: 산림청 목재수급실적.

국산목재의 생산과 이용을 살펴보면 <그림 2-4>와 같다. 연간 임목 벌채량은
518만 ㎥(’19)이며, 이 가운데 83%는 수집·이용하지만 17%는 임지에 남겨진다.
임지에 남겨지는 것은 반출 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남겨지는 미이용 잔재
를 반출하여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과제이다. 이용되는 임목은 대개 보드류
와 펄프 제조원료로 사용된다. 바이오매스로 이용하는 부분은 8.8%이다.
<그림 2-4> 국산목재의 생산과 이용(2019년)

자료: 산림청(2020a), 목재수급계획(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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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량은 순임목생장량의 23.7%(’19)에 해당한다. 임목이 노령화하면 생장량
증가가 감소하고 숲의 건강성도 약해지므로 적정한 수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임업의 수익성이 매우 낮아 이 역시 어려운 과제이다. 임업의 수익성 개선
을 위해 국산목재를 고급재(제재목)로 이용되도록 유도해야 하지만 수종 구성과
목재산업 여건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과제이다.
산림작업의 종류에 따라 발생하는 산림 바이오매스량을 추정하면 <표 2-10>과
같다. 주벌 수확과 수종갱신의 벌채량은 대부분 목재산업 원료로 쓰이고 벌채 과
정에서 발생하는 나뭇가지 등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로 임지에 남는다. 사업
량으로 보아 산림 바이오매스를 많이 발생하는 작업종은 숲가꾸기인데, 1헥타르
에 약 25톤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산림작업종에 따른 바이오매스 생산량(2019년 기준)
구분
주벌
(미이용 바이오매스 발생량)

벌채면적
(ha)

벌채량
(㎥)

단위벌채량
(㎥/ha)

단위벌채량
(톤/ha)

목재칩 환산
(톤/ha)

16,600

2,428,616

146.3

131.7
(51.5)

111.9
(43.8)

수익간벌

3,960

144,495

36.5

32.9

27.9

숲가꾸기

20,485

580,643

28.3

25.5

21.6

수종갱신

8,007

919,692

114.9

103.4

87.9

피해목 제거

39,363

728,241

18.5

16.7

14.2

산지전용

11,456

355,928

31.1

28.0

23.8

기타

656

26,640

40.6

36.5

31.1

합계

100,527

5,184,255

51.5

46.4

39.4

주: 벌채면적과 벌채량은 산림청(2020a). 벌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량 0.352톤/㎥, 부피무게 환산계수 0.9
톤/㎥, 목재칩 환산계수 0.85 적용(산림청 2018c: 108-111).

2.3. 산림 바이오매스의 유통과 가격
임목은 다양한 용도로 쓰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에너지 이용에 초점을 두므로
파쇄하여 사용하는 원료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원료재급 원목의 유통은 단순하다. 대개 원목생산업자들이 산림소유자에게 입

36 |

목을 구입하여 수확하고 유통업체를 거치거나 직접 가공공장으로 납품한다.
국산목재 원료재급의 시장가격 동향은 <그림 2-5>와 같다. 원료재급 원목은 대
체로 파쇄하여 펄프 제조용, 보드류 제조용, 연료용으로 주로 쓰인다. 목재산업 원
료의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해외 사정에 따라 가격의 변동 경향이 크다. 에너
지용 산림 바이오매스 납품가격은 톤당 7만 원 전후이다. 2020년에는 6만 원대로
낮아졌다. 이 가격에서 원목생산업자의 수익도 낮지만 산림소유자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소유자의 벌채 동의를 받는 것도 쉽지 않다.

<그림 2-5> 원료재급 원목의 가격동향

주: 산지 원목가격임.
자료: 한국임업진흥원(https://fps.kofpi.or.kr/fnt/price/wood/market/list.do, 검색일: 2020. 9. 7.).

에코네트워크 조사(2018: 83-91)에 의하면, 2018년 12월 국산원목 가격은 톤당
7만~8만 원이며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는 톤당 6만~7만 원 수준이다. 또, 목재펠
릿 가격은 수입펠릿이 톤당 17.9만 원 수준이며, 미이용 펠릿이 톤당 32만 원에 거
래된다. 산업용 목재칩은 톤당 12만~16만 원에 거래되며, 연료용 목재칩은 국내
산이 톤당 8만~9만 원에 거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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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 현황
3.1. 세계 바이오매스 에너지 현황

3.1.1. 재생에너지 이용 현황
2017년 기준 세계 1차 에너지 공급은 585EJ이며, 석유 32%, 석탄 27%, 천연가
스 22%, 재생에너지 14%로 나타난다<표 2-11>. 2000년대 이후 바이오매스,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공급량은 48%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1차 에너지원에서 석탄
63%, 석유 22%, 천연가스 50% 증가하였다.
<표 2-11> 세계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공급량
단위: EJ
연도

합계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비율

2000

420

97.0

153

86.8

28.3

54.7

13.0%

2005

481

125

168

98.8

30.2

59.4

12.3%

2010

539

153

173

115

30.1

68.2

12.6%

2015

572

161

182

123

28.1

77.8

13.6%

2017

585

158

186

130

28.8

81.1

13.9%

자료: WBA(2019: 9).

2017년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370EJ로, 전년보다 2% 증가하였다. 세계 에
너지 소비의 40%는 석유이며, 석탄과 가스는 각각 20%를 차지한다. 화석연료 소
비는 80%에 이른다.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은 2017년 17.7%
로 전년보다 0.2 % 감소하였다. 그러나 난방과 운송 등 일부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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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에너지원별 최종 에너지소비량: 세계 및 대륙별
단위: EJ
연도

합계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비율

2000

269

43.1

115

55.7

7.64

47.4

17.6%

2005

304

58.9

125

61.2

8.22

50.6

16.6%

2010

338

72.6

129

70.0

8.25

57.0

16.9%

2015

359

76.6

138

73.7

7.72

63.3

17.6%

2017

370

75.2

143

77.9

7.93

65.7

17.7%

2017년 에너지원별 최종 에너지 소비량: 대륙별
대륙

합계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비율

아프리카

24.5

1.58

7.44

2.08

0.04

13.4

54.5%

아메리카

92.1

5.96

44.7

23.7

2.95

14.7

16.0%

아시아

170

58.4

58.7

24.3

1.53

27.1

15.9%

유럽

77.0

8.04

29.4

26.4

3.35

9.81

12.7%

오세아니아

3.91

0.63

1.90

0.91

0.00

0.46

11.9%

자료: WBA(2019: 11).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체 재생에너지의
70%, 전체 에너지의 13%를 차지한다. 2017년 세계에서 55.6EJ의 에너지가 바이
오매스에서 유래하였다. 이 가운데 86%가 1차 고체 바이오 연료의 형태로 공급되
고, 7%는 액체 바이오 연료의 형태로 공급되었다. 바이오 가스, 도시 및 산업 폐기
물의 형태로 공급된 비율은 각각 2%이다. 1차 고체 바이오 연료에서 큰 비중을 차
지하는 것은 목재 칩, 목재 펠릿, 연료용 목재 등 산림 바이오매스이며 주로 취사와
난방을 위한 열에너지로 이용된다(IEA 2019).

3.1.2. 바이오매스의 용도별 이용 현황
바이오매스는 전력 생산, 열 생산, 직접 열 생산에 주로 이용되며, 운송연료로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재생에너지의 절반 정도는 열 생산에 활용되는데, 주
거 및 상업시설의 난방, 산업 공정을 위한 열 생산, 요리를 위한 열 등으로 이용된
다. 열 생산에 가장 널리 사용하는 재생에너지원은 바이오매스로 목재칩, 펠릿, 숯
등의 목질 연료, 농업 잔류물, 산업 폐기물 등이다. 이 가운데 목질 연료의 이용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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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가장 높다. 직접 열 생산은 발전시설 등을 거치지 않고 최종 부문에서 직접 발
생하는 열을 활용한다. 주택과 상업시설에서 이용하는 목재펠릿 스토브 및 보일
러, 주거지의 태양열 발전판 등이 있다. 주로 난방과 요리에 이용된다. 직접 열생
산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재생에너지원은 바이오매스이다.
세계 전력 생산량은 2017년 기준 25,717TWh이며, 이 가운데 25%(6,461 TWh)
가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다. 전력 생산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에너지원은 수력
이며, 다른 에너지원의 이용은 상대적으로 적다. 바이오매스는 수력, 풍력 다음으
로 전력 생산에 많이 이용되나 전체의 9%로 그 비중은 미미하다(WBA 2019: 15).
열 생산에 이용되는 재생에너지의 96%는 바이오매스이며, 약 4%는 태양열과
지열에서 유래한다. 열 생산에 사용하는 바이오매스 시설은 대부분 유럽에 위치
한다.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을 이용한 지역난방 네트워크의 보급, 정책적 지원
등으로 유럽은 87%의 바이오매스를 열 생산에 활용한다(WBA 2019: 16-17).

<그림 2-6> 열 생산에 이용되는 재생에너지원 비율: 세계(2017년)
<열 생산>

자료: IEA(2019a, 2019b)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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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열 생산>

3.2.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이용 현황
2018년 1차 에너지원별6) 공급을 보면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비
중이 84.7%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이산화탄소 배출량
도 세계 10위권 이내에 속하며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매우 높다. 1차 에너지원
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5.6%에 불과하지만 매년 그 비중은 증가하였다. 그
러나 EU 28개국의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13.0%(’15)에 이르
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매우 낮다(양의석 외 2017: 9).
<표 2-13> 1차 에너지원별 공급 구성비
단위: %
구분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신재생

전체 공급량
(천toe)

2005

24.0

44.4

13.3

0.6

16.1

1.7

228,628

2010

29.2

39.6

16.3

0.5

12.1

2.3

264,056

2015

29.8

38.0

15.2

0.4

12.1

4.5

286,932

2016

27.7

40.0

15.5

0.5

11.6

4.6

293,778

2017

28.5

39.5

15.7

0.5

10.5

5.2

302,066

2018

28.2

38.5

18.0

0.5

9.2

5.6

307,501

자료: 한국에너지공단(2020: 18-19).

최종에너지 소비량을 보면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비중이 75.5%
를 차지한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3.9%에 불과하지만 소비량에서 매년 그 비
중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하며, 에너지 수
입의존도는 93.7%(’18)에 이른다.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여 국내
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이 중요하다.

6) 1차 에너지는 변환이나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연에서 직접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가리키며, 최
종 에너지는 1차 에너지를 소비자가 사용하도록 변환·가공한 에너지를 가리킴(한국에너지공단
2019c: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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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에너지원별 최종 에너지 소비 구성비
단위: %
구분

석탄

석유

천연·
도시가스

전력

열

신재생

전체소비량
(천toe)

2005

12.9

56.7

10.4

16.7

1.0

2.3

171,176

2010

14.5

51.6

11.1

19.2

1.0

2.7

194,951

2015

16.2

49.7

10.3

19.3

0.9

3.5

214,974

2016

14.6

51.6

10.2

19.3

1.0

3.2

221,396

2017

14.5

51.2

10.5

19.0

1.1

3.8

230,019

2018

13.9

50.2

11.4

19.4

1.2

3.9

232,740

자료: 한국에너지공단(2020: 20-21).

에너지원별 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은 <표 2-15>와 같다. 재생에너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폐기물(53.1%) 부문이고 그 다음이 바이오 에너지(26.0%)
와 태양광(11.6%) 순서이다. 폐기물 에너지에서는 폐가스, SRF, 생활폐기물의 비
중이 높고, 바이오 에너지에서는 목재펠릿의 비중이 높다.
<표 2-15> 에너지원별 재생에너지 생산량(석유환산)
단위: 천toe
구분
총1차에너지

’13

’14

’15

’16

’17

’18

279,623

282,423

286,932

293,778

302,066

307,501

재생에너지

9,757

11,338

13,062

13,861

15,861

17,099

(재생에너지 공급비중,%)

(3.49)

(4.01)

(4.55)

(4.72)

(5.25)

(5.56)

태양열

28

28

28

28

28

27

태양광

344

547

849

1,093

1,516

1,977

풍력

242

242

283

355

462

525

수력

892

581

454

603

601

719

해양

102

104

105

105

104

103

지열

87

108

135

162

184

205

수열

-

-

5

6

8

15

1,558

2,822

2,766

2,765

3,599

4,442

-바이오가스

139

143

109

95

98

92

-매립지가스

97

80

76

71

77

65

-바이오디젤

369

388

441

443

428

683

-목재칩

168

191

373

223

122

140

-성형탄

24

25

16

15

16

17

-임산연료

50

5

45

124

648

674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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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13

’14

’15

’16

’17

-목재펠릿

268

795

824

-폐목재

176

191

104

82

76

74

-흑액

229

322

231

229

230

219

-하수슬러지고형연료
-Bio-SRF
-바이오중유
폐기물

817

’18

1,099

1,486

38

41

78

78

101

114

-

527

208

281

438

533

-

113

260

306

266

344

6,502

6,905

8,436

8,743

9,359

9,084

주: ① 수력은 양수발전 제외하며, ’03년부터 수력에 대수력(10MW) 포함 ② ’11년부터 폐목재는 폐기물에
서 바이오로 분류변경 ③ ’11년부터 TDF 추가 ④ ’14년부터 RDF/RPF/TDF는 SRF로 대체 조사 ⑤ ’14
년부터 목재칩, 목재펠릿 중 일부는 Bio-SRF로 대체 분류 ⑥ ’15년부터 대형도시쓰레기는 생활폐기물로
포함 ⑦ ’17년부터 임산연료는 산림청의 통계수집 방법 변경.
자료: 한국에너지공단(2020: 110).

2018년 재생에너지 산업의 규모를 보면 380개 기업체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바
이오 부분은 110개 업체가 있으며 에너지 생산 비중은 26.0%를 차지한다. 열 공급
부문에는 태양열, 지열, 수열이 있는데, 에너지 생산량과 산업규모가 발전 부문에
비해 매우 적다. 바이오·폐기물 에너지도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으나 이
들의 열 생산 통계는 아직 작성된 사례가 없다.7)
<표 2-16> 2018년 재생에너지원의 에너지 생산량 및 산업 규모
에너지원
태양광

생산량(toe)

비중(%)

기업체 수(개)

고용인원(명)

매출액(억 원) 투자액(억 원)

1,977,148

11.6

102

7,732

64,597

1,087

풍력

525,188

3.1

22

1,580

12,062

264

태양열

27,395

0.2

13

140

165

-

지열

205,464

1.2

24

326

778

6

수열

14,725

0.1

-

-

-

-

718,787

4.2

-

-

-

-

바이오

수력

4,442,376

26.0

110

1,595

13,815

15

폐기물

9,084,212

53.1

109

1,531

3,206

19

해양

103,380

0.6

-

-

-

-

합계

17,098,676

100.0

380

12,904

94,623

1,391

주: 기업체 수가 적어 특정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표시하지 않음.
자료: 한국에너지공단(2019a: 2); 한국에너지공단(2019b: 2).

7) 에너지관리공단은 바이오·폐기물 에너지원의 열과 전력 공급 비중을 각각 55:45, 50:60으로 추산
함(박연수 20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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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에는 목재칩, 성형탄, 임산연료, 목재펠릿, 폐목재,
흑액 등이 쓰인다. 산림 바이오매스가 에너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5%이
며, 재생에너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3%이다<표 2-15>.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목재펠릿이
다. 화목 보일러와 펠릿 보일러의 보급 그리고 발전소에서 목재펠릿 사용량이 증
가하면서 임산연료와 목재펠릿의 에너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2-7> 목재펠릿 공급 현황

자료: 산림청(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NKFS_02_01_11_04_02
&cmsId=FC_000811, 검색일: 2020. 9. 13.).

201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도입하면서 화력발전소는 석탄과 목재펠
릿의 혼소를 추진하였다. 석탄에 목재펠릿을 3% 혼소하였을 때 발전에 영향을 주
지 않는다고 하는데 혼소율 3%를 기준으로 발전 설비 하나에 연간 약 6만 톤의 목
재펠릿이 필요하다(성용주 외 2013: 14). 국내 목재펠릿 수급량은 2012년 17만 톤
에서 2017년 177만 톤으로 성장하였다. 국내 생산량은 2011년 3만 톤에서 2019년
24만 톤으로 증가하지만, 자급률은 8.7%이다. 수입량은 2011년 3만 톤에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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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01만 톤까지 증가하였다. 주로 동남아, 캐나다, 러시아에서 수입하며 상당량
을 베트남에서 들여온다. 이 때문에 RPS를 통해 지원한 보조금이 해외로 유출되
고, 해상 운송의 연료 소비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수출국의 산림을 훼손한다
는 우려가 있다(이선화 2020: 67). 국산 목재펠릿은 주로 산업보일러에서 사용하
는 산업용이 많고(78.3%), 그다음이 가정용이다.
배상훈(2019: 57)은 중부발전의 사례를 소개하는데, 정부의 미이용 산림바이오
매스에 대한 REC 가중치, 혼소설비에 REC 정산비용 상향 조정 등에 따라 생산업
체 투자가 증가하고 공급량 증가는 물론 발전사도 경제성을 확보하게 되어 수입
목재펠릿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중부발전은 제3발전소 혼소용으로 2020년부
터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펠릿을 연간 약 7만 톤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목재칩 공급량은 2013년 224만 톤에서 2019년 518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여기에서도 수입의 비중이 높다. 국산 목재칩의 생산은 45만 톤 내외이지만 수입
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국산 목재칩은 펄프제조용(37.3%), 보드류 제조용
(12.2%), 연료용(50.1%), 기타(0.4%)로 쓰인다(산림청 2019: 180).

<그림 2-8> 목재칩 공급 현황

자료: 산림청(2020a: 31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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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량은 <표 2-17>과 같다. 바이오매스 발전사는 목재펠
릿, 목재칩, Bio-SRF를 주연료로 사용한다. 2017년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량은
5,207GWh이다. 목재펠릿 발전량이 3,723GWh로 가장 많고, 목재칩 발전량은 목
질계 바이오매스 발전량의 1% 수준이다.

<표 2-17>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량
단위: MWh
연도

목재펠릿

목재칩

Bio-SRF(폐목재)

합계

2014

2,764,069

86.4%

105,908

3.3%

329,377

10.3%

3,199,354

2015

2,508,862

76.2%

131,297

4.0%

652,961

19.8%

3,293,120

2016

2,679,313

69.4%

54,486

1.4%

1,127,409

29.2%

3,861,208

2017

3,722,931

71.5%

52,518

1.0%

1,431,740

27.5%

5,207,189

2018

4,837,318

72.5%

53,786

0.8%

1,782,965

26.7%

6,674,069

주: 산림 바이오매스에 Bio-SRF(폐목재)는 포함하지 않음.
자료: 신재생에너지코리아(https://www.renewableenergy.or.kr, 검색일: 2020. 9. 14.).

한편,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 통계는 발전 부문에 한정되며 열 공급 부
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발전의 에너지
믹스 전환에 집중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열 공급을 별도로 다루고 특히 산림 바이오매스를 열 공급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
다.8)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열 공급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
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 부문에서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농산촌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은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는 산림의 탄소흡수원 능력
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8) 제4장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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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정책과 제도
4.1. 산림 바이오매스 관련 계획
4.1.1. 제6차 산림기본계획
목재를 바이오매스로써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한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다. 「산림자원법」 제37조와 「목재이용법」 제28조는 산
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시설의 설치 등의 보급 사업을 규정하며, 「탄소흡수원
법」 제15조는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을 통해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
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산림청은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을 수립하면서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저장·감축 기능을 유지·증진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
음 계획을 제시하였다. 즉, ①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증진 및 신규 탄소흡수원 확
충, ② 국산목재 이용 확대 및 산림 바이오매스로 화석연료 대체, ③ 시장기반의 산
림탄소 활용 및 스마트 산림탄소 관리 체계 구축, ④ 국제 산림 협력으로 국가 온실
가스 감축 목표 시너지 창출, ⑤ 산림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을 평가하고 적응
기능 증진, ⑥ 국산목재의 공급체계 및 가공기술 개발, ⑦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
에너지 소비 활성화, ⑧ 산림자원의 지역단위 산림 바이오에너지 순환 이용 확대
등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펠릿 생산량을 ’15년 82톤 수준에서 ’30년 200톤 수준으
로 증가시키고,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량은 ’15년 20천대에서 ’30년 44천대로 증
가시킨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또, 목재펠릿 경쟁력 확보로 주택난방용, 농·산업
용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 벌채 부산물에 대한 REC 가중치 상향 및 저비용 수집
시스템 도입, 반탄화 목재펠릿 등 산림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한 발전 원가
절감 등으로 발전 사업자의 국산 산림 바이오에너지 이용 촉진을 유도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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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았다. 또, 국내 산림 바이오 에너지 확대를 위하여 산림탄소순환마을 등 에너지 자
립마을을 선정해 산림자원의 지역단위 산림 바이오에너지 이용 및 순환체계를 구축
하고, 고부가가치 산림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을 개발·보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4.1.2. 제2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제2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2018-2022)」은 산림의 탄소흡수, 국산목재
제품의 탄소저장, 산림 바이오매스의 탄소 감축 기능을 종합 관리하는 것을 내용
으로 수립된다. 여기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
용 확대를 위해 목재펠릿 보일러를 보급하고, 자연휴양림 등 공공시설에 산림 바
이오매스 에너지 시설의 설치를 제시한다.

4.1.3. 제2차 목재이용종합계획
「제2차 목재이용종합계획(2020-2024)」은 산림바이오매스 기반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목재펠릿 생산시설 확대, 목재펠릿의 안정적 원료 공급과 보일러 만족
도 향상, 산림 바이오매스 분산형 에너지 활용 체계 마련을 포함한다. 특히 산림 바
이오매스의 분산형 에너지 활용을 위해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을 2020년까지 4곳
조성하고 (가칭)산림바이오매스 공급센터 운영으로 연료재의 물류유통비를 최소
화하는 계획을 제시한다.

4.2.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정책
4.2.1.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탄소상쇄사업
정부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19.10.)」에서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
색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7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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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감축, 2030년 BAU 대비 37% 감축을 제시하였다. 특히 에너지 전환 부문에
서 2030년까지 배출량 42.2% 감축을 목표로 하여, 노후 석탄발전의 추가 감축, 봄
철 가동중지 확대, 석탄발전 비중 축소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과제로 제시하
였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17년 7.6%에서 2030년 20%, 2040년
30~35%로 확대하고 미활용 열에너지 이용 확대 계획을 포함하였다.
산림 부문을 보면 2030년까지 산림흡수 22.1백만 톤 감축을 목표로 산림의 탄
소 흡수력 증진과 목재의 탄소 저장능력 확대 및 활용성 제고 계획을 포함하였다.
숲가꾸기 사업 후 버려지는 부산물의 재활용, 발전용 목재펠릿의 REC 상향을 담
고 있다.
기본계획은 시장을 활용한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
한다. 이는 외부사업으로 발행받은 인증실적을 배출권 거래제 할당업체에 판매하
고, 할당업체는 구매한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상쇄 또는 거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승인대상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제거 또
는 개선하는 활동을 포함한 사업이다.9)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은 화석연
료 사용을 대체하여 탄소상쇄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목재펠릿 사용
으로 유연탄 사용을 대체하였다면 1.48tCO2/톤의 감축효과가 발생한다(한국임업
진흥원 2020: 33). 여기에서 국산목재만 거래형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
다. 따라서 지역순환 임업으로 생산한 산림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
업은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림 2-9>은 탄소배출권 KOC(Korean Offset Credit,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가격 동향이다. 이 가격은 1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이다. 가격은 꾸준히 상
승하였는데 2020년 상반기 4만 원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9) 한국표준협회(www.ksa.or.kr/ksa_kr/883/subview.do, 검색일: 202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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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탄소배출권(KOC, 외부사업인증실적) 거래가격의 동향

자료: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https://ets.krx.co.kr, 검색일: 2020. 10. 5.).

4.2.2. 재생에너지 관련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2019.6.)」을 발표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고, 노후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원전 건설의 금지를
확정하였다. 여기에서 에너지 소비구조의 혁신 과제로서 비전력 에너지의 활용
확대를 제시하는데, 미활용 열 사용 확대를 위해 국가 열 활용 플랫폼 구축, 지역별
미활용 폐열 연계 지원, 열 거래제도 신설 등의 과제를 포함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2017.12.)」은 2030년까지 전
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누적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63.8GW까지 확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신규 발전의 95% 이상
을 태양광과 풍력 발전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그리고 폐기물·목재펠릿 등 연료 연
소 기반 재생에너지의 REC 가중치를 축소하고 환경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연수(2019)가 지적하듯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주요 목표와 제도는 발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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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며, 열 공급 부문의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열 공급 부문의 재생
에너지 확대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4.2.3.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에는 발전차액지원제
도(Feed In Tariff: FIT),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 신재생에너지 융자 사업, 신재
생 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가 있다. RPS는 일
정 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
업자(공급의무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10) 2020년 공급의무자는 모두 22개사이며 한국수력원자력 등
한전의 발전자회사 6개, 공공기관 2개, 민간발전사업자 14개사가 있다. 2020년 공
급의무량 비율은 6.0%이다(산업통상자원부 2020).
<표 2-18>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 비율
연도

’16

’17

’18

’19

’20

’21

’22

’23

비율(%)

3.5

4.0

5.0

6.0

7.0

9.0

10.0

10.0

공급의무량
(천 REC)

15,081

17,044

21,999

26,958

31,402

-

-

-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business/rps_guide.aspx, 검색일: 2020. 10. 5.).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
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인데, 1REC를 제출하면 1MWh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
다.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공급의무량에 충당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수익은 전력 판매대금과 REC 판매대금의 합인데,

10) RPS는 2002년부터 시행하던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FIT)를 대체하여 2012년 도입
됨. FIT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정부가 기준가격에 따라 전량 구매해주는 제도
임. 가격 보조 형태이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심화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음(박연수 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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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량(kWh)×SMP단가(원/kWh) 11)+발전량(MWh)×가중치×REC가격(원
/REC)’이다(이선화 2020: 58).
재생에너지원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는데,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의 혼
소설비는 1.5, 전소설비는 2.0이다. 다만, 재생에너지 설비에 국가로부터 무상지
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비율을 제외한 부분에 공급인증서를 발급한다.12) 공급인
증서 가중치는 2018년 개정되었는데, 석탄발전사들이 수입 바이오매스 연료를 혼
소하여 쉽게 REC를 획득한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13)
<표 2-19> 바이오매스 발전의 공급인증서 가중치
전원

바이오

대상에너지 및 기준

공급인증서 가중치

구분

세부기준
석탄혼소

1.0

-

목재칩
목재펠릿

전소 전환설비

1.5

0.5

전소

1.5

1단계 1.0
2단계 0.5

석탄혼소

1.0

-

전소 전환

1.5

0.25

1.5

1단계 0.5
2단계 0.25

Bio-SRF
(폐목재)

미이용
바이오

전소

현행

개정 후

석탄혼소

-

1.5

전소 전환

-

2.0

전소

-

2.0

연료 종류
국산 목재펠릿, 목재칩
수입 목재펠릿
국산 목재펠릿, 목재칩

폐목재류(화학, 유해물질 포함)

임목부산물, 숲가꾸기 산물, 병해충
피해목, 가로수 정리, 산불 피해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8. 6. 25.)

바이오매스 발전사들은 REC 가격이 사업의 수익과 직접 관련되므로 이 가격의
동향에 민감하다. 발전사들은 REC 가중치 대비 단가가 낮은 연료를 선택한다.
2019년 이후 태양광 REC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비태양광 REC 거래량이 감소하
며 REC 가격도 내려갔다. 2020년 3분기 REC의 평균 가격은 4만 4,499원이다.

11)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는 매시간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투입되는 발전
기에서 최종 투입되는 한계 발전기의 변동비용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발전가격임(이선화 2020: 58).
12)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18조의7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13) 「에너지 데일리」. 2020. 10. 15. “바이오매스 혼소발전 REC 가중치 더욱 축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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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REC 거래 가격의 동향(비태양광, 현물시장 기준)

주: 1REC는 1MWh와 같음.
자료: 신재생원스톱사업정보 통합포털(http://onerec.kmos.kr/, 검색일: 2020. 9. 14.).

일부 환경단체는 산림 바이오매스의 미세먼지 배출, 온실가스 배출, 잘못된 탄
소중립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14) 그럼에도 산림 바이오매스의 REC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여 태양광과 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원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
다는 것이다. 이는 산림 바이오매스의 특성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한다. 에너지
로 사용하는 산림 바이오매스는 대개 목재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이용
하거나 또는 인공조림 속성수를 수확하여 제조한다.

4.2.4.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와 달리 규제로 작용하는 제도
도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을 법률로 규정한다.
2020년 1월 개정안이 발의되어 일부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였다. 바이오
매스와 목재펠릿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에서 일산화탄소를 제외
한 모든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였다.
14) 「에너지 데일리」. 2020. 9. 28.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인가…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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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
구분
대기오염물질
일산화탄소(ppm)
질소산화물(ppm)
먼지먼지(㎎/S㎥)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현행

개정

200(12) 이하

-

100 이하

75 이하

150(12) 이하

90(12) 이하

50 이하

25 이하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50(12) 이하

25(12) 이하

이황화탄소(ppm)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모든 배출시설

30 이하

10 이하

포름알데히드(ppm)

모든 배출시설

10 이하

8 이하

주 1) 배출시설 중에서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을 포함하는 시설만 추려낸 것임.
2) 배출허용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함.
자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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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산림 바이오매스의 지역 에너지 사례

이 장에서는 산림 바이오매스를 지역 에너지로 이용하는 사례를 정리한다. 사
례 분석에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1. ‘저탄소 녹색마을’ 추진 현황
2009년 저탄소 녹생성장의 정책기조에 따라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당시 정부는 2012년까지 환경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
청 등 부처별로 10개 마을에서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까
지 600개 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농촌과 소도시의 에너
지 자립도 40% 달성을 목표로 산림청의 산림탄소순환마을 사업(산촌형), 환경부
의 저탄소녹색마을 사업(도시형), 농식품부의 에너지자립녹색마을 사업(농촌형),
행정안전부의 녹색에너지자립마을 사업(도농복합형)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각
각의 특징과 현재 상황은 <표 3-1>과 같다.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시범사업도 당초 구상과 달리 내용이
변경되거나 완공 이후 시설 가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후
술하지만 산림탄소순환마을의 경우를 보면, 봉화군의 시설은 몇 개월 가동 후 곧
중단하였고, 화천군의 시설도 지자체 운영비 보조로 일부 가동하는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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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저탄소 녹색마을’ 추진 사례와 현황
사업명
(주관부처)
산림탄소
순환마을
(산림청)
저탄소녹색
마을
(환경부)
에너지 자립
녹색마을
(농촌진흥청)
녹색 에너지
자립마을
(행정안전부)

지자체
(마을)

사업비

경북 봉화군
(서벽리)

53억

목재펠릿 보일러 지역난방
주택 개량 및 신축

가동 중단

강원 화천군
(느릅마을)

50억

목재펠릿, 칩 보일러 지역난방
주택 개량 및 신축

일부 가동, 참여자 이탈

경남 거창군

50억

혐기성 소화시설

포기

광주 광산구
(망월마을)

50억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태양열 난방, 태양광 발전

미착공

전북 완주군
(덕암마을)

54억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제외)
태양광·열, 풍력, 소수력 발전
체험·숙박 시설, 주택정비

바이오가스 시설계획 무산

충남 공주시
(금대리)

46억

바이오매스에너지화 시설(제외)
지열 시설원예, 태양광발전

온실임대 난항

경기 포천시
(영송리)

72억

가축분뇨 고형연료화 시설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

상업화 불확실

주요 사업내용

현황

자료: 농어촌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2018: 32-34); 유선화(2020).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의 한계로 지적되는 것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객관
적 근거 부족 및 비현실적 목표 설정, 가시적 성과를 내세우는 짧은 사업 기간, 낮
은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 부족, 부처들의 분산 추진에 따른 사업성 저하, 주민 갈등
등이다(농어촌연구원 외 2018: 34).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업의 진행이 부진한 것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산림탄소순환마을의 경우 비
싼 목재펠릿을 연료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알 수 있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가동 중단에 이른 원인이다. 구체적인 현장 사례에서 에너지 수요·공
급 상황, 적정한 설비 용량, 연료 확보의 비용 조건, 고정비 지출 등을 꼼꼼히 검토
하고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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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 바이오매스의 지역 에너지 사례
2.1. 화천 산림탄소순환마을
2009년 정부는 녹색성장을 정책 기조로 내세우면서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
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을 추진
하였다.
사전 연구에서 산림탄소순환마을 지정의 조건은 ⑴ 목질계 바이오매스 비율이
다른 바이오매스 활용 비율보다 높고, ⑵ 지역에서 발생하거나 생산된 산물을 해
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체제를 갖추고, ⑶ 탄소감축의 가시적인 효과, ⑷ 비용저감
또는 소득제고의 실질적인 효과, ⑸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
체라고 하였다(강원대학교 2009: 100). 그러나 2020년 현재 그 성과를 높이 평가
하기는 어렵다.
화천군 산림탄소순환마을은 2013년 산림청의 지원으로 조성하였다. 스위스제
목재펠릿·칩 겸용 보일러(1,600kW)를 도입하고, 주 배관 1.6km, 지선 2.5km를 설
치하여 77가구(마을가구의 60%)의 참여로 시작하였다. 사업비는 53억 4,100만
원(국비 28억 600만 원, 지방비 15억 2,500만 원, 자부담 10억 1,000만 원)이다. 센
터에는 상근자 1인이 근무하며 화천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 설비에 고장이 발
생하면 국내 보일러업체가 수리해 준다.
온수 탱크는 약 75도를 유지하며 예비용으로 기름 보일러를 둔다. 열량계로 매
달 전월 사용량을 체크하여 1Mcal에 130원의 요금을 부과한다. 이 요금은 지역난
방공사의 주택용 열 요금 65.23원/Mcal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또, 등유의 에너
지 비용 107원/Mcal과 비교하여도 높다.15)
<표 3-2>는 2014~2017년 가구당 난방 에너지 이용 현황이다. 이를 보면 시간당

15) 등유가격(943원/ℓ)÷발열량(8.8Mcal/ℓ) <제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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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이용량은 4,831kcal/hr이고, 연간 이용량은 6,956Mcal로 나타났다. 1,600kW
의 보일러는 시간당 1,376Mcal의 열량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동시에 280여 가구
에 난방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초기 77가구의 참여를 고려하여도 너무 큰 용량
의 보일러를 설치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3-2> 화천군 산림바이오매스센터 운영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평균

에너지 공급
kw/연
Mcal/연
643,267
553,480
488,110
419,980
426,636
367,086
331,471
285,209
472,372
406,439

가구수

가구당 연간 열 이용량 연간 이용시간 시간당 열 이용량
(Mcal/yr)
(hr/yr)
(kcal/hr)

77
55
52
48
58

7,188
7,636
7,059
5,942
6,956

1,440
1,440
1,440
1,440
1,440

4,992
5,303
4,902
4,126
4,831

주: 1kwh = 860.42kcal, 1,440시간/연 = 8시간/일 ×180일.
자료: 조민재(2018: 12).

시설 용량에 비하여 가동률이 매우 낮은데 6개월 가동을 가정하여도 20% 정도
에 불과하다. 농촌에 2인 가구가 많고 고령자가 많아 난방 사용이 적은 것도 있지
만 높은 비용 때문에 다수의 가구가 이탈하여 소비처가 줄었기 때문이다.
산림바이오매스센터의 운영 수지를 분석하면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한다<표
3-3>. 초기에는 펠릿을 연료로 사용하였기에 연료비 지출이 특히 높았고 이후 목
재칩으로 전환함으로써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 지출에서 연료비 외에 전기요금
과 인건비, 유지보수 비용 등 기타 운영비의 비중이 매우 크다. 시설의 가동률이 낮
아도 어느 정도의 고정비 지출이 불가피하다.
<표 3-3> 화천군 산림바이오매스센터 운영 수지
단위: 천 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수입
지출
수익
(천 원)
난방비 미납액
합계
연료비 전기요금 인건비 유지보수
합계
92,751 6,772 85,979 99,816 16,017 7,922
714 124,469 -38,490
63,455 12,165 51,290 54,961 18,002 16,048
2,479 91,490 -40,200
55,698 33,427 22,271 31,557
5,944 14,506
1,219 53,226 -30,955
41,000
- 41,000 28,560 17,010 17,264
6,277 69,111 -28,111

주: 인건비는 화천군 지원 보조금으로 충당.
자료: 유선화(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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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가구
76
62
52
48

연료 사용량으로 계산한 생산 열량과 사용 열량을 비교하면 사용률이 낮다<표
3-4>. 낭비되는 열량이 많다는 것이다. 생산 열량의 손실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이
용하는 것이 과제이다. 2014년과 2017년을 비교하면 사용가능 열량은 비슷하지
만 실제 사용열량은 크게 줄었는데, 에너지 이용에 참여하는 가구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표 3-4> 화천군 산림바이오매스센터 연료 사용량
구분

연료사용량
(kg/yr)

생산 열량
(kcal/yr)

참여가구

사용 열량
(kcal/yr)

사용률(%)

2014(펠릿)

255,500

743,198,400

77

553,209,620

74

2017 (칩)

406,200

789,652,800

48

285,069,360

36

주: 펠릿 열량 4,300kcal/kg, 칩 열량 2,700kcal/kg, 보일러 효율 80%, 지역난방 열손실률 10%.
자료: 유선화(2020).

따라서 에너지 수요를 늘리면 사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수요를 추가로 확
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 현실에서 가구의 참여를 확
대하는 것은 쉽지 않고 새로운 열 수요처를 개척해야 한다. 열 수요가 많은 학교,
공공기관, 지역 복지시설, 목욕탕 등과 연결하거나 농산물 건조시설, 재배 하우스
등 농업시설과 연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열 공급에서 어려운 점의 하나는 여름 수요가 없다는 점이다. 여름에는 난방 수
요가 없기 때문에 시설 가동을 중단하는데 이에도 대응해야 한다. <그림 3-1>은
산림바이오매스센터가 열 이용 가구에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월별 에너지 공급
을 정리한 것이다. 여름에 열 수요가 없기 때문에 시설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바이오매스 보일러를 이용한 냉방 공급도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비용이 높기 때
문에 사전에 수요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유럽에서도 여름에
는 보일러를 정지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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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화천군 산림바이오매스센터의 월별 에너지 공급

주: 월별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조민재(2019: 10)를 기초로 정리함.

화천군 산림바이오매스센터는 가까운 국유림과 계약하여 벌채한 나무를 연료
로 사용한다. 대략 4.4ha 벌채하면 3개월 정도 사용하는 연료를 얻을 수 있으며 부
족분은 다른 지역에서 구입하기도 한다. 안정적으로 연료를 조달하려면 10ha의
벌채면적이 필요하지만 인건비가 많이 소요된다. 벌채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산림
과학원에서 지원받는다.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바이오매스 연료를 확보하는 것
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림 3-2> 화천군 산림바이오매스센터의 보일러와 연료

자료: 저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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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봉화 산림탄소순환마을
2012년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으로 봉화군 춘양면 서벽1리와 2리에 각각
조성하였다. 목재펠릿 보일러 2기(300kW, 600kW)를 도입하였는데, 배관을 각각
0.5km 설치하여 104가구(마을가구의 53%) 참여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불과 4개
월 가동 이후 큰 폭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운영을 중단하였다. <표 3-5>는 4개월의
운영 수지이다.
<표 3-5> 봉화군 산림바이오매스센터 운영 수지
단위: 천 원
수입
구분

난방비

태양광

지출
합계

연료비

전기요금

인건비

유지보수

합계

수익

2015.12

8,698

49

8,747 19,840

3,079

1,600

-

24,519

-15,772

2015. 1

7,072

46

7,118 17,856

3,440

1,600

9,290

32,186

-25,068

2015. 2

5,859

49

5,908 11,368

2,781

1,600

-

15,749

-9,841

2015. 3

2,617

48

2,665

2,311

1,600

-

12,002

-9,337

84,456

-60,018

계

8,091

24,438

주: 봉화군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일부, 수리비를 지원하고 인건비를 별도 예산으로 지원함.
자료: 유선화(2020).

문제점으로서 잦은 고장, 온도 낮음, 난방비 과다, 추진과정의 불신이 지적된다.
무엇보다 운영의 경제성이 없음을 알 수 있는데, 난방비 수입이 연료비용에도 턱
없이 미치지 못한다. 목재펠릿은 농산촌 집단 에너지 시설에서 사용하기에 너무
비싼 연료임을 보여준다.

2.3.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은 2017년 73억 원(국가 50%, 도 15%, 군 35%)을 투입
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전시·홍보·체험관을 신축하였다. 여기에 목재칩 보일러를
설치하고 41개 객실에 난방과 온수를 공급한다. 보일러 용량은 400kw이며,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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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경유 보일러(300kW)를 갖추었다. 보일러 설치 비용은 4억 원 정도이며 배
관에 많은 비용을 사용하였다. 보일러는 독일산 제품으로 24시간 가동하며 본사
에서 모니터링한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연락이 오
지만 A/S 비용이 비싸다. 유지·보수 비용은 군비에서 지원한다.
<표 3-6> 고산휴양림 목재칩 보일러 사양
주요설비 및 용량

구분

자연휴양림

문화공원

설비

용량

목재칩보일러 1대

400kw

예비(경유)보일러 1대

300kw

축열조 3대

15㎥

열교환기 6대

235,000kcal/h

목재칩보일러 2대

200kw 2대

축열조 2대

6.3㎥

열교환기 1대

280,000kcal/h
계

사용처

목재칩 연료량

열배관

1.2톤/일
(동절기 2.4톤,
하절기 0.7톤)

1.3km

객실

0.2톤/일
(동절기 0.2톤)

0.2km

유리온실
(2동)

1.4톤/일
(연간 500톤)

1.5km

자료: 고산자연휴양림.

목재칩 연료 소비량은 동절기 2.4톤/일, 하절기 0.7톤/일이다. 2017~18년에 연
간 500톤가량(톤당 15만~17만 원 수준)의 목재칩을 구입하였으나, 품질이 좋지
않아 기계 고장이 잦았다. 2019년부터 산림조합 또는 목상을 통해 통나무를 구입
하고, 직접 파쇄하여 이용한다. 원목 구입량은 1년에 400톤 정도이며, 톤당 9만
5,000원 수준이다. 원목을 파쇄한 다음 함수율을 35% 이하로 건조하여 사용한다.
건축 폐목재나 조경 부산물은 보일러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사용하지 않는다.
보일러 운영의 비용 지출은 연료비, 인건비(계약직 2명), 파쇄 관련 비용이다.
2020년은 COVID 19의 영향으로 휴양림 폐장기간이 길었고 시설 운영의 실적도
없었다.
2020년 완주군 화산면이 산림에너지자립마을로 선정되고 별도의 칩 제조시설
이 들어올 예정이므로 앞으로는 여기에서 칩을 구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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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서천 국립생태원
국립생태원은 2012년 스위스 슈미드사 목재칩 보일러를 설치하고, 국산 펠릿
보일러와 함께 사용하였다. 이 외에도 지열과 태양광을 이용하여 냉난방을 한다.
주로 사용하는 보일러는 목재칩 보일러이며, 3대 가운데 2대를 가동한다. 보일
러 용량은 1,032Mcal/h이며, 대기 오염물질 방지 시설도 설치하였다. 목재펠릿 보
일러는 6~9월 숙소 급탕용으로 사용하고(2대 중 1대만 운영), 목재칩 보일러는 그
외 시기에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보일러 관리를 위하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
문 인력을 1명 두고 있다.
연료용 목재칩은 규격(2~5cm), 함수율(30% 미만) 등 산림청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1년에 약 2,000톤 사용한다. 톤당 단가는 15만~20만 원이며, 가
격을 기준으로 입찰을 통해 구매하는데, 20km 이내 지역 제한을 둔다. 재선충 때
문에 목재 이동이 쉽지 않으므로 수입목(폐목) 파쇄한 것을 사용한다. 저질의 칩을
사용하면 찌꺼기가 많이 나오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많기 때문이다.
에너지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성보다는 국립생태원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에너
지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바이오매스 보일러를 사용한다. 보일러의 경제성을 따
져보면 경유보다는 낮고, 등유 및 벙커유보다는 높다. 또, 바이오매스 보일러를 사
용함으로써 공공기관 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환경부의 정책 변화
로 보일러 가동연수가 끝나면 LNG 보일러로 교체할 계획이다.

2.5. 제주 산방산 탄산온천
산방산 탄산온천은 2018년 12월 개장하였는데, 초기에는 화목보일러를 이용하
다가 현재는 목재칩 보일러(규원테크)를 도입하여 온수를 공급한다. 온수탱크는
65도의 수온을 유지하며, 하루 100~300톤가량의 온수를 공급한다. 1일 목재칩 사
용량은 1~2톤 정도이다. 비상용 예비 보일러로 펠릿 보일러를 두며, 이용객이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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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많아져 수온이 내려가거나 목재칩 보일러를 점검할 경우에만 사용한다.
연료용 목재는 재선충 피해목을 주로 사용하며 1년에 100㎥ 정도 가져온다.16)
매년 10~11월경 시청과 계약하여 무료로 원목을 가져오고, 자체 시설에서 파쇄하
여 목재칩으로 가공한다. 목재가 부족하면 지역의 목재회사에서 폐목들을 구입한
다. 칩 가공에는 집게차, 기사 2명, 유류대, 파쇄기 임대료 등이 소요된다. 칩 가공
비용이 많이 들지만 다른 연료보다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 목재칩 비용은 톤당 12
만~15만 원 정도이다. 목재펠릿은 거의 이용하지 않지만 필요하면 서울의 업체를
통해 구매하며, 가격은 톤당 약 23만 원 정도이다.
보일러가 고장나는 경우는 1년 1회 정도이며 국산 제품이므로 제조업체에서 신
속히 처리해 준다. 보일러에서 안전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환경부의 미
세먼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연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이 문제가 된다. 연
기 배출구에 필터를 부착해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1.5억 원가량 보조하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다.
온천에는 연중 안정된 열 수요가 있고 그에 적합한 용량의 보일러를 설치하였
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 또, 재선충 피해목은 바이오매스 연료로서
품질이 좋고 지자체가 반출·정리해 두고 처분하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 큰 비
용이 들지 않아 유리한 조건이다.
<그림 3-3> 산방산 탄산온천의 보일러와 목재집하장

자료: 저자 촬영.

16) 재선충 피해목 처리 물량의 95%는 열병합 발전소에서 가져가고, 산림조합 3%, 탄산온천 2%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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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열병합 발전소 사례
지역 에너지 이용은 아니지만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이 가장 많은 대
형 열병합 발전소의 운영을 검토하였다. 시설 개요와 비용 자료는 서길영 외
(2012)에서 가져왔다. 사례의 열병합발전소의 전기출력은 3MW, 전기생산 과정
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잉여 증기를 이용한 열 생산은 14.5Gcal/hr이다. 발전소
건설비는 202억 원, 목재칩 선별·저장시설 건설비는 51억 원이다.

<표 3-7> 시설의 개요
구분

단위

사양

구분

단위

사양

전기 용량

MW

3.0

가동률

%

60.0

열 용량

Gcal/h

14.5

목재칩 시설면적

㎡

15,000

전기/열 효율

%

13.2/ 74.2

운전기간

년

소내 소비율(전기)

%

20.0

발전소 투자비

백만 원

20,189

20

소내 소비율(열)

%

4.0

저장시설 투자비

백만 원

5,082

자료: 서길영 외(2012: 22-24).

이를 이용하여 연료 가격을 조정하면서 열병합 발전의 운영 수지를 정리하였다
<표 3-8>. 다소 무리한 가정이지만17) 이를 기초로 투자의 수익성 분석을 시도하였
는데 IRR은 7.0%로 산출되고 NPV는 양(+)이었다. 여기에서도 연료 목재칩의 가
격은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목재칩 가격을 12만 원으로 올리면 NPV
는 음(-)으로 바뀌고 IRR도 낮아진다. 에너지경제연구원(2007)과 서길영 외
(2012)는 목재칩 가격 6만 원 정도에서 발전소 운영의 경제성을 상실한다고 지적
한 바 있다. 발전소에서 낮은 가격으로 목재칩을 확보하려면 재선충피해목 등에
서 무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지속가능한 방법이라 할 수 없다.

17) 투자비 조달 방법에 따라 수익성 결과가 크게 달라짐. 투자비를 차입하고 상환을 뒤로 미룰수록 수
익성을 개선할 수 있음. 여기에서는 전액을 초기에 투자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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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목재칩 열병합발전소 운영의 수지 분석
수입
열

전기

REC

지출

판매량(Gcal)

73,164 목재칩 구입 사용량(톤)

판매단가(원/Gcal)

84,690

판매량(MW)

12,614 재 처리비용 (천 원)

발열량 2,666kcal/kg

단가(원/톤)

38,526
100,000

9,331원/톤

35,949

단가(원/kW)

129.0 감가상각비

(천 원)

잔존가치 없음

단가(원/kW)

40.0 유지보수비

(천 원)

투자비 1.0%

252,710

보험료

(천 원)

투자비 0.23%

58,123

인건비 6인

(천 원)

6,500만 원/인

390,000

법인세

(천 원)

20%

595,930

비용 합계(천 원)

6,448,910

가중치 2.0

수입액 합계(천 원)

8,832,628

1,263,550

자료: 서길영 외(2012)를 기초로 다시 정리함. 열·전기 판매가격은 2020년 기준을 적용함.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열 판매 70.2%, 전기 판매 18.4%, REC 판매
11.4%이다. 열병합 발전에서도 발전만으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열 판매
처 확보가 중요하다.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지만 열 수요처는 스스로 개척해
야 한다. 수입의 대부분을 전기보다 열 판매에 의존하므로 열의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지에 따라서 열 판매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산
업공단 등 대량의 열 소비처가 근처에 입지해야 한다. 가구 공급만으로는 사계절
공급이 어려우므로 가동률을 더욱 저하시킬 것이다.
이 사례에서 대형 열병합 발전소의 목재칩 소비량은 연간 약 4만 톤에 이른다. 이
정도의 목재칩을 공급하려면 매우 많은 산림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집
해야 한다. 환경문제 등으로 대면적 벌채가 어려운 우리나라에서 용이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낮은 가격에 지속적으로 대량의 목재를 공급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
다. 이 때문에 미이용 바이오매스 공급업자는 REC를 더 올려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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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과 개선과제
3.1. 문제점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 사례를 에너지 소비 시설, 연료 확보방법, 연료
재 종류, 관리인원, 효과, 특이사항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비교하였다<표 3-9>. 국
립생태원과 고산 자연휴양림은 자체 시설의 난방에 목재칩을 사용하는데, 공공기
관이기 때문에 비용 절감의 효과보다 홍보 효과를 기대하는 바가 크다. 화천군의
사례는 산림탄소순환마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지만 수입과 지출의 관계를 적
절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수요보다 큰 시설을 도입하여 높은 고정비용이 발생하
는 문제가 있었다. 제주 산방산 온천은 자체 온수 공급에 필요한 보일러 규모를 선
택하여 가동률이 높고 재선충 피해목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의 품질과 비
용에서도 유리하다.

<표 3-9>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 비교
구분

화천군

국립생태원

제주
산방산 온천

고산
자연휴양림

에너지 소비
시설

가구

객실, 온실

온천

객실, 온실

연료 확보
방법

국유림 계약 벌채목

수입목(폐목)

재선충 피해목
(무료 이용)

산림조합 또는 목상

연료재

목재칩
(직접파쇄)

목재칩
+펠릿

목재칩
(직접파쇄)

목재칩
(직접파쇄)

관리자

상근인원 1명

보일러 전문 1명

파쇄기 2명
관리자 1명

상근계약직 2명

비용절감
기여도

미미

미미

매우 큼

보통

특이사항

규격화되지 않은 부산물 탄소배출 관련 환경적 안정적 수요처 확보로 우드칩 이외에도 폐
도 이용 가능하나, 현재 측면에서 목재칩 보일러 연중 가동. 재선충 피해 목재나 부산물 사용
가동률 낮음
이용 강조
목 이용으로 연료재 비 검토
용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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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의 사례에서 문제점을 정리해 보자.
첫째, 열 수요 측면이다. 국립생태원과 제주 산방산 온천은 연중 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고산 자연휴양림과 화천군의 사례는 열 수요
에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화천군은 가구
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변동성이 크고 유가가 낮아질 때 쉽게 이탈하는 경향을 보
였다. 참여자가 줄어들면 고정비용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비싸지고 다시 참여자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 에너지 시설을 운영하는 데 어느 정도 안정된 수요를 확
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본의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의 수요를 우선 고려한다.
둘째, 연료 비용의 측면이다. 모든 사례에서 목재칩을 주 연료로 사용하고 목재
펠릿은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연료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제주 산방
산 온천은 재선충 피해목을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연료 비용에서 유리하다. 재
선충 피해목은 연료로서 품질이 좋지만 권역 밖 이동은 곤란하다. 고산 자연휴양
림과 국립생태원은 양질의 목재칩을 연료로 사용하므로 연료 비용이 싸지 않지만
예산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양질의 목재칩이 아니면 보일러가 고장나기
쉽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화천군 산림바이오매스센터의 경우 목재칩을 구입하
여 조달하기에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국유림에서 계약 벌채하거나 저급 목재칩
을 연료로 사용한다. 연료 비용을 낮추기 위해 직접 벌채에 참여하는 것이다. 저급
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비용을 낮추는 방법이지만 그에 적합한 보일러 선택이
중요하다. 관리 부담이 많고 고장이 잦을 수 있으므로 AS가 용이해야 한다.
셋째, 관리의 측면이다.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시설의 운영을 지역주민에 완
전히 맡기기에는 무리가 있다. 시설 운영의 수익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주
민 참여의 동기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운영비 등을 보조하지만 수요처
개발 등에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 지자체가 산림사업의 계획과 실행을 주도하
므로 바이오매스 연료 공급에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에너지 시설 운
영에 지자체가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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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선과제
산림탄소순환마을의 사례를 살펴보면 안정된 수요 확보와 연료 비용의 경제성
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정책 기조의 요구에 따
라 비싼 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한 것이 시설 가동을 어렵게 한 요인이다. 산림 바
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의 긍정적 요소를 살리고 에너지 시설을 지속적으로 가동하
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안정적인 수요 확보의 노력이다. 에너지 시설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가
장 중요한 요소는 가동률이다. 화천의 사례는 가구만 에너지 공급 대상으로 하였
기 때문에 유가(油價)가 낮아질 때 이탈 가구가 생기고 시설 가동을 어렵게 하였
다. 고령 인구가 많은 농산촌에서 가구만으로 안정된 수요를 확보하기에 충분하
지 않다. 안정된 수요 확보를 위해 지자체 공공건물, 학교, 지역 복지시설 등을 수
요처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산물 건조시설 등 다양한 열 수요처를 개척
해야 한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여름과 겨울 난방 수요가 다르므로 여
름철 가동을 중단하게 되는데, 이것도 에너지 시설 가동의 장애 요인이다. 목욕 시
설 등 여름 열 수요도 개척해야 한다. 에너지 시설의 입지 선정에서도 수요가 밀집
한 곳으로 해야 한다.
둘째, 연료비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 목재펠릿보다 목재칩 이용이 바람직하다.
목재펠릿은 소규모의 농산촌 에너지 시설에서 이용하기에 너무 비싸다. 또 권외
에서 구입하면 운송비 때문에 가격이 높아진다. 지역의 산림자원을 최대한 이용
하고 가공비용을 낮추어 연료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함수율을 낮추어 연료 품질
을 높이는 데도 비용이 소요되는데, 자연건조 방법도 있다. 임지잔재 수집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숲가꾸기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또는 주민과 연계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산림소유자가 직접 벌채하여 반출한다면 유통과정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는 지역 사회와 연계가 필요하다.
셋째, 저급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를 도입해야 한다. 연료의 품질에 따라
발열량이 달라지고 재(灰) 발생량, 장치의 고장 빈도가 달라진다. 그렇다고 고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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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목재펠릿, 고급 목재칩)를 사용하면 연료가격이 비싸고 에너지 시설의 경제
성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숲가꾸기 산물 등 미이용재와 임목 부산물을 사용한
다는 점에서 나뭇가지, 수피 등 저급재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보일러를 선택해
야 한다.
넷째,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해야 한다. 열병합 발전이라면 재생에너지 전기의
REC 판매도 있고, 탄소배출권 거래도 추가 수입을 올리는 요소이다. 이러한 요소
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이용하여 지역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건조한다면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였음을 마케팅 요소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섯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산림
바이오매스의 이용은 열 공급에서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지원해야 하는데,
가격을 지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원 발전을 촉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과 같은 형태의 지원을 재생에너지원 열 공급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에너지 시설의 경제성을 개선하여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
용을 확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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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외국의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이 장에서는 외국의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지원 정책과 사례를 분석한
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산악지형을 가진 일본과 오스트리아의 사례 그리고 산림
바이오매스의 열 이용이 많은 EU의 관련 지원제도를 정리한다.

1. 일본의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18)
1.1. 바이오매스 이용 지원 정책

1.1.1. 정책의 흐름
일본 정부가 바이오매스 이용의 기본 방침을 처음 정한 것은 2002년 「바이오매
스 일본 종합전략」이다.19) 민간인 자문가 그룹의 의견에 따라 내각부, 농림수산
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국토교통성, 문부과학성의 협의로 만들어졌다. 바이오매
스 관련 사업이 214개에 달하며, 2003~2008년에 1,374억 엔 이상을 투입하였다.
18) 권수현 박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함.
19) 農林水産省 バイオマス・ニッポン総合戦略(https://www.maff.go.jp/j/biomass/pdf/h18_
senryaku. pdf, 검색일: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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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목표는 2010년까지 폐기물계 바이오매스 80% 이상, 미이용 바이오매스
25% 이상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2006년 전국 300개 바이오매스 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
2009년 「바이오매스 활용추진 기본법」을 제정하는데, 지구온난화 방지, 순환
형 사회 형성, 산업 발전, 국제경쟁력 강화, 농산어촌 활성화, 종류별 특성에 따른
최대 이용, 에너지 공급원 다양화, 지역의 주체적 활동, 사회 분위기 조성, 식량의
안정 공급 확보, 환경 보전 시책의 종합 추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내각부, 총무
성, 문부과학성, 환경성,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으로 구성한 ‘바이
오매스 활용 추진회의’를 설치하였다.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회의는 2012년 「바이오매스 사업화 전략」에서 7가지 세
부 전략을 제시하는데, 기본전략, 기술전략(기술개발과 제조), 출구전략(수요 창
출과 확대), 입구전략(원료조달), 개별 중점전략, 종합지원전략, 해외전략으로 구
성된다. 개별 중점전략에서 목질 바이오매스를 다루는데, 미이용 바이오매스의
이용 확대를 위해 산림시업의 집약화, 노망 정비와 반출 간벌의 일체적 추진, 고성
능 임업기계 도입 등으로 수집·운반 시스템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목질 전소발전
소와 석탄화력발전소의 혼소 이용의 중점 추진을 담았다.
2016년 9월 「바이오매스 활용추진 기본계획」을 결정하는데, 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시책의 기본 방침, 목표, 기술개발 사항을 포함한다. 바이오매스 산업의 시장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고정가격매수제도를 활용한 전기판매 부문만 확대되었다
고 평가하여, 매전 이외 부문에서 경제성 확보와 지역 중심의 사업모델 확립을 과
제로 내세웠다. 2025년 목표로서 약 2,600탄소 톤의 바이오매스 이용, 600여 기초
지자체에서 바이오매스 활용추진계획 수립, 약 5천억 엔 시장의 새로운 산업 창출
을 내세운다. 특히 임지잔재 발생량에서 약 9%가 열 이용 등으로 쓰이는데, 에너
지와 물질 이용을 확대하고 시업집약화와 노망정비를 추진하여 30% 이상으로 올
리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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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부처별 바이오매스 이용 지원 정책
총무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은 각 성격에
맞는 바이오매스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2020년 산림 바이오매스 관련 시책을 계
획, 조사설계, 실증시험, 시설정비, 활동지원, 연구개발로 분류하였다<부록 2>.
특히 농림수산성은 바이오매스 정책 추진에서 중심 역할을 하며 가장 많은 시
책을 운영한다. 또, 임야청은 임업성장 산업화 종합대책으로서 목질 바이오매스
시설 정비를 지원한다. 이는 지방공공단체와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산림
자원을 열 이용 또는 열전병합으로 활용하는 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
적으로 미이용 간벌재 활용 기기 정비, 목질 바이오매스 공급시설 정비, 목질 바이
오매스 에너지 이용설비 정비 등을 지원한다.

1.1.3. 세제혜택
바이오매스 관련 사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매스 연료,
바이오매스 생산, 설비, 투자와 관련하여 법인과 개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4-1>과 같다.
<표 4-1> 산림 바이오매스 관련 세제 혜택
시책
감면액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고도화 투자촉진 법인이 목질바이오매스 발전과 설비, 열공급 장치를 취득, 제작, 건설
세(재생에너지 부분)
하고 1년 이내에 사업용으로 제공한 경우 보통 감가상각액에 더하여
목질바이오매스 발전 설비·목질바이오매 취득가격의 14%를 한도로 특별 감가상각함.
스 열공급장치에 관한 특례
바이오연료 제조설비의 고정자산세 과세 표준을 3년간 일정 비율로
「농림어업 바이오 연료법」에 의한 고정자
경감(메탄가스, 목탄·목질 바이오가스: 1/2, 목재펠릿, BDF, 에탄
산세 경감
올: 2/3)
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의 고정 자산세 경감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의 고정자산세 과세 표준을 3년간 일정 비율로
경감(1만kW 미만: 1/2, 1만~2만kW: 2/3)
바이오 에탄올 혼합휘발유에 관한 과세표 혼합 바이오 에탄올의 휘발유세(53.8엔/L) 감면
준 특례
자료: 農林水産省[웹사이트](https://www.maff.go.jp/j/aid/zeisei/bio/, 검색일: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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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재정 투융자 제도
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업은 초기 비용이 높으므로 출자나 융자 형태로 사업자를
지원한다. 출자의 형태로 지역 저탄소 투자촉진 펀드(그린펀드), 농림어업 성장산
업화 펀드, 융자의 형태인 농림어업 시설자금이 있다<표 4-2>.
<표 4-2> 바이오매스 관련 투융자 제도
시책

투융자 조건


지역저탄소 투자촉진 펀드(그린펀드)
(출자)

대상 사업과 관련된 출자액의 1/2 미만을 출자
【대상 사업의 요건】
 CO₂배출량이 억제·삭감되는 것.
 지역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
 장기적으로 채산성이 있을 것.
 대상 사업만을 목적으로 할 것.
 스스로 사업을 수행할 능력, 의지, 체계가 있을 것.




농림어업 성장산업화 펀드
(출자)

농림어업 시설자금
(바이오매스 이용시설)
일본정책금융공고(융자)

출자기간 최장 15년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정비, 운전자금과 같은 다양한 자금에 대응
자기자본의 충실화를 통해 민간융자의 활용 가능
출자 요건:
① 농림어업사업자를 주요 출자자로 하여 2차·3차 산업의 사업자(파트
너 기업)가 자본에 참여하는 합작사업체일 것(2017년 5월부터 농림
어업법인도 수익 확보가 인정되는 경우 출자 대상)
※ 합작사업체는 농림어업사업자의 주체성이 확보되어 있을 것
② 「6차 산업화·지산지소법」에 따라 종합사업계획의 인정과 함께 펀드
자금을 이용한 사업계획·자금계획의 심사가 필요.





자금용도: 농림어업 사업자의 바이오매스 이용시설의 개량·조성·
복구·취득
대출이율: 0.10%(농림어업금리 D-3) (2020.3.18. 현재)
대출한도액 : 부담액의 80%,
상환기간: 20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자료 : 農林水産省[웹사이트](https://www.maff.go.jp/j/shokusan/biomass/pdf/doc_biomss_201611.
pdf, 검색일: 2020. 9. 7.).

1.1.5.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FIT법)
「전기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전기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년)」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재생에너지에서 발전한 전기를 일정 기간과 정해진 가격에 매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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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도이다. 초기에 재생에너지 도입량이 증가하지만, 국민의 부담 증대, 미이행
발생, 지역 갈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2017년 개정하였다. ‘설비인증’에서 ‘사업계
획승인’으로 변경하여 사업자가 시설 유지·보수를 해야 하고, 미이행 태양광 사업
자에는 매입기간을 단축하였다.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에서 발전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발
전 전기는 전량 매입하지만, 주택용 태양광(10kW 미만)과 빌딩 및 공장용 태양광
(10~50kW)의 경우는 이용 후 잉여분을 매입대상으로 한다.
전력회사는 매월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발전촉진부과금’으로 비용을 가산한
다. 부과금 단가는 전국 일률이다. 연간 도입량을 추정하여 매년 경제산업장관이
매입가격을 정하고, 추정치와 실제 가격의 차이는 다음 해에 조정한다<표 4-3>.
<표 4-3> 바이오매스 발전의 매입가(세후)
가격(1kW당)

종류

2017년

매탄 발효가스
간벌재 유래
목질 바이오매스
일반 목재 바이오매스

2018년

2019년

매입기간

39엔+세금
2,000 kW 이상

32엔+세금

2,000 kW 미만

40엔+세금

2,000 kW 이상

21엔+세금

2,000 kW 미만

24엔+세금

건설 폐기물

13엔+세금

일반 폐기물, 기타 바이오매스

17엔+세금

20년

자료: 農林水産省 バイオマスの活用をめぐる状況[웹사이트](https://www.maff.go.jp/j/shokusan/biomass/
pdf/doc_biomss_201611.pdf, 검색일: 2020. 9. 7.).

1.2.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1.2.1. 미이용재 이용
2016년 임야청 『삼림·임업기본계획(변경)』은 2025년 연료재 이용목표를 800
만 ㎥로 예상하는데, 발전시설에서 간벌재·임지잔재의 이용, 열병합 발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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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추진한다. 제재 잔재는 대부분 제지 원료, 발전 연료, 자체 보일러 연료 등으
로 이용되고, 건설폐기물은 재이용이 의무화되어 보드류 제조 원료, 발전용 연료
등으로 쓰인다. 간벌재·임지잔재는 발생량에 비해 이용이 낮으므로 이용의 잠재
력이 크다. 2017년 임지잔재 발생량은 990톤, 이용량은 240톤으로 이용률은 약
24%이다. 2010년 이용률 2.7%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늘어나면서 목재칩과 목재펠릿의 형태로 간벌재·임지잔
재의 이용이 증가하였다. 2018년 연료재 소비량은 전년보다 16% 증가한 902만 ㎥
이며, 국내생산 624만 ㎥(전년 대비 5% 증가) , 수입 277만 ㎥(전년 대비 57% 증
가)이다. 국산 연료용 칩의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며, 수입산 연료용 칩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4-1>.
<그림 4-1> 연료재의 소비량 추이

자료: 林野庁 木材需給表.

에너지로 사용하는 바이오매스 연료의 이용량은 매년 증가한다<그림 4-2>. 가
장 많이 쓰이는 연료는 목재칩이며 2018년 930만 톤을 이용하였다. 칩 이용 발전
소가 증가하면서 이용량도 함께 증가하였다. 또, 목재펠릿 73만 톤, 장작 5만 톤,
목분 37만 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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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발전사업소의 산림 바이오매스 종류별 이용량

자료: 林野庁 木質バイオマスエネルギー利用動向調査 (2020).

목재펠릿의 생산량은 증가하는데, 2018년 생산량은 13.1만 톤, 공장 수는 154
개이다. 2018년 목재펠릿 수입은 전년보다 109% 늘어난 106만 톤이다(林野庁
2020: 191).

1.2.2.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
임야청은 ‘재생에너지의 고정가격 매취제도’에 따라 2012년 ‘발전용 목질 바이
오매스 증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바이오매스가 간벌재 유래이거나 또는 일반
목질 바이오매스인 것을 증명하도록 하였다. 공급자 단체는 산림 바이오매스의
분별 관리와 서류관리 방침에 관한 ‘자주행동규범’을 작성하고 적절한 조치를 심
사에서 인정하도록 하였다.
FIT 제도를 도입하면서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이 새롭게 갖추어졌다. 주로 간벌재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발전시설로서 2019년 6월 말 출력 2,000kW 이상 42개소, 출력
2,000kW 미만 32개소가 가동하며 합계 발전용량은 390,062kW이다. 이 발전량은
일반가정 86만 가구의 전력사용량에 해당한다. 또, 전국에서 45개 발전소의 신설
계획이 인정받았다(林野庁 2020: 19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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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산림 바이오매스 열 이용
임야청은 열 이용·열병합 발전을 보급하기 위해 2017년 「목질 바이오매스 열 이
용·열전병합사례집」을 정리하고 각지의 실시체제와 연료, 열 이용 시설, 수지 등
의 정보를 소개한다. 사례집에서 홋카이도 시모카와정(下川町)의 사례는 <표
4-4>와 같은데, 공공시설 중심으로 열 공급망을 구축하였다. 화석연료 사용과 비
교하여 연간 약 1,900만 엔의 연료비용을 절감하며 약 3,000tCO2의 배출을 감축하
였다. 비용 절감액의 절반은 보일러 갱신비용으로 적립하고 절반은 보육사업에
지출한다고 한다.
<표 4-4> 시모카와정 바이오매스 보일러 시설 현황
시설장소

연도

출력
(kW)

도입비용
(만 엔)

연료소비량
(톤)

연료구입비
(만 엔)

고미온천

’04

180

7,245

유아센터

’05

100

5,495

40

50

토마토육묘시설

’08

581

6,748

260

324

청사주변 지역열공급시설

’09

1,200

24,256

620

773

환경공생형 모델주택(펠릿)

’09

15

1,017

2

2

고령자복합시설

’10

450

15,230

690

860

공영주택(펠릿)

’10

80

1,785

15

19

이치노하시 지구 지역열공급시설

’12

550×2

28,777

910

1,135

초등학교·병원 지역열공급시설

’13

700

27,602

500

624

중학교

’14

240

합계

340

424

24,091

180

224

142,246

3,557

4,436

자료: 林野庁 木材利用課(2017: 36).

공공시설과 일반가정에서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하는 보일러와 스토브 도입이
진행되어, 2018년 전국에 2,064대 보급되었다. 농업용 410기, 제재업·목제품제조
업 287대, 공중목욕탕 168대이다. 펠릿 보일러 964대, 칩 보일러 797대, 장작 보일
러 166대이다(林野庁 2020: 192).
목질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2018)는 목질 바이오매스 열 이용이 충분히 발달
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보일러 초기 도입비용이 높고, 기술적 문제(연료의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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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과 형상)로 가동에서 문제가 많이 나타난다. 대형 보일러는 전문 엔지니어링이
나 시공기술이 필요하지만, 소형 보일러는 지역 건축사업자나 설비 공사자가 관
리할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분산형 열공급시설 보급이 효율적으로 판단한다.

1.2.4. 지역 내 에코시스템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은 산림자원을 물질과 에너지로서 지역에서 지속 활
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 내 에코시스템’ 구축을 검토하여 2017년 보고서를 정
리하였다.20) 보고서는 시스템의 방향으로서 ① 지산지소형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성립하는 규모인 집락을 주된 대상으로 할 것, ② 지역관계자의 협력 체제를 구축
할 것, ③ 저가공 연료의 활용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 내 이익환원을 최대한 확
보할 것, ④ 계통에 접속하지 않는 소전력 공급시스템을 개발하고 행정 중심의 열
이용으로 안정된 수요처를 확보할 것 등을 정리하였다. 농림수산성은 전국 21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성과와 과제를 검증한다(林野庁 2020a: 193).

1.3. 이용 사례
1.3.1. 이와테현 시와정 사례 (열 이용, 칩)21)
이와테현 시와정(紫波町)은 인구 33,190명(2020.7월 말), 12,433가구가 거주하
며, 면적 238.98㎢에서 산림이 약 57.8%를 차지한다. 인공림 대부분은 간벌해야
할 시기이다.
지자체는 임업진흥의 일환으로, 지자체 청사와 도서관 등 공공시설 신축에 지
역산 목재를 이용하였다. 2003년부터 지역산 목재로 건축한 일반주택에 고정자산
20) 木質バイオマスの利用推進に向けた共同研究会(2007).
21) 紫波町 홈페이지, 紫波町 산림정비계획서, 紫波町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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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감면하고, 2006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2010년부터 조림을 실시한 산
림소유자나 간벌재를 반출한 마을주민에게 지역화폐 ‘시와에코bee쿠폰’을 교부
한다. 또, 재선충 피해목을 벌채하여 목재칩을 제조하는 등 자원의 유효 활용, 임
업 활성화,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
시와정은 산림자원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에코3센터
에 2002년 간벌재 탄화시설, 2004년 목재펠릿 제조시설을 정비하고 간벌재, 제재
단재로 펠릿, 숯, 목탄을 제조하였다. 산림조합은 제재잔재와 재선충 피해목을 에
코3센터에 공급하여 목재펠릿을 생산하고 펠릿 스토브와 보일러를 이용하는 학
교와 공공시설에 공급한다. 일부 농가는 비닐하우스 난방에 펠릿을 이용한다.
<그림 4-3>은 시와정의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의 전체 흐름을 보여준다. 산림조
합과 임엄관련업체가 벌채하여 농림공사로 운반하며, 경제 가치가 없는 간벌재는
주로 간벌재 운반단이 반출한다. 농림공사는 상품성 있는 목재를 시장으로 출하
하고 저급재는 칩으로 가공한다. 목재칩은 에너지 스테이션 혹은 에코3센터에 펠
릿 가공용으로 공급한다. 에너지 스테이션은 오가르 지구의 지자체 청사, 상업동,
주택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그림 4-3> 시와정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자료: 紫波ネット 2013년 1월호(http://shiwa.saksak.jp/pdf/1301/201301-P09.pdf, 검색일: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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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정은 5년마다 10년간의 산림정비계획을 작성하며 벌채, 조림, 간벌, 위탁
산림시업, 산림경영, 병해충예방의 세부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기초로 산림자원
의 활용과 재생 시책을 추진한다. 목조건물 장려,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에코bee
쿠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산림정비와 미이용 자원의 이용을 촉진한다.
간벌재나 재선충 피해목은 운송비, 판매가의 채산성이 맞지 않아 임지에 방치
하였다. 미이용 목재를 반출하는 봉사단체를 간벌재 운반단이라 하는데, 주민 누
구나 참가할 수 있다. 반출된 미이용 목재는 제재소에서 톤당 1,000엔에 매입하고
지자체는 「순환형 에코프로젝트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톤당 5,000엔의 ‘에코bee
쿠폰’을 지급한다. 운반단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1인당 1일 반출량은 약 1톤이며,
제재소 매입 1,000엔, 에코bee쿠폰 5,000엔, 합계 6,000엔가량을 지급받는다.
농림공사는 연료용 목재칩을 생산한다. 2014년부터 원목 조달, 칩 제조, 운반
등 지자체 위탁사업을 실시한다. 목재칩을 에너지 스테이션과 온천관에 공급하
고, 에너지 스테이션은 오가르 타운의 지자체 사무소, 숙박시설, 보육원, 주택단지
에 냉방·난방을 공급한다<그림 4-4>. 지자체 위탁사업 이외에도 이와테현 임업기
술센터에 목재칩을 판매한다.
<그림 4-4> 목재칩 연료의 이용

자료: 농림공사 내부자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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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는 시설별 목재칩 이용량이다. 2019년 에너지 스테이션이 약 843톤을
사용하였고 전체의 76%를 차지한다. 온천시설은 동절기에만 이용한다. 2020년
오가르 지역 시설이 모두 완공되어 연료 이용량은 안정적이다. 다른 공공시설도
목재칩 보일러 도입을 검토한다.
<표 4-5> 시설별 연간 목재칩 공급량
구분

시설명

2017

2018

2019

에너지스테이션

767.0톤

875.56톤

842.52톤

라프랑스온천관

150.0톤

150.0톤

142.0톤

이와테임업기술센터

74.1톤

89.25톤

130.0톤

991.1톤

1,114.8톤

1,114.5톤

지자체 위탁사업
위탁외

합계
자료: 농림공사 내부자료.

목재칩 제조에 사용하는 원목은 간벌재 운반단이 반출한 간벌재나 재선충 피해
목, 원목생산업자, 주택 정원이나 시설에서 나온 처리목, 현(県)내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이다. 2019년 원목 조달량을 보면 원목생산업자에 의한 조달이 1,000톤으
로 가장 많고, 지역 내 처리목 200톤, 간벌재 운반단 170톤이었다.
<그림 4-5> 에너지 스테이션 목재칩 보일러 설비

주: 500kW 보일러 1대, 흡수식 냉동기 404kW 1대, 115USRT, 축열탱크는 10t 2대. 수분함량이 높아도 연소
가능함. 총사업비: 5억 엔(1/3은 환경성 지역의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한 자립 분산형 지역만들기 모델사
업 보조, 나머지는 융자). 목재칩 사용량 1,100톤(’18), 2014년 3월 착공(열공급 개시 2014년 7월).
자료: 직접 촬영, 그린에너지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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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은 삼나무와 소나무, 낙엽송이 대부분이며, 수분함량이 높은 칩도 이용 가
능하여 농림공사 부지에서 2년 정도 자연건조만으로 칩을 생산한다. 수분함량이
높은 원목으로 칩을 생산할 경우 재선충 피해목 등 건조목과 섞어 제조한다. 칩 제
조시설의 생산량은 50~120㎥/일이며, 봄~가을은 8~10일에 한번씩 3~4시간/일,
겨울은 3~4일에 한번씩 3~5시간/일 작업한다. 목재칩 최대재고량은 350㎥이다.
지자체 소유 장비를 농림공사가 대여해서 사용한다.
에너지 자립을 통한 지역경제 순환을 목표로 오가르 지구의 공공시설에 냉난
방·온수를 공급하는 에너지 스테이션을 구축하였다. 민간회사 시와정그린에너지
(주)가 지자체 토지를 임대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지역 보일러회사가
제작한 온수 보일러, 미국산 흡수식 냉동기(온수의 열을 공급받아 냉수 생산), 버
퍼탱크, 가스보일러(비상용), 연료용 사일로를 설치하였다. 각 시설에서 항상 열
과 온수를 이용할 수 있다. 민간기업이 복합 수요에 산림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열을 공급하는 것은 일본 최초의 사례이다.

<그림 4-6> 시와정 오가르 타운

자료: 「SUUMOジャーナル」 2017. 5. 31.(https://suumo.jp/journal/2017/05/31/134316/, 검색일: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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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군마현 우에노무라 사례 (열 이용, 펠릿, 열전병합)22)
군마현 우에노무라(上野村)는 인구 1,147명, 571가구(2020년 8월)가 거주하는
데, 산악지대가 많고 도로정비가 비교적 낙후된 지역이다. 농림업이 주된 산업이
나 대부분 건설업에 종사하며 겸업농가가 많다. 면적 18,185ha에서 산림은 95.4%
이고, 활엽수림이 10,897ha(63%)이다. 목탄업, 곤약 생산, 버섯재배, 목공예 등 임
업이 발달했으나, 목재가격 하락과 후계자 부족의 문제로 지역 경제도 어려움에
처하였다.
지자체는 임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비전으로 하여 「우에노무라 신에너지비
전 (2007)」을 발표하고 숲가꾸기를 시작하였다. 간벌재 반출을 위해 산림조합과
임업사업체를 연계하여 바이오매스 생산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가속화기금
을 이용해 고성능 임업기기를 구입하여 반출 간벌에 사용할 때 무상으로 임대하
며, 작업 효율을 위해 GIS를 도입하였다. 2008년 200㎥에 불과했던 원목생산량이
2012년 4,000㎥, 2016년 6,000㎥로 증가하면서 임업 고용도 증가하고 원목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품질 목재를 펠릿으로 제조하는 환경을 갖추었다.
<그림 4-7> 우에노무라 펠릿공장 전경

자료: 우에노무라 내부자료.

22) 上野村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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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우에노무라의 펠릿 제조과정

① 반출목재 무게측정

② 약 2년 건조(수분함량 40~50%)

③ 1차 파쇄

④ 칩으로 파쇄

⑤ 기계 건조(수분함량 10~15%)

⑥ 공장 내 자동화 관리

⑦ 기계 건조 전의 칩

⑧ 기계 건조 후의 칩

⑨ 펠릿 성형기로 펠릿제조

⑩ 생산된 펠릿

자료: 우에노무라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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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원목은 시장에 출하하거나 산림조합 제재소에 공급한다. 간벌재와 활엽수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목재를 펠릿으로 제조하여 발전에 이용한다. 연료용에는
침엽수가 적합하지만 활엽수를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2011년 3월 목재펠릿 보일러 3기를 도입하고, 펠릿 공장을 건립하였다. 펠릿 제
조에는 미이용 간벌재를 이용한다. 공장의 능력은 0.8톤/시간이며, 연간 250일 가
동하며 제조 규모는 1,600톤/연이다. 사업비는 약 2억 7천만 엔(설계감리 680만
엔, 공사비 2억 6,436만 엔)이며 군마현 임업·목재산업재생 긴급대책사업의 보조
금에서 약 55%를 충당하였다.
산림조합과 원목생산업자가 공급하는 간벌재와 단재를 이용하는데, 간벌재에
2,700엔/톤, 활엽수에 4,000엔/톤의 운반비를 보조한다. 원목을 약 2년 건조시킨
뒤 함수율 40~50%에서 1차 파쇄하고, 함수율 10~15%로 내려갈 때까지 건조하여
2차 파쇄하고 펠릿을 제조한다. 펠릿공장의 건조설비도 펠릿을 이용한다. 발전소
용 펠릿은 품질 안정화를 위해 3차 파쇄 후 제조한다 <그림 4-8>.
<표 4-6> 목재펠릿 제조비용(2016년)
항목
펠릿 생산량(단위생산량 800kg/시간)
가동시간(1일 8시간 가동)
필요 원목량
소비전력
원목비용
인건비
소모품
수선비
차량비
변동비
전기
연료
비품
토지사용료
보험료
간접비(제비용)
합계
펠릿단가
자료: 우에노무라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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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단위
1,369
1,711
2,957
318,121
8,529
12,846
1,451
2,733
530
7,635
3,689
0
235
1,157
629
39,431
28.8

톤/연
h/연
톤/연
kWh/연
천 엔/연
천 엔/연
천 엔/연
천 엔/연
천 엔/연
천 엔/연
천 엔/연
천 엔/연
천 엔/연
천 엔/연
천 엔/연
천 엔/연
엔/kg

<표 4-6>은 목재펠릿 제조비용의 세부내역이다. 2,957톤의 원목으로 연간 1,360
톤의 펠릿을 생산하고, 평균단가는 28.8엔/kg이다. 간벌재 보조금은 비용에 포함
하지 않았다. 펠릿 가격은 일반가정용 42엔/kg, 공공시설 36엔/kg, 발전용 23엔/kg
이다. 펠릿은 사일로에 보관하고 출하요청이 있을 때 출하한다.
2020년 5개의 온천 및 숙박시설에 펠릿 보일러를 설치하였고 공공시설이나 주
택에 77대의 스토브를 설치하였다. <표 4-7>은 주요 시설의 펠릿 사용량이다. 발
전소 사용량이 약 50%를 차지한다.
<표 4-7> 우에노무라 주요 시설의 펠릿 사용량(2017년)
시설종류

시설명

온천숙박

야마비코쇼

220,678

숙박시설

빌라 세세라기

63,749

4.69

온천

시오지노유

160,322

11.80

이키이키센터

126,284

9.30

이코이노사토

18,230

1.34

농장

딸기 하우스

8,430

0.62

공영주택

독신자 주택

1,670

0.12

복지시설

이용량(kg)

비율(%)
16.25

발전시설

발전

686,692

50.56

공공시설, 가정용

스토브용

54,220

3.99

기타

기타

17,959

1.33

합계

1,358,234

100

자료: 우에노무라 내부자료.

시오지 온천은 2006년 개장할 때 전기 축열온수기를 사용하였다. 펠릿 보일러
로 교체한 이후 전기요금은 반으로 줄고 광열비가 감소하여 펠릿 보일러 도입 성
공사례로 알려졌다.
공영 주택을 신축할 때 펠릿 보일러를 이용한 중앙난방을 도입한다. 1동 10세대
의 2층 아파트인데, 각 집마다 팬 컨벡터를 설치하여 온풍 난방을 공급한다. 난방
효과도 충분하여 집합주택 난방설비로 도입을 검토한다.
2020년 8월 공공시설, 개인주택, 공영 아파트에서 77대의 펠릿 스토브(2~7kw)
를 설치하였다. 스토브 보급을 위해 신축건물에 적극 도입하고, 설치비의 80%를
지자체에서 보조한다. 펠릿 가격은 10kg당 420엔이며, 등유 1kg과 펠릿 2kg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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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비슷하여 펠릿 가격을 등유보다 조금 저렴하게 정하였다. 초기 예상보다 연
료비는 적고, 난방 효율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가정용 스토브는 동절기 약
300kg의 펠릿을 소비한다. 가정 소비량이 많지는 않지만, 연료를 지역에서 자급하
므로 재해로 인한 에너지 공급중단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다.
목재펠릿의 가스화 발전 사업을 2015년 시작하였다(지자체에서 시설비의 50%
보조). 지역의 펠릿 사용량이 예상치의 절반에 지나지 않아 이용량을 늘리기 위해,
독일제 소형 목재펠릿 CHP 설비(Burkhardt Ｖ3.90)를 도입하였다<그림 4-9>. 목
재펠릿의 불완전 연소로 발생한 가스로 전기와 온수를 만들어 열을 공급하며 온수
난방과 냉각수를 이용해 여름철 냉방으로도 활용한다. 수익 창출이 아니라 에너
지 지산지소를 목표로 하므로 이같은 소규모의 설비가 적당하다.
<그림 4-9> 열전병합 발전시설

자료: 우에노무라.

독일제 발전기는 100% 침엽수 이용을 권장하지만, 활엽수 자원을 이용하기 위
해 활엽수 혼합 펠릿을 생산한다. 초기 5년간 고장이 많았지만, 노하우 축적으로
현재 원만하게 가동한다. 발전기 용량은 180kW로 지역 사용 전력의 약 절반에 이
른다. 현재는 버섯센터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며,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비상 전력
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4-10>은 우에노무라의 열병합 발전장치의 구조이다. ① 공장에서 운반
한 펠릿을 벙커(보관실)에 저장, ② 스크류 컨베이어로 펠릿을 가스화시스템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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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③ 가스화 유닛에서 약 100kg/h으로 가스 생성하고, 동시에 70kW 온수 발
생, ④ 열병합 발전 유닛에서 생성한 가스와 소량의 경유를 혼합하여 디젤엔진 가
동, 엔진에 접속한 발전기에서 180kW의 전기와 200kW의 온수 발생, ⑤ 발생열량
합계(90도 온수)=270kW, ⑥ 발생전력 180kW의 흐름으로 구성된다. 발전기는 본
사에서 원격 관리하며, 일본 대리점도 24시간 모니터링한다. 관리비로 연간 본사
에 100만 엔, 대리점에 200만 엔 지급한다.
<그림 4-10> 열병합 발전장치

자료: 우에노무라 내부자료.

발전설비를 도입하면서 지자체 직영 버섯센터도 민영화하였는데, 산림 바이오
매스 열병합 발전시스템으로 센터에 전기와 열을 공급한다. 도입 당시에 연간 매
출액은 열 공급 1,100만 엔, 전기 공급 2,100만 엔이었다<그림 4-11>.
<그림 4-11> 우에노무라 버섯센터

주: 왼쪽에 보이는 부분이 발전시설임.
자료: 우에노무라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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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의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2.1. 유럽의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현황
2.1.1. 재생에너지 이용 현황
EU의 재생에너지 이용률은 2000년 이후 4% 증가하였으며, 회원국 전체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11%를 차지한다. 재생에너지에는 산림 바이오매스, 수력, 액체
바이오 연료, 풍력, 바이오가스, 도시 및 산업 폐기물, 지열, 태양력 등이 있다.
<그림 4-12> 재생에너지 에너지원별 이용 비율: EU 평균

자료: European Forest Institute(2014)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재생에너지에서 산림 바이오매스의 이용률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특히 발트해
연안국과 동유럽의 이용증가가 두드러진다. 전체 평균으로 산림 바이오매스는 재
생에너지의 약 50%를 차지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에스토니아의 경우 재생에너
지의 95%가 산림 바이오매스로 나타난다. 리투아니아는 재생에너지의 80% 이상
이 산림 바이오매스이다<그림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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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전체 재생에너지에서 산림 바이오매스의 비율
단위: %

자료: European Forest Institute(2014: 19).

2.1.2. 산림 바이오매스 수급 현황
2016년 고체 바이오매스(70%가 산림 바이오매스)에서 얻는 에너지는 EU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7.5%이고, 재생에너지 소비량의 44%이다. 대부분의 바이오매
스는 열 생산에 이용되며, 그 목적으로 이용되는 재생에너지의 78%를 차지한다.
전력 생산에 이용되는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의 10% 정도이다.
2015년 바이오매스 에너지가 가장 많이 쓰인 곳은 주택 부문인데, 전체 바이오
매스 소비의 약 40%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산업(특히 펄프 및 제지생산업) 부
문(31%), 대규모 발전 및 열병합 발전 시설(29%)이다.
2016년 회원국별 바이오매스 소비량을 살펴보면 독일,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의 소비량이 높다. 총에너지원에서 바이오매스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에
스토니아, 라트비아, 핀란드, 스웨덴 등이다. 이들 국가에서 전력과 열 생산의
30% 이상이 바이오매스에서 유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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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율과 바이오매스 이용 비율(2016년)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율(%)
국가

2016년

2020년
타깃

전력생산
총합
(Mtoe)

바이오매스
(Mtoe)

열 생산(냉난방용)
비율
(%)

총합
(Mtoe)

바이오매스
(Mtoe)

비율
(%)

EU 28

16.7

20.0

278.86

7.86

2.8

521.02

77.91

15.0

오스트리아

33.5

34.0

6.23

0.32

5.1

13.99

4.09

29.2

벨기에

8.7

13.0

7.79

0.29

3.7

18.84

1.32

7.0

덴마크

32.2

30.0

3.05

0.3

9.8

7.55

2.35

31.1

에스토니아

28.8

25.0

0.87

0.07

8.0

1.52

0.71

46.7

핀란드

38.7

38.0

7.54

0.91

12.1

14.12

6.9

48.8

프랑스

16.0

23.0

43.84

0.26

0.6

62.66

9.82

15.7

독일

14.8

18.0

50.99

0.93

1.8

109.9

9.57

8.7

그리스

15.2

18.0

5.17

0.00

0.0

5.62

–

0.0

이탈리아

17.4

17.0

27.94

0.35

1.3

55.81

7.12

12.8

폴란드

11.3

15.0

14.46

0.59

4.1

37.16

5.17

13.9

루마니아

25.0

24.0

5.12

0.04

0.8

13.06

3.47

26.5

스웨덴

53.8

49.0

12.4

0.84

6.8

14.35

7.85

54.7

9.3

15.0

30.44

1.69

5.5

55.82

2.86

5.1

영국

자료: Eurobserv’ER(http://www.eurobserv-er.org/solid-biomass-barometer-2017, 검색일: 2020.
5. 23.).

EU는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소비국이면서 주요 생산국이기도 하다. 2014
년 EU 전체 목재 수확량 4억 2,500만 ㎥에서 1억 7,800만 ㎥를 연료로 이용하였다.
제지 공정에서 발생하는 흑액은 펄프와 종이 산업에서, 산업용재는 칩과 펠릿으
로 가공되어 전력 및 열 생산에 이용된다. 에너지용 목재 소비의 약 3분의 1은 수입
하는데, 주 수입국은 미국, 캐나다 및 러시아이다(Chatham House 2018: 20).
2015년 에너지용 산림 바이오매스의 약 60%가 폐기물과 잔류물에서 추출되었
으며, 펠릿은 11%이다. EU의 펠릿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EU는 최대 펠릿 생산국
이 되었다. 2016년 펠릿 생산량은 약 14.5백만 톤으로 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
한다. 2009~2016년 EU의 펠릿 생산량은 2배가량 증가하였다. 그러나 소비량이
공급량보다 더 높고, 수출도 적기 때문에 순수입국으로 여겨진다. 2016년 펠릿 수
입은 8백만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2009~ 2016년 3배가량 증가하였다.

96 |

<표 4-9> EU의 에너지 생산을 위한 목재소비량(2010~2015년)
단위: TWh
유형
주 벌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변화율(2010-15)

178

198

201

221

217

218

23%

- 원목(장작)

178

191

194

212

208

209

18%

- 단벌기 수종

N/A

7

7

9

9

9

29%

1차 부산물

87

100

104

116

113

110

26%

산업 공정 부산물

242

256

257

253

252

260

8%

82

87

88

78

77

84

2%

- 잔류 칩 및 톱밥
- 수피

45

55

54

56

56

56

25%

- 흑액

115

114

115

119

119

120

4%

목재 펠릿

45

53

62

89

86

94

109%

폐목재

77

86

87

86

87

86

12%

합

629

693

711

765

755

768

22%

계

주: 1차 부산물은 벌채, 간벌 등에서 발생하는 가지 등의 부산물을 가리킴.
자료: Chatham House(2018)의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2.2. 산림 바이오매스 관련 정책
2.2.1. EU Forest Action Plan
다양한 유럽 국가들에 적용할 수 있는 일관된 산림정책이 요구되어 2006년 EU
Forest Action Plan을 수립하였다. 4가지 주요 목표와 18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하
는데, 에너지원으로 산림 바이오매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목재연료 확보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다. 회원국들에게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대응 조치로 산림자원의
활용을 강조하였다. 또, 임업의 가치증진을 통한 일자리 창조, 저탄소 사회 구축
등을 강조하였다.
2011년 회원국은 범-EU에 걸쳐 효력을 발휘하는 산림에 대한 구속력 있는 협정
(Legally Binding Agreement: LBA)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 간 협상 위원회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Committee)가 설립되고, LBA는 효력을 발휘하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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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입법 체계에서 EC의 역할이 한계적이므로 EU Forest Action Plan이 산림 바
이오 에너지 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산림 바이오매스의 생산 및 에너
지 이용 관련 주요 정책은 <표 4-10>과 같다.
<표 4-10> EU의 산림 바이오매스 생산 및 에너지 이용 정책
정책

주요 내용

효과

산림 바이오매스 생산 활동에 직접
공동농업정책 및 농촌개발정책
1차 산업의 경쟁력과 농촌개발을
재정을 지원함. 에너지 부문에서 산
(Common Agricultural Policy and 촉진하기 위해 농민과 산림소유주
림 바이오매스의 가용성, 유형 및 비
Rural Development)
에게 재정 지원 강화
용 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침.
건물의 에너지 효율에 관한 지침
2002/91/EC(Directive
2002/91/EC on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신규 혹은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
을 높이기 위한 지침. 보일러, 에어
컨 등에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목질 바이오매스는 열병합 발전 등
효율적인 난방 기술에 가장 널리 사
용되는 에너지원의 하나이므로 목재
에너지의 수요 증진

EU 배출권 거래제
(EU Emission Trading Scheme,
Directive 2003/87/EC)

온실가스 배출량에 가격을 책정하여
배출권 거래제는 EU 기후변화 정책
화석연료를 탄소 배출이 적은 연료로
의 핵심으로 시장 기능을 이용하여
대체하도록 함. 산림 바이오매스 및
효율적 온실가스 저감을 목표로 함.
기타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강화됨.

재생에너지 지침 및 바이오 연료 지침
(Renewable energy Directive:
Directive 2009/28/EC and Bio
fuel Directive: Directive
2003/30/EC)

개별국의 재생에너지 소비 비율에
EU 국가들이 할당된 재생에너지 사
구속력 있는 개별 목표를 설정함. 회
용 목표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목재
원국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재생에
및 기타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함.
너지의 사용비중을 높여야 하며 특
히 교통 분야에서 사용을 높여야 함.

자료: IEA(2019a).

2.2.2. 기후변화 대응 정책
EU는 기후변화 대응을 정책 우선순위에서 높게 두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저
감을 위한 그린 테크놀러지에 대한 투자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며, 경제적 효과,
일자리 창출 및 세계 시장에서 EU의 영향력 확대 등의 성과를 기대한다.
기후변화 대응 시장 관련 조치로 배출권 거래제도가 있으나 EU ETS(EU
Emission Trading Scheme)는 배출권 확보를 위해 1차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
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고, 이는 산림 및 농업 분야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기후변화 정책은 에너지 정책과 연관된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저탄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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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하기 위해 EU는 2009년 기후 및 에너지 정책(Climate and Energy
Package)을 수립하는데, 2020년 기후 및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구
속력 있는 법적 조치이다. ‘20-20-20 타깃’으로 알려진 이 조치는 2020년까지 세
가지 목표를 세우는데, ① 1990년의 20%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② 재생
에너지 비율을 20% 수준으로 높이고, ③ 에너지 효율을 20% 증가하는 것이다.
기후변화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연관성은 건축 부문 에너지 효율 이니셔티브에
서도 나타난다. 마이크로 칩(열병합 발전), 바이오매스 보일러 등 저탄소 기술의
채택 또는 강화는 유효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2.2.3. 에너지 정책
2009/28/EC (EU-RED) 지침에 따라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전체 에너
지 소비량의 20%로 높여야 한다. EU 재생에너지 지침의 기준으로 설정한 주요국
의 구체적 실행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표 4-11>과 같다.
<표 4-11> EU 주요국의 국가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2020년)
국가

부문별 에너지 소비 대비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
최종에너지

냉·난방

발전량

수송용 연료

독일

18.0

15.5

38.6

13.2

영국

15.0

12.0

31.0

10.3

스페인

20.0

18.9

40.0

13.6

프랑스

23.0

33.0

27.0

10.5

이탈리아

17.0

17.1

26.4

10.1

덴마크

30.0

39.8

51.9

10.1

네덜란드

14.0

8.7

37.0

10.3

오스트리아

34.0

32.6

70.6

11.6

스웨덴

49.0

62.1

62.9

13.8

자료: 양의석 외(2017: 7).

20-20-20 타깃에 따라 산림 바이오매스는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으로 여겨
진다. 목재는 재생에너지의 47%를 차지하며, 바이오에너지의 67%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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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는 ‘전기 및 냉난방에 사용되는 고체 및 기체 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성
기준에 대한 지침’이 제시되었다. 이는 산업과 에너지 부문에서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을 촉진시킨다.

2.2.4. 농촌개발 정책 및 공동농업정책
2005년 CAP(Common Agricultural Policy) 개정에 따라 산림부문은 농촌개발
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하였다. 2007~2013년 9개의 산림 특화 및 6개의 산림 관련
정책이 마련된다. 원래 CAP 재정의 1~1.5%이던 산림 관련 재정지원이 7~9%로
상승하였다. 주로 목재 수집과 바이오매스 생산에 직접 지원되며, 간벌, 가지치기
등 목재 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지급되는 보조금과 임도 및 인프라 건설에 투입되
는 보조금이 있다. 최소 16,000km의 임도를 건설할 예정이다.
유럽 2020 성장전략과 CAP의 정책 목표에 따라 EC는 2014~2020년 농촌개발
정책의 6가지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여기에서 다섯 번째 “자원 효율성 촉진 및
농업, 식품 및 임업 부문의 저탄소 및 기후 탄력적인 경제로의 전환”의 조치로 재
생에너지 정책이 제안되었다. 재생에너지원과 부산물 등의 공급 및 사용을 촉진
하고 바이오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회원국은 관련 농촌개발정책을 수
립하는데, 산림 바이오매스 간소 공급망(short supply chain) 등 미래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들을 수립한다. 간소 공급망은 “제한된 수의 경제주체와 운영자들
이 협력하여 지역경제 개발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긴밀한 지리적 및 사회적 관계
를 구축하는 공급망”이다. 새로운 농촌개발정책으로 목재 생산에 치중하던 산림
경영의 목표가 확대될 것이며, 산림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역할이 증진될 것이
다. <표 4-12>는 CAP 2007~2013 프로그램의 산림 바이오매스 및 목재수집 관련
지원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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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CAP 2007-2013 프로그램의 산림 바이오매스 관련 정책
조치
내용

정책 예시

농림사업 재정비

단벌기 맹아갱신(short rotation coppice) 확대

산림의 경제 가치 증진

간벌 및 상업적 가치가 낮은 수종 갱신

농산물 및 임산물 가치 증진

소규모 농가 및 임가 대상으로 수확기, 제재기, 목재칩
및 펠릿 제조기 등 기계 지원

농업, 식품 및 임업 분야의 기술 개발을
화석연료 대체 이니셔티브
위한 협력

B

WM

○
○
○

○

○

농림업 인프라 구축

임도 확장 및 개선

○

조림: 농지

산림 바이오매스 생산 및 환경 보전을 위한 조림

○

조림: 비농지

산림 바이오매스 생산 및 환경 보전을 위한 조림

○

산림의 환경 가치 증진을 위한 투자

간벌 및 가지치기 지원

비농업 활동 지원

바이오 에너지 생산 지원

○

○

창업 및 사업확장 지원

목재산업, 바이오에너지 생산 공정 설립 지원

○

농촌경제 및 농민을 위한 지원

바이오 에너지원의 다양성 확대 및 바이오매스의 열에너
지 이용 확대

○

B=산림 바이오매스 특화,WM=목재 수집 관련 정책.

2.3. 국가별 지원 제도
재생에너지에서 산림 바이오매스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국가들의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표 4-13>. 각국은 Forest Action Plan 등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그 방식에 다소 차이를 보인다. 지원 방식은 크게 보조금 지급
및 세금 감면, 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주로 전력), 화석연료
사용 제한 및 규제, 인증서 할당 의무제도 등으로 나타난다. 재원은 주로 에너지세
등으로 확보하지만 Heat fund 등 국가에서 별도로 확보하는 경우도 있다. 산림 바
이오매스의 경우 주로 열 생산에 지원이 집중된다.
화석연료 사용 제한을 위해 유럽 국가는 화석연료 에너지에 에너지세와 탄소세
등을 부과한다. 세수는 주로 재생에너지 지원에 이용한다. 프랑스의 Heat fund, 이
탈리아의 Heat account 등 기금을 따로 마련하는 경우도 있으며, Kyoto Revolving
Fund(이탈리아), 녹색투자은행(영국)등 저금리 대출을 위한 펀드 설립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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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
입한다. 그러나 재정 부담과 비효율 등이 제기되어 대규모 발전에는 발전차액경
매제(Feed in Premium) 방식으로 전환되기도 한다(덴마크, 프랑스 등). 가격 경쟁
력 보완 정책은 주로 전력에 지원된다. 바이오매스의 난방 활용이 다른 국가보다
비교적 저조한 영국의 경우 열 생산 가격에 FIT와 유사한 재정지원이 있다. 프랑
스도 열 소비에 보조금을 제공하여 바이오매스로 생산한 열의 가격이 재래식 열의
가격보다 약 5% 정도 낮도록 유지한다.
유럽에서 열 생산을 위한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은 이미 정착단계이다. 가정에
서 바이오매스 보일러를 설치할 때 보조하거나, 바이오매스 지역난방, CHP 플랜
트 설치에 저금리 대출 등이 일반적이다. 바이오매스 난방을 이용할 때 에너지세
면제 등의 혜택이 기업뿐만 아니라 가정 부문에도 적용된다. 또, 신축건물, 공공건
물, 리모델링 건물에 바이오매스 냉난방 시설 의무 설치 등의 규정을 둔다. 덴마크
는 대체연료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원한다.
산림 바이오매스는 자국에서 공급되기도 하지만 수입을 통해 충당되는 경우도
많다. 프랑스는 2016년 원목 생산량의 절반을 목재연료로 이용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훼손과 지속가능성에 우려가 나타난다. 핀란드의 경우 산업용 원자재로 적합
한 목재를 연료용재로 사용하면 보조금 지원액을 삭감한다. 그러나 덴마크, 스웨
덴 등 많은 국가들이 국내 생산과 수입을 병행한다. 주 수입처는 에스토니아, 러시
아, 라트비아 등 동유럽 국가이다.
영국과 이탈리아 등 펠릿 사용률이 높은 국가들은 주로 수입에 의존한다. 영국
의 주 수입처는 북미이며, 2016년 세계 목재펠릿 생산의 약 26%를 소비하였다. 연
료용재의 국내 조달 촉진을 위해 산림경영을 지원하는데, 자원의 수집·이동도 지
원한다. 또, 미경영 임지의 신규조림, 산림경영 및 연료용재 생산에 재정을 지원한
다. 2018년 발표한 25개년 환경계획은 조림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포함한다.
핀란드는 비산업용 산림소유자에게 산림경영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때 지속가
능한 임업 및 목재연료 생산과 단순 저급재 생산에 차별 지원한다. 프랑스는 다이
나믹 이니셔티브(Dynamic Bois)를 통해 연료용재 수집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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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가능 전기의 그리드와 송배전 설비 지원
고효율 CHP 발전소 건설 및 현대화를 위한 보조
금 제공
주택, 기업, 지자체의 목재펠릿 또는 목재 고효율 FIT(바이오매스 전력)
바이오매스 보일러 도입 시 자금지원
FIT에 대한 비효율성 우려로 대규모
단일 또는 2가구 주택에 최대 100kW 출력의 바 발전소의 경우 경매를 통해 FIT 지급
이오매스 보일러 설치 최대 €400 보조
바이오매스 CHP 플랜트, 지역난방 네트워크 설
비에 대한 저금리 대출 및 부분 부채 상각

프랑스

독일

FIT(바이오매스 전력)
Feed in Premium(FIP, 전력부문)
히트펀드를 통해 재생가능 열 소비에
보조금을 제공하여 재생가능 열의 가
격이 재래식 열보다 약 5%낮게 유지

가격 경쟁력 보완

히트펀드(heat fund)
다이나믹 이니셔티브(Dynamic
Bois)
에너지세와 탄소성분세 도입

발전소에서 첫해 생산된 전기의 최소 25%를
CHP를 통해 생산하도록 요구하고 그다음 해에
는 최소 60%를 요구함
신축건물 소유주는 목재기반 보일러 등 재생에 Renewable Heat Act, Market
너지에서 열 일부를 공급받아야 함
Incentive Program 등 국가 정
공공건물 리노베이션에 난방 및 냉방을 위한 재 책을 통한 예산 조달
생에너지 사용 의무화(RHO)
건물에서 재생에너지를 통한 냉난방 공급 비율
을 10~14%로 증가시키는 목표 설정

재생가능 전력 의무 구매제
에너지 절약 인증제도
열 규제 제도에 따라 신축건물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 촉진

기타
지원 자금조달 방식
건물에 엄격한 에너지 효율 기준 적용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 건설에 보조금 지급
신축 건물에 석유 및 가스 보일러 설치 금지
전기요금에 공공 서비스 의무 부
바이오매스 전력 차액지원제도(FIT)
지역 난방 및 주거용 열 생산을 위한 바이오매스
지역난방 또는 천연가스 설비가 구축된 지역인 과금 부가
Feed in Premium(FIP)
에 에너지 및 탄소세 면제
경우 기존 건물에 석유 보일러 설치 금지
탄소세 등 에너지세 도입
바이오매스 등 대체연료 인식제고 및 교육강화
에너지용 목재 및 기타 바이오매스에 에너지 면
세. 액체 바이오 연료의 경우 에너지세 적용.
비산업용 산림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지속가능
화석연료에 대한 에너지세 및 이
FIT(바이오매스 전력)
한 임업 및 목재 연료 생산과 단순 저급재 생산에
산화탄소 배출세 부과
지원하는 지원금 분리)
산업용재를 목재칩 등으로 생산하면 지원액 삭감

보조금 지급 및 세금감면

열 생산 바이오매스에 에너지 세금 공제
다이나믹 이니셔티브를 통한 에너지 용 목재 자
원 수집 지원, 히트펀드와 연계하여 지원함
에너지 전환 세금 공제로 가정에서 목질 및 기타
바이오매스 난방기구 채택을 유도

핀란드

덴마크

국가

<표 4-13> 유럽의 국가별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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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료: 저자 작성.

저탄소 발전시설(원자력포함)에 전력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 제도에 따라 고체 바이오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제도
단위당 행사가격 지불 보장
매스 사용 플랜트에 보조금 지급
재생열 인센티브를 통해 바이오매스 ROC 할당 의무제도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 지원
열에 장기재정지원(FIT와 유사하게 바이오매스에 지속가능성 기준 발표
산림관리, 신규조림에 대한 재정 지원
열 생산 가격을 지원)

ROC에 따른 공급업체 추가 비용
을 전기요금으로 회수
재생열 인센티브(RHI)
재생가능 기술 투자를 위한 녹색
투자 은행 설립

전기 인증제도(녹색 인증서 제도와 비슷)
에너지세법에 따라 화석연료,
노르웨이와 협력하여 양국의 전기 인증서 거래
CO2 및 유황 배출에 세금 도입
를 위한 공통 인증서 시장 도입

재생에너지원에 녹색인증서 발행
생산자와 공급업체는 할당된 녹색인증서 취득
의무화. 2016년 말 신규설비에 더 이상 적용되
지 않음. FIT(바이오매스 전력)

스웨덴

국가 농촌개발
지역개발, 행정 및 유럽기금의 투
자 보조
주 정부 예산

백색 인증서 시스템

지원 자금조달 방식

Heat account(Conto Termico)
Kyoto revolving Fund
에너지세(다른 국가보다 상대적
으로 세율은 낮음)

기타

바이오매스는 이산화탄소 배출세 면세
난방을 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할 때 아파트 및
주택의 설치작업에 소득세 공제
FSC 및 PEFC 인증 산림에서 생산한 목재 바이
오매스를 사용하는 발전소에 더 높은 수준의 재
정 지원

바이오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 열 기반 시설에
루마니아 대한 투자와 재생자원으로 열 및 전기를 생산하
는 농민에게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 및 세금감면
가격 경쟁력 보완
바이오매스의 경우 전력보다 열에 지원 집중
농림업 바이오매스에서 생성된 전기제품 및 폐기
물은 15년간 공장 규모에 따라 보조금 지급
Heat Account를 통해 재생가능한 난방 시스템
건설을 위한 재정 지원 및 기존 민간 및 공공건물
FIT(바이오매스 전력)
이탈리아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바이오매스 난방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전환비용 지출에 10년간 55%의 개인 또
는 법인세 공제
Kyoto revolving fund를 통해 재생에너지 시설
전환 시 저금리 대출, 재생에너지 에너지세 면세

국가

(계속)

3. 오스트리아의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23)
3.1. 산림·임업 현황
3.1.1. 지형
오스트리아 국토 면적은 83,878km2이며 인구는 890만 명이다. 대부분의 지형
은 산이며, 특히 서쪽에 두드러진다. 알프스 동쪽의 가장 큰 부분이 오스트리아에
위치하며 전체 알프스의 29%가 오스트리아에 속한다. 석회암 바위가 많은 북쪽
고원, 남쪽의 알프스, 중부의 결정질 능선, 숲이 우거진 동쪽의 낮은 지대가 국토
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산으로 대부분 이루어진 조건불리지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면적의 70%가
산간지역이며 농경지의 50%가 산림이다. 산지에서 정주공간은 제한적이고 가축
방목이 중요하다. 산지를 보호하는 데 산지농업(mountain farm)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림보호는 눈사태와 땅밀림, 낙석을 방지하는 데 필수이다.

3.1.2. 산림과 생산
1848년 토지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전에는 수확의 10%를 토지소유주에게 환납
했던 소작농들이 사유지를 갖게 되고 활발한 농업활동이 가능해졌다. 거의 모든
농업인이 산림을 소유하거나 산림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농업인 조직이 산림
을 소유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산림을 방목장으로 이용하거나 벌목하고 나뭇
잎을 채집할 수 있다.
대규모 산림지는 아직도 귀족과 교회가 소유한다. 1차 세계대전 이후 합스부르
크 가문 재산이 몰수되었을 때 성(城)과 기타 부동산 및 산림이 모두 국가로 귀속
23) Christian Jochum (오스트리아 농업회의소)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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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재산 관리를 위해 농림부는 회사 형태의 연방산림(Austrian Federal
Forests)을 설립하였다. 이 회사 형태로 농림부에 속해 유지된다. 가장 큰 토지소유
법인으로서 51만 ha의 산림, 호수, 황무지 등 국토 면적의 10%(85만 ha)를 관리한
다. 귀족과 교회는 임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었고 현재도 1만 ha의 산림 부동산을
운영한다. 제국 몰락 이후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 등의 귀족들은 제2차 세계대
전까지 사유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동유럽 및 중앙유럽 국가가 공산화하면
서 소유를 박탈당했다.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정치체제가 변하면서 재산이 반환되
지만 모든 이들의 소유가 반환된 것은 아니다.
농림업 부문의 특징 중 하나는 겸업농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농업을 아예 포기
하거나 농지를 임대하는 경향과 더불어 토지 상속으로 산림 필지의 규모는 계속
축소되었다. 토지등록시스템은 잘 운영되지만 도시 거주의 다수 산림소유자들은
자기 산림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다수의 소규모 소유자들이 흩어진 상황은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큰 문제를 야기
한다. 정부 지침에 따라 특정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할 때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
다. 소규모 산림소유자의 30%는 여성이며 산림면적의 25%를 여성이 소유한다.
2016년 농업총조사에서 농경지 면적은 267만 ha이고 산림은 341만 ha로 나타
났다. 국토의 약 48%가 산림이다. Styria와 Carinthia 주는 면적의 60% 이상이다.
비엔나의 산림률은 가장 낮지만 약 23%이다. 농가 수는 계속 감소하고 이 추세는
산림 소유 농가에도 해당한다. 산림 소유 가구는 1990년 16,340가구에서 2016년
26,747가구로 증가하였다.
<표 4-14> 오스트리아 농림업 농가 수
단위: 가구
농업
21,734

농업+산림

산림

112,836

26,747

134,570
139,583
자료: Statistics Austria, Agricultural Censu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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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부문 생산액은 약 120억 유로이다. 평균 수출 흑자는 35억 유로이며
172,000가구의 농가가 가치 생산에 관여하며 약 30만 명의 소득을 책임진다. 산림
부문 전체 가치사슬의 매출은 알려진 것보다 더 크며 산림 및 관련 산업이 정치경
제적으로 과소평가된다. 후방으로 가면 종이 생산, 가구와 주택 건축을 위한 목재
생산, 에너지 및 화학산업 등이 있다.
수익이 나지 않는 농지를 자연조림으로 전환하는 등 농경지의 구조적 변화로
산림은 증가하고 농경지는 감소했다. <표 4-15>에서 농경지가 산림으로 전환되
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5> 1951~2016년 농지 및 산림 면적 추이
단위: ha
연도

농경지

산림

평균 농가 규모
전체

농경지

1951

4 080 266

2 988 596

18.8

9.6

1970

3 696 453

3 060 990

21.0

10.5

1990

3 521 570

3 239 435

26.8

12.6

2010

2 879 895

3 405 750

42.4

18.8

2016

2 671 174

3 408 328

44.8

19.8

자료: Statistics Austria, Agricultural Census 2016.

3.1.3. 임목축적과 수확량
산림의 임목축적은 지난 수십 년 증가하였고 최고치 11.35억 ㎥를 기록했다. 특
히 산림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사유림에서 수확량이 생장량보다 현저히
낮다. 국가 산림자원조사에 따르면 보육 잔량과 간벌조치 유보량이 9,000만 ㎥에
이르는데, 이는 10년 전보다 1,500만 ㎥가량 더 많다.
산림 이용량도 함께 증가했다. 현재 목재의 88%를 사용하는데 화석자원의 의
존을 전반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후부(Austrian Climate Ministry)가
추구하는 비석유사회로 이행하는 데 바이오경제 부문의 목표 달성에 중요하다.
대규모 농가의 산림이용과 관리면적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다. 연방산림(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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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Forests)은 시장환경을 고려하여 목재 이용량을 76%로 감소시켰다. 그러
나 200ha 미만의 소규모 산림에서 목재이용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4-14> 오스트리아 산림의 임목축적과 수확량

자료: Federal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Environment and Water Management(2012).

가구당 산림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대규모 산림은 모든 종류의 목
재를 제공한다. 산업용 목재는 대개 이러한 구조로 유통한다. 소규모 산림을 소유
하는 대부분의 농가 경영주는 자가소비용 목재칩이나 장작 보일러에 저품질 목재
를 이용한다. 같은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여분의 목재를 판매하기도 한다. 제재용
재는 헛간과 같은 자가소비에 주로 이용하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분한다.
목재시장에서 가문비나무 침엽수재가 가장 중요하다. 오스트리아와 이웃 국가
들은 나무좀(bark beetle)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 때문에 목재를 수입할 때 대개
정치 소동이 벌어진다. 특히 값싼 목재를 체코에서 반입하는 트럭에 시위로 이어
진다. 가격 압박뿐만 아니라 가공시설을 차단하여 과도한 수입량을 막는 것도 문
제이다. 2019년과 2020년에 실제 일어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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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오스트리아 침엽수 소비량
단위: 1000 scm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잠정)

합계

14,500

15,160

15,300

16,200

17,000

17,230

수입

4,588

5,268

6,207

6,089

7,277

7,134

국내

9,912

9,892

9,093

10,111

9,723

10,096

주: solid cubic meters.
자료: Association Wood Industry Austria(www.wko.at, 검색일: 2020. 9. 28.).

3.1.4. 산림 바이오매스의 연료 이용
소규모 산림소유자가 쉽게 이용가능한 목재의 양과 자가이용 및 규모가 작은
기술 특성으로 인해 산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부문이다. 목재에서
액체연료를 생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법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화
석연료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배출량 규제로 난방시설 설치 및 관리는 화석연료시설에 더 엄격해지고 비싸졌
다. 반면 새로운 목재 연소기술이 시장에 도입되고 보조금을 통해 바이오 기반 난
방이 지난 20년간 증가하였다. 목재칩이나 펠렛 등 간편한 방법과 연계되고 중소
규모의 자동 및 반자동 기술이 적용되면서 목재는 부흥을 맞이하였다.
목재칩은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다. 목재칩은 다수의 중소 기업들
이 가공, 저장, 및 설비조달을 지역 수준에서 제공한다. 해당 기술의 발전과 함께
목재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목재칩은 소규모 산림소유주들에게 산림경영의 수익
성을 높인다.
<표 4-17>은 Styria 산림연합의 목재칩 파쇄와 수송비용, 도매가격을 보여준다.
산림지에서 바이오매스 거래 및 물류센터로 수송하는 비용에서 통나무로 만든 목
재칩이 산림잔여물로 만든 목재칩보다 낮은 것은 파쇄하여 화물컨테이너 상차가
신속하여 일일 소화량이 높기 때문이다. 원목 목재칩의 가격이 높은 것은 재 함유
량, 질소, 염소 및 황과 관련하여 더 좋은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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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Styria 지역 바이오매스 거래 및 물류센터의 평균 비용
구분

원목

나무 전체

나무 가지

파쇄비용

2€/lcm

3€/lcm

4.5€/lcm

원목

8~12€/scm

80€/h

80€/h

목재칩

2~3€/lcm

3~5€/lcm

3~8€/lcm

목재칩

2~5€/lcm

2~5€/lcm

2~5€/lcm

88~140€/t (odmt)

88~110€/t (odmt)

73~90€/t (odmt)

수송비용
산림→물류센터
(15~50km)
물류센터→열발전소
(5~200km)

목재칩 도매가격(열발전소)

주: lcm(loose cubic meters), scm(solid cubic meters), odmt(oven-dry metric tons).
자료: Austrian Biomass Association(2018: 5).

그러나 농촌 지자체들은 공공건물의 화석연료 난방원을 바이오매스로 대체하
였다. 원자재를 지역의 산림소유주나 농업인 단체에서 조달하여 원자재부터 시설
관리까지 이러한 건물들의 난방관리를 도맡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많은 지역에서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공동 에너지 시설에서 가정과 공공시설에 난방을 제공
하면서 장거리 수송 난방 그리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가스화 시설 혹은
그와 결합한 열병합 발전을 위한 하이테크 시설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드문 경우이
며 주로 큰 수요에만 적절하다.

3.2.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

3.2.1. 에너지 소비 동향
석탄을 쉽게 이용하기 전까지 나무는 요리와 열기를 위한 유일한 에너지원이었
다. 도시에서는 석탄과 난방유가 주요 에너지원이었고 농촌에 그리드 유통망이
설치된 이후 천연가스가 주요 에너지원이었다. 고산지역의 스키숙박소, 호텔, 학
교, 공공 및 사유 건물은 아직도 난방유를 이용한다. 운송, 전기 및 난방의 에너지
소비는 여전히 재생가능하지 않은 화석연료에서 대부분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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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2016년 최종 에너지 소비와 난방

자료: Statistics Austria, Energy balance 2016, Useful energy analysis 2016.

바이오매스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다. 2016년 전체 에너지의 44%가 바
이오매스에서 제공되었고 수력(27%)이 그다음이다.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의
57%를 차지하며 수력에너지는 재생에너지의 33%를 차지한다.
<그림 4-16> 1970~2016년 에너지 소비 추이와 소비량 예측

자료: Statistics Austria, Energy balance 1970-2016.

바이오 에너지는 에너지 이용에서 중요한 부문이다. 바이오매스는 국내 부가가
치 및 고용과 소비력을 창출할 수 있어 지속가능하고 기후친화적인 에너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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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바이오가스는 수년간 보조금이 삭감되어 위기를 겪지만 안정세를 회복하였다.
2000년대 초반 옥수수와 같은 값싼 곡류를 중심으로 바이오가스에 긍정적 전망이
예측되었고 바이오가스 전력에 대한 투자보조금과 정부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관련 에너지원들이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고정 FIT가 폐지된 이후 바이오가
스 부문은 일부 쇠퇴하였고 정부가 다시 전기에 FIT 보조금을 연장하였다.

3.2.2. 바이오 에너지와 산림 바이오매스
가. 산림 바이오매스의 역할
바이오매스 부문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산림이다. 2016년 산림이 바이오매스
의 79%를 제공했으며 나머지는 농업과 폐기물 분야이다. 바이오매스 원료를 지
속적으로 이용가능하다면 바이오매스 이용량은 2030년 39% 더 증가할 수 있다.
잠재력의 절반 이상은 농업 및 폐기물 부문이며 나머지는 산림에서 비롯된다. 유
럽연합의 목표대로 에너지 이용량이 감소한다면 바이오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수
요량의 3분의1 이상을 담당할 수 있다.
화석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해야한다는 것에 유럽 및
오스트리아 정부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EU 그린딜(the Green Deal) 어젠다에
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55% 혹은 60%)를 두고 토론이 진행 중이
다. 어떠한 목표치가 되든 이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기술·정치적으
로 어떤 경로를 채택해야 하는지 큰 의견충돌이 있다.

나. 기술적 측면
이동수단과 일반 에너지뿐만 아니라 ICT 등 새로운 기술에서 전기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건물의 단열과 생산공정을 개선시켜 열에너지의 필요량
자체를 줄일 수 있다.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다양한 바이오매스는 현실적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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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이다. 하이테크 대안을 통해 철강 용해로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전
력 실험이 진행 중이다. 실제로 에너지 발생과 부산물 이용 난방 외에도 전력과 에
너지 가스(메탄 혹은 수소)를 결합한 대안이 존재한다. 어느 곳에서 적용될 수 있
는 단 하나의 대안은 없으며 특정 상황에 적합한 대안이 각기 존재할 것이다.

다. 정치적 측면
화석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기술과 관계없이 각 대안에 정치적으로
다른 태도를 보이는 전통이 있다. 이는 각 기술과 관련된 산업과 연관된다. 어떠한
기술도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 세금 감면·면제 및 R&D 지원 없이 어
떠한 기술도 진보할 수 없는데, 누가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는 심각한 정치 논쟁을
야기한다. 원유 및 화석연료의 가격하락과 더불어 프랑스의 원전산업에서 전기
초과공급이 발생하면서 지난 몇 년간 상황은 더 나빠졌다.
오스트리아 국민당(The Austrian People’s Party: APP)은 전통적으로 농업과 산
림을 대표한다. APP가 집권한 경우 일반적으로 바이오매스에 우호적인 경향이
있다. 전통적으로 오스트리아 사회주의자당(the Austrian Socialist Party: ASP)은
소비자 이익과 석탄 기반 중공업을 대표한다. ASP도 일상 에너지의 소비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가구 지출 부담과 가격 상승을 우려한다.
사실 APP와 녹색당의 연정이 존재한다. 기후 보호와 화석연료 변화의 필요성에
합의하였다. 지난 30년간 ASP와 APP의 다양한 연정은 재생 전력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법·제도를 2000년대 초 탄생시켰다. 값싼 옥수수의 장기적 이용 가능성
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 많은 지역에 바이오가스 발전소가 설치되었다. 산림부
문에도 가스화 혹은 열병합 발전소 등이 존재하지만 수요가 큰 부문에 적합하다.
이러한 환경은 2017년 막을 내렸다. 에너지 과잉공급과 낮은 가격으로 바이오
기반 해법이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식도 우호 조건들을 대체하지
않았다. 동시에 값싼 원자재도 사라졌으며 이러한 압박들로 많은 발전소들이 폐
업하였다. 2018년 ASP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APP는 지역정부가 바이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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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전력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대안을 도입하였다. 귀싱이 위치한 주는 제외
되지만 ASP가 우세한 비엔나 주까지 포함하여 모든 주에서 이를 채택하였다.

3.2.3. 난방 시장의 바이오매스
전통적으로 바이오매스는 난방에 이용된다. 2016년 난방이 바이오에너지의
81%를 소비하였고 바이오연료가 11%, 바이오매스와 바이오가스에서 비롯되는
녹색전력(green electricity)이 8%이다. 바이오매스 열의 78% 정도는 단일연소시
스템에 이용하고, 나머지 22%는 지역난방에 이용된다. 지역난방은 2005년 이래 3
배 이상 증가하였다. 바이오매스는 난방 에너지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주거 난
방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에너지원으로 에너지 이용의 40%를 차지한다. 전체 390
만 가구에서 거의 67만 가구가 주거 난방장치로 화목 난방을 이용한다. 기후친화
적 난방은 2,100개 이상의 지역난방 시설의 그리드 유통을 통해 가능하다. 바이오
매스 지역난방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3.2.4. 귀싱시의 사례
1990년대 귀싱(Gussing)시 계획에 따라 바이오 기반 에너지 부문의 선두주자로
자리잡았다. 1996년 설립된 재생에너지 유럽센터(European Center for Renewable
Energy)는 바이오가스와 산림 바이오매스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전개하였다.
이는 귀싱의 에너지 자립 달성이라는 정책목표에서 비롯되었다. 귀싱에는
4,000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주변까지 포함하면 2만 5,000명이 거주한다. 외곽에
있으면서 크게 선호되지 않는 도시로 높은 통근인구 비중을 보인다.
과거의 단순한 방식의 투자들이 현재도 이어지고 여러 조건에서 작동한다(예:
장거리 난방). 귀싱의 재생에너지 성공의 핵심은 연구에 있다. 초기부터 재생에너
지 유럽센터가 다양한 연구기관들과 협력했고 실제 연구를 많이 하지는 않아도 네
트워킹과 코디네이션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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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바이오 기반 혁신과 투자는 2010년까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귀싱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이용된 “Fluidsed bed steam gasification” 기술과 같은 고유
한 혁신 기술 개발이 가능했다. 이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귀싱의 연구개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바이오매스 액화기술, 바이오매스 기반의 합성천연가스 기술,
연료세포기술 분야의 다양한 혁신들의 시발점이 된다.
정치 및 법적 요건이 변화하면서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 유럽센터의 주요 활
동에서 그 중요도를 잃었다. 최근에는 재생가능한 전력, 파워그리드, 시민들의 투
자 파트너십에 관한 경제모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산림부문은 최신의 난방시설 이용을 뛰어넘어 바이오매스의 더 흥미로운 가능
성을 모색한다. 건물들의 단열방식이 개선되면서 난방에서 산림 바이오매스의 기
회가 제한되고, 대안 에너지의 수요(이동, 전기)가 증가하여, 지난 결과물들을 더
욱 규모화할 수 있는 연구개발 활동이 진행 중이다.

3.3. 산림 바이오매스 관련 농산업 정책
3.3.1. 정책 수단
산림의 주요 이슈는 농업과 함께 농업회의소(Chambers of Agriculture)의 소관
이다. 1ha 이상의 농지 혹은 산림 소유주들은 자동으로 회원이 되며 이는 비엔나
를 포함한 9개 주에 존재한다.
EU에서 농업은 공동정책부문에 해당하여 농업관련 규정은 EU의 소관에 있다.
그러나 EU의 공동농업정책(CAP)은 농업에만 해당되며 산림부문에 적용되지 않
는다. 다행히 CAP 환경 규정에서 산림을 포괄한다. 지난 CAP 개정에서 농촌개발
프로그램에 산림 보조금을 포함하였다.
EU에서 새로운 기후 목표를 채택하면서 오스트리아도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의무를 가진다. 자동차 부문이 가장 우려스럽지만 온실가스 흡수원과 같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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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통해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건축자재로서 목재는 목표치를 한발 더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정부는 기후 목표와 COVID 충격을 완
화하는 산림 패키지를 도입하였다.

3.3.2. 산림 관련 세부조치
농촌개발 프로그램은 매우 정교하고 포괄적이다. 면적기반 지원금을 다양한 조
건에서 허용하고 개별 프로젝트와 투자를 지원한다. 산림부문도 농촌개발프로그
램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정치적 합의가 존재한다.
농촌개발 프로그램 보조금은 재조림, 공동벌목 프로그램, 딱따구리를 위해 고
목을 보존하는 등의 환경 조치, 훈련 및 교육, 소규모 산림소유주의 인식 제고, 자
문 서비스와 관광혁신 등을 지원한다.

3.3.3. 실제 이행 및 영향
농업위원회와 산림연합 등 이해관계자 조직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산림 바이오
매스의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20년 다양한 활동과 계획들이 진행되었다. 정
치·산업·공공 부문의 주요 업적은 1990년대 바이오매스 협회(Austria Biomass
Association)를 설립한 것이다. 협회는 난방시스템의 설치 기술과 훈련과정을 개
선하기 위해 연구 및 혁신 프로젝트를 조직하였다. 연구와 시나리오 수립을 통해
산림 부문의 바이오매스 개발을 적극 지지하였다.
목재이용 보조금과 규제를 통해 협회는 산림부문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농
촌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협력모델과 함께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농촌
개발프로그램은 농촌의 경제·사회·환경적 성과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여기에 산림부문을 통합하면서 다양한 목표(농촌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 자
연 및 생물다양성 보호, 이산화탄소 감축)를 전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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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일본과 EU, 오스트리아의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의 관점에서 재생에너지의 이용 확대를 중요하게 다루며
그중에서 산림 바이오매스의 비중이 매우 크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불안전성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추진하고, 오스트리아는 탈
원전 선언과 함께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추진하였다. 두 나라의 재생에너지 이
용에서 산림 바이오매스의 비중은 매우 크다.
둘째, 산림 바이오매스의 이용에서 열 공급의 비중이 적지 않다. 산림 바이오매
스를 이용한 발전도 적지 않지만, 지역 활성화의 관점에서 추진하는 사례에는 열
공급의 사례가 많다. 열 공급에는 소형 보일러를 이용할 수 있고 고도의 전문기술
자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지역 수준에서 활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또, 지역의 임업
과 연계하여 에너지 자립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EU는 발전뿐만 아니라
열공급에서도 독자적으로 다양한 지원 제도와 규제를 운영한다. 독일의 재생에너
지 열공급 의무화 제도(RHO), 영국의 재생에너지 열 지원제도(RHI) 등이 대표적
이다. 프랑스 등은 열기금(Heat Fund)을 마련하여 기술개발과 시설보급을 지원한
다. 그에 비하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정책은 발전에 편중되고 열공급 지원정책
은 빈약한 실정이다.
셋째,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산림 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다
양한 부문에서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에너지 사업이 그러하듯이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도 수요와 공급, 연료의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
해야 한다. EU의 경우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 지원과 더불어 화석연료 이용 제한,
온실가스 저감 목표 설정 등 다양한 환경·에너지 이용 규제를 활용한다. 특히, 산
림 바이오매스의 수집과 이동 등을 특히 지원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하
기 때문이다.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관과 개인에도 혜택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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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활용을 높여야 한다. 시설 설치 비용만 보조한다면 지속적인 가동이 어려울
수 있다.
넷째, 지자체 주도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가 주도하여 주민과 관련 사
업자가 직접 참여하여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임업·목재산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면적으로 추진한다. 우리나라 사례에서 지자체는 운영비 보조 등으로 사업을
관리·감독하지만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 공급과 연료 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과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
다. 에너지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것이 불가피하
다. 또 연료의 확보는 지자체 산림사업과 직접 관련된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에너
지 시설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사업 성패에 중요하다.
다섯째, 목재칩 이용의 필요성이다. 목재펠릿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농산
촌 진흥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목재칩이 좀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목재의 에너지
이용기술이 발달한 오스트리아와 일본에서도 목재칩의 에너지 이용이 많다. 이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가공, 저장, 설비조달을 지역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고, 소규모 산림소유자의 산림경영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산림계획과 관련이 높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농산촌에서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지역발전계획을 세우고 숲가꾸기에서 시작한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산
림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해 에너지 사업을 시작한다. 이처럼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은 지자체 산림정비계획과 직접 관련된다. 이를 통해 임업과 목재산
업의 활성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118 |

제5장

에너지 이용의
경제성 분석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5장

에너지 이용의 경제성 분석

이 장에서는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의 경제성을 다룬다. 실제 원활히 가
동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산림에너지자립마을’ 계획 자료를 이용하여 에너지
시설의 비용과 수입 구조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가동의 조건을 검토하였다.

1. 분석의 조건
1.1. 농촌 에너지 이용의 실태
농촌의 에너지 수요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2016년 농
림업 에너지 소비량은 233만 3,000toe이다. 농림업 에너지 소비는 대부분 농가에
서 발생한다. 농가의 에너지 소비를 에너지원으로 구분하면, 전력 49.1%, 석유
47.2%, 연탄 3.7%이다. 농사용 설비의 연료가 석유에서 전기로 대체하면서 전력 소
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에너지공단 2018: 150-155).

제5장 에너지 이용의 경제성 분석 |

121

<표 5-1> 농림업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
에너지 소비(천toe)

에너지원별 비중(%)

비중(%)
농가
농림사업체
합계

연탄

석유

도시가스

전력

합계

2,174.1

93.2

3.7

47.2

-

49.1

100.0

158.9

6.8

0.4

26.3

1.6

71.7

100.0

2,333.0

100.0

3.5

45.8

0.1

50.6

100.0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에너지공단(2018: 150-155).

이는 농림업 전체의 에너지 소비 현황이므로 농촌 가구의 에너지 소비 현황을
나타내지 못한다. 농어촌연구원(2018: 177-178)은 안동시 와룡면 태리에서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32가구의 에너지 이용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가구
당 가족 수와 연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가구당 전기 사용량은 연간 2,608kw, 난방
에는 717리터의 등유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유 사용량을 열량으로 환산
하면 연간 5,858Mcal로 나타났다. 6개월 하루 8시간 이용(1,440시간)을 가정하면
시간당 4,069kcal/hr이다. 이는 화천 산림바이오매스센터의 운영 현황에서 계산
한 시간당 열 이용량과 비슷하다. 이를 평균적 농촌 가구의 열에너지 소비량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5-2> 농촌 가구의 평균 에너지 소비
평균 연면적(㎡)

평균 사용인원(명)

전기사용량(kwh/연)

난방 사용량(L/연)

91.13.

2.7

2,608

717

주: 안동시 와룡면 태리 32가구 조사 결과의 평균임.
자료: 농어촌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2018: 104-109).

1.2. 열과 전기 판매가격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은 열을 생산하여 판매한다. 다소 무리가 있지만 열의
가격으로 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 정보를 이용하였다. 가격은 계절에 따라 변동하
지만 단일 요금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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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 정보
구분

주택용

업무용

공공용

원/Mcal

65.23

84.69

73.97

자료: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data/3070430/fileData.do, 검색일: 2020. 9. 15.).

열전병합을 가정한다면 전기 판매도 가능하다. 다만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한전에 판매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우선구매 대상이고, 판매가격은 전력거래소의 신재생에
너지 거래의 정산금액에 따른다<표 5-4>. 2016년 이후로 바이오 부문 재생에너지
거래의 정산금액은 오르는 추세에 있다. 재생에너지원의 전기 공급은 REC를 인
정받으므로 이를 판매하여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REC 가격 동향은 <그림
2-10>에 제시하였다.

<표 5-4> 재생에너지(바이오) 거래의 정산금액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6

원/kwh

112.9

76.4

80.9

94.2

118.3

129.2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http://epsis.kpx.or.kr/epsisnew/selectEkmaRegUpsGrid.do?menuId=050804, 검색일: 2020. 9. 15.).

1.3. 연료 가격
에너지 시설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는 연료의 가격이다. 얼마나 낮
은 비용으로 연료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에너지 시설이 경제성이 결정된다.
연료로 사용하는 산림 바이오매스에는 목재칩과 목재펠릿이 있다. 이용 사례에
서 보면 목재펠릿은 농산촌 지역에서 사용하기에 너무 비싼 연료이다. 따라서 분
석에서는 기본적으로 목재칩 이용을 가정하였다. 제3장의 이용 사례도 대부분 목
재칩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목재칩의 가격은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차이가 있다. 산지(山地) 여건에 따라 수
집비용에 차이가 있고, 제조업체의 위치에 따라 운반비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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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목재칩의 가격에도 큰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납품 업체의 비용 구조를 살펴보면 <표 5-5>와
같다. 그동안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는 반출에 높은 비용이 소요되어 임지에 방
치하였다. 이러한 산림 바이오매스는 RPS 제도에 따라 발전용 수요가 높아졌는
데, ‘수집→소운반→파쇄→상차→대운반’의 공정을 거쳐 납품한다. 소요 비용은
대략 톤당 10만 원에 이르지만 가격은 톤당 6만~7만 원이므로 적자를 본다. 이 때
문에 실제 벌채가 진행되는 것은 임목수확 여건이 매우 양호한 곳에 한정된다. 게
다가 여기에는 입목가격과 벌목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표 5-5>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유통비용
구분
ha당 단가(원)

파쇄

상차

1,500,000

수집

1,500,000

935,000

165,000

990,000

5,090,000

30,000

30,000

18,700

3,300

19,800

101,800

단위비용(원/톤)

소운반

대운반

원가

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ha당 50톤 발생을 기준.
자료: 업체 조사 자료(강원도).

한편, <표 5-6>은 사유림에서 바이오매스를 수집하여 제조 시설로 납품하는 사
례를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다. 산림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입목매입비는 톤당 1만
원 이하이며, 벌목 후 임목을 파쇄장까지 운반하는 비용은 보통 2만 7,000원으로
책정된다. 반출한 임목을 1차 파쇄하여 제조시설로 납품하기까지 대략 8만 8,000
원으로 나타났다.

<표 5-6>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유통비용
구분

입목
매입비

벌목비

단위비용(원/톤) 9,000 14,000

하산집재
임내 소운반
대운반
합계
현장 파쇄
(산→임도) (임도→파쇄장)
(임지→제조시설) (부가세 별도)
12,000

15,000

22,000

16,000

88,000

자료: 산림청(2020b: 56).

발전에 쓰이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의 가격은 보통의 원료재보다 더 높다.
수집·선별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발전사업자는 보일러의 이물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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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계와 회분 요소에 대한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품질을 요구한다. <표 5-7>은
발전소에 납품하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의 2차 제조원가를 분석한 것이다. 발
전용 목재칩 제조공정은 ‘입고→1차 파쇄→1차 선별(철편, 돌 등)→건조→2차선
별(흙, 미분)’의 과정을 거친다. 조사에서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의 연료용 목
재칩 제조원가를 149,000원/톤으로 산정하였다(산림청 2020b: 69). 한편,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의 목재펠릿 가격은 34만 원/톤으로 산정하였다(산림청 2020b:
70-75).

<표 5-7> 발전용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제조 원가
구분
비용(원/톤)

원재료비

인건·노무비

85,494

4,000

제조경비
24,750

판매관리비

제품운반비

2,650

25,000

기업이윤
7,095

발전소
도착가
148,989

자료: 산림청(2020b: 69).

산림 바이오매스를 지역 에너지로 이용한다는 것은 지역에서 생산한 연료를 지
역에서 소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림 바이오매스의 수집·유통에서 대운반 단
계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목 매입→벌목→소운반→파쇄’로 공정
을 줄이는 것인데, 비용은 7만 2,000~7만 8,700원으로 산정된다. 여기에 기타 관
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목재칩 가격을 톤당 9만 5,000원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지
형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작업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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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에너지 이용의 수입-지출 분석
2.1. 시설 개요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의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산림청은 연 2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는데 2020년 강원도 원주시
와 전북 완주군을 선정하였다. 시설 개요의 발전 설비와 칩 보일러 사양을 기초로
물리적인 전기 및 열 효율을 가정하였다.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은 농산촌의 풍부한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난방과
전기를 생산·공급하여 지역의 에너지 자립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설
비는 목재칩 보일러(400kW)와 발전 설비(70kW)이다. 발전 설비를 가동하는 과
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증기를 이용하여 열도 공급한다고 가정하였다. 여기
에 더하여 연료공급 설비(목재칩 저장창고, 건조시설, 운송장비, 파쇄장비), 열공
급 설비(열배관 2.5kW, 열교환기 50개, 배전 및 사무실)로 구성된다. 칩 보일러가
생산하는 최대 열량은 시간당 344Mcal이며,24) 농촌 가구의 평균 열 수요량
4,069kcal/hr를 가정하면 대략 80여 가구에 열을 공급할 수 있다. 운영 수지 분석에
서는 목재칩 보일러와 발전설비를 구분하여 다루었다.

<표 5-8>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의 시설 개요
구분

사양

비용(백만 원)

발전 설비

70.0kW

600

칩 보일러

400.0kW

480

연료공급 설비

목재칩 저장창고, 건조시설, 운송장비, 파쇄장비

1,400

열공급 설비

열배관(2.5km), 열교환기(50개), 배전 및 사무실

1,680

주: 사업비는 44억 2,600만 원(국비 50%, 지방비 50%)이지만, 설계비, 인허가비용, 열공급설비는 제외하였음.
자료: 산림청(2020d)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워크숍’ 자료.

24) 1kW = 860k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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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설 운영의 고정비용
에너지 시설을 가동하는 데 고정비용이 소요되고 이는 시설의 경제성에 큰 영
향을 미친다. 고정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보험료, 경상인건비를 포함
하였다. 에너지 시설의 운전기간을 25년으로 설정하고 25년 후 잔존 자산가치
50%를 가정하여 감가상각비를 설정하였다. 적어도 운전기간 종료 후 시설의 갱
신비용을 자체로 적립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보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
기타 고정운영비는 선행연구(안연수 2018; 서길영 외 2012)와 화천 산림바이오매
스센터의 사례를 참고하였는데, 연간 유지·보수비는 투자비의 0.5%로 설정하고,
보험료는 투자비의 0.23%를 적용하였다. 시설 운영의 인건비는 1인 연 2,000만 원
으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하여도 연간 고정비용은 8,770만 원이다.
열과 전기 판매가는 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 정보 <표 5-3>와 전력거래소 재생
에너지 거래 정산금액 <표 5-4>를 이용하였다.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외부사업 인
증실적의 거래가격 <그림 2-9>를, REC 가격은 <그림 2-10>을 이용하였다. REC에
는 가중치 1.0을 적용하는데, 국비 보조를 받은 사업에는 그만큼 줄이기 때문이다.
목재칩의 발열량은 2,666kcal/kg으로 가정하는데, 보통 품질을 기준으로 하였
다. 연료의 함수율에 따라 발열량은 달라질 수 있다.
<표 5-9> 경제성 분석의 기준
구분

적용

구분

적용

전기 효율

20.0%

소내 소비율(전기)

20.0%

열 효율

75.0%

소내 소비율(열)

4.0%

보일러 가동률

70.0%

운전기간

25년

전기 판매가

120.0원/kwh

탄소배출권

40,000원/t-CO2

열 판매가

65.2원/Mcal

연간 유지보수비

투자비의 0.5%

목재 칩 가격

95,000원/톤

보험료 등

투자비의 0.23%

목재 칩 발열량

2,666kcal/kg

초기 투자(국고보조 50%)

2,213백만 원

REC(1.0 적용)

44.3원/KW

인건비 1인

연 2,000만 원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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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운영의 수입-지출 분석
2.3.1. 종합적인 운영 수지 분석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을 확산하려면 지자체 입장에서 투자가치를 인식해야 한
다. 국고 보조 50% 조건에 지방비 50%를 투자하여 열병합 발전 시설을 조성하여
열과 전기를 판매하였을 때 수입과 지출을 따져 내부투자수익률과 순현재가를 분
석할 수도 있다. 단순한 조건으로 간단히 분석하였을 때 내부투자수익률은 음(-)
으로 나왔고, 순현재가도 음(-)으로 나왔다. 초기 투자비가 높기 때문이다. 현재 상
태에서 투자하여 수익을 얻기에 적절한 사업은 아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
자체는 에너지 이용을 통해 숲가꾸기를 비롯한 산림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일자
리를 만들거나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탄소중립 기여 및 에너지 비용의 내부화를 기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은 조성 이후 마을기업의 형태로 20년 이상 운영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다. 마을기업이 참여하고 운영을 지속하려면 수익까지는 아
니더라도 적어도 비용을 감당하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익의 일부를 적
립하여 운전기간을 종료하고 갱신 비용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포함하여
적어도 연간 순편익이 0 이상은 되어야 한다. 초기 시설 투자비는 국고와 지방비
보조로 확보하므로 매립 비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에너지 시설 운영의 수입과 지출을 분석하여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요구되는 조건을 검토하였다. 초기 시설비를 매립비용으로 보고 연
간 운영 수지가 (+)라면 운영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서 REC 판
매는 당연히 수입으로 포함하지만, 탄소배출권은 포함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분하였다. 다만, 탄소배출권은 보일러의 열 공급에만 적용하였다. 재생에너지
원 발전에는 REC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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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은 가동률 70%, 목재칩 가격 95,000원의 조건에서 에너지 시설의 운
영 수지를 분석한 것이다. 전체로 보아 에너지 판매 수입은 연료비용과 고정비용
을 초과하므로 시설가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동률 70%를 가정
하였을 때 열 판매량은 3,354Gcal이었다. 이 정도의 열량이라면 농촌 가구 난방 에
너지 소비량을 연간 6,000Mcal으로 가정하여 560가구에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 시설이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은 제한적이고, 가구의 에너지 소비도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리고, 가동률 70%는 상당히 높
은 수준임을 생각해야 한다. 에너지 시설 운영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높은 가동
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조건이다.
<표 5-10> 에너지 시설 운영의 연간 수지 분석
수입
전기

343.4 발전기 목재칩

사용량(톤)

판매단가(원/kwh)

120.0

단가(원/톤)

95,000.0

41,208.0

비용(천 원)

65,768.5

판매수입(천 원)
열(발전기)

지출

판매량(MW)

판매량(Gcal)

1,328.9

판매단가(원/Mcal)
판매수입(천 원)
REC

65.2
86,644.3

단가(천 원/MW)
판매수입(천 원)

열(보일러)

44.3
15,212.6

판매량(Gcal)

2,025.0 보일러 목재칩

판매단가(원/Mcal)
판매수입(천 원)
탄소배출권

판매수입(천 원)

65.2

탄소배출권 미포함
(탄소배출권 포함)

사용량(톤)

1,055.0

비용(천 원)

100,225.0

132,030.0
25,818.9 감가상각비(천 원)

49,600.0

유지보수비(천 원)

12,400.0

보험료 등(천 원)

5,704.0

인건비(천 원)
합계(천 원)

692.3

275,094.9 합계(천 원)

20,000.0
253,697.5

(300,913.8)

주: 70% 가동률.
자료: 저자 작성.

수입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기 판매 13.7%, 열 판매 72.7%(보일러 열 43.9%,
발전기 잠열 28.8%), REC 판매 5.1%, 탄소배출권 판매 8.6%이다. 수익성 개선에
서 열 공급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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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전기 부문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은 발전설비와 칩보일러를 구분하여 가동하므로 각각의
운영 수지를 분석하였다. 발전기의 운영 수지는 <표 5-11>과 같이 나타났다. 발전
기를 운영하여 전력과 REC 판매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증
기를 이용하여 열 판매도 가능하다. 그러나 전력과 REC 판매 수입은 5,642만 원인
데 이는 연료비용 6,577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산림 바이오매스는 전력생산에
서 효율성이 낮기 때문이다. 전력 판매만으로는 시설 가동을 지속하지 못한다.
따라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열을 판매하여 수익성을 보완해야 한다. 그러나
여름에 열 수요가 없을 때도 발전기는 가동을 중단하기 어렵고 부수적으로 발생하
는 열의 판매처를 찾지 못하면 그냥 폐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도 에너지 시설
의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표 5-11> 발전기 운영(전기+잠열) 의 연간 수지 분석
수입
판매량(MW)
전기

판매단가(원/kwh)
판매수입(천 원)

REC

잠열(발전기)

단가(천 원/MW)

지출
343.4

95,000.0

41,208

비용(천 원)

65,768.5

44.3
15,213

판매량(Gcal)

1,328.9

판매수입(천 원)

692.3

단가(원/톤)

판매수입(천 원)
판매단가(원/Mcal)

사용량(톤)

120

목재칩

65.2
86,644

주: 70% 가동률, 고정비용 제외.
자료: 저자 작성.

2.3.3. 열 부문
전기 시설과 달리 열을 생산하는 보일러의 운영 수지에서 판매 수입은 연료 비
용을 초과한다<표 5-12>. 열 공급은 수요가 없을 때 보일러 가동을 중지하거나 줄
일 수 있어 수요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130 |

<표 5-12> 열 부문의 연간 수지 분석
수입

지출

판매량(Gcal)
열(보일러)

2,025.0

판매단가(원/Mcal)

65.2 목재칩

판매수입(천 원)

132,030

사용량(톤)

1,055

단가(원/톤)

95,000

비용(천 원)

100,225

주: 70% 가동률, 고정비용 제외.
자료: 저자 작성.

2.3.4. 목재칩과 목재펠릿 비교
동일한 조건에서 목재펠릿(32만 원/톤, 발열량 4,500kcal/kg)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였다<표 5-13>. 목재펠릿은 무게당 발열량이 높으므로 연료 사용량은 줄
어들지만 연료비용은 3억 3,120만 원으로 상승한다. 에너지 판매 수입으로 연료비
용도 감당하지 못한다. 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면 에너지 시설의 가동은 중단
되고 말 것이다. 이는 기존 산림탄소순환마을 사례에서도 나타났다. 산림 바이오
매스를 지역 에너지로 이용하는 데는 목재칩과 같은 저가공 연료가 바람직하다.
<표 5-13> 목재칩과 목재펠릿의 연료비용 비교
열 판매량 열 판매액 전기 판매량 전기 판매액 REC 판매액
(Gcal/연) (천 원)
(MWh/연)
(천 원)
(천 원)

판매수입
(천 원)

목재칩
사용량
(톤)
1,747

3,354 218,674

343

41,208

15,213 275,095

단가
(원/톤)

연료비용
(천 원)

95,000 165,965
목재펠릿

1,035 320,000 331,200
주: 70% 가동률.
자료: 저자 작성.

2.3.5. 가구 수요만 고려하는 경우
목재칩 보일러의 용량은 400kW인데, 이를 열량으로 환산하면 344Mcal이다.
가구당 이용량을 4,609kcal/hr이라고 하면 대략 84가구에 공급할 수 있다. 가구에
서 여름의 열 수요가 없기 때문에 여름 6개월을 정지한다고 보면 에너지 시설의 가
동률은 50%이다. 또, 봄과 가을에 열 수요가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가동률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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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진다. 참여 가구의 이탈도 고려해야 한다.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면 가동률은
50% 이하로 내려간다. 뒤에서 다루지만 가동률 50% 이하에서 에너지 시설의 경
제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2.4. 정책 개입의 효과 분석
에너지 시설의 운영 수지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조건은 가동률과 목재칩의 가
격이다. 앞의 분석에서는 가동률 70%, 목재칩 가격 95,000원/톤을 가정하였다. 앞
에서도 언급하지만 가동률 70%의 가정은 상당히 높다. 이 가정은 지역 여건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 목재칩 확보 방법과 임업 여건에 따라 목재칩의 가격도 달라질
것이다. 두 조건을 조정하면서 연간 순편익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2.4.1. 가동률의 변동
<표 5-14>는 가동률과 목재칩 가격을 변동하면서 연간 순편익의 변화를 산출
한 것이다. 가동률이 40% 이하로 낮아지면 시설 가동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
다. 연간 순편익이 음(-)임에도 가동을 지속하려면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등을 추
가로 보조해야만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듯이 농산촌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면
가동률 50%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 가동률 50 % 이하에서 에너지 시설의 지속
적 가동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표 5-14> 에너지 시설의 연간 순편익 분석
단위: 천 원
목재칩 가격(원/톤)
60,000
80,000
100,000
150,000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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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9,641
-10,328
-30,297
-80,219

가동률 (수요량)
50%
60%
33,977
58,314
9,016
28,360
-15,945
-1,593
-78,348
-76,477

70%
82,650
47,704
12,758
-74,606

에너지 시설의 가동률을 높이려면 새로운 수요를 개척해야 한다. 그러나 농산
촌에서 열 수요를 새로 개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열 수요가 많은 공공시설
이나 농업시설 등을 수요처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4.2. 목재칩 가격 인하
에너지 시설의 경제성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연료 비용
이다. <표 5-14>를 보면 가동률이 60%로 낮아졌을 때 목재칩 가격 10만 원 이상에
서 에너지 시설 운영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목재칩 가격을 낮추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목재칩 가격을 낮추려면 임목 수집·운반 시스템을 효율화해야 한다. 외지의 목
재칩 가공업체에서 구입하는 형태로 연료 비용을 절감할 수는 없다. 임도를 확충
하고 운반 체계를 개선하여 수집·운반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
어 조민재(2018: 103)는 산림 바이오매스의 저비용 공급을 위해 단목수집 시스템
보다는 전목수집 시스템을, 임지 현장파쇄후 운송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화
천군 산림바이오매스센터는 인근 국유림의 도움을 받아 직접 벌채하여 연료를 확
보하기도 한다.
다만, 여기에서 목재칩 비용은 지역주민에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지역의 원목생산업자에게 지불되고 원목생산 노동자에게 지불되고 일부는
산림소유자에게 지불될 것이다. 화석연료와 달리 그만큼 돈이 지역에 머문다.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려면 지역 임업인 등의 참여
가 중요하다. 소규모 산림소유자들이 직접 자기 산에서 임목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에너지 비용이 직접 산주에게 지불될 수 있다. 지역 임업인과 산주
의 참여로 에너지 시설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면 지역 밖으로 나가던 비용
을 지역에 머물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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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탄소배출권 반영
화석연료 대체 효과를 인정받아 탄소배출권을 판매하는 것도 수익성을 개선하
는 데 꼭 필요하다. 탄소배출권은 2020년 기준 이산화탄소 톤당 4만 원에 거래되
며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에서 다룬 보일러 생산 열량을 기준으로 동일한 열량을 생산하는 데 등유
(화석연료)를 이용한다면 258,189리터가 필요하다.25) 가격으로 환산하면 2억
4,347만 원이다. 등유는 모두 수입에 의존하므로 그만큼 수입을 대체하였다고 평
가할 수 있다.
등유를 사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45tCO2로 산정된다. 산
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은 등유 사용을 대체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근본적
으로 억제한다. 이것이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의 환경 편익이다. 그 효과를
탄소배출권으로 판매한다면 2,582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이는 에너지
시설의 운영 수지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표 5-15>은 <표 5-14>의 에너
지 시설 연간 순편익 분석에 탄소배출권 판매를 포함한 것이다. 화석연료를 대체
한 만큼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면 연간 순편익은 크게 개선된다.
<표 5-15> 탄소배출권을 포함한 연간 순편익 분석
단위: 천 원
목재칩 가격(원/톤)

가동률 (수요량)
40%

60,000

50%

60%

70%

24,395

52,420

80,444

108,469

80,000

4,426

27,458

50,491

73,523

100,000

-15,543

2,497

20,537

38,577

150,000

-65,466

-59,906

-54,347

-48,787

주: 탄소배출권 가격은 4만 원/tCO2으로 함.
자료: 저자 작성.

25) 등유의 발열량은 8,170kcal/ℓ이고, 등유 1ℓ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0.00250tCO2임. 등유 가
격은 943원/ℓ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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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열 가격 보조 효과
열 공급가격을 올리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하여 결정되
므로 쉬운 방법은 아니다. 분석에서는 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 가격을 사용하였는
데, 농촌의 소규모 열공급 시설이 지역난방공사와 직접 가격경쟁하는 것은 어려
우므로 어느 정도 가격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원 전기에 적용되는 REC 개념을 재생에너지원 열에도 적용하여 그
에 상응하는 보조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RHI(Renewable
Heat Incentive)는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와 화석연료 이용설비의 비용 차이를 보
상하는 열 차액지원제도이다.
<표 5-16>은 목재칩 가격 톤당 10만 원의 조건에서 열 보조금을 추가하는 경우
의 연간 순편익을 분석한 것이다. 현재 전기에 적용하는 REC 가격을 동일 열량으
로 환산하면 대략 50원/Mcal인데, 이를 열 판매가격에 추가하면 에너지 시설의 연
간 순편익은 대부분 양(+)으로 전환된다.26) 또 다른 방법으로 지역난방공사의 열
요금과 등유 가격의 차액을 열 보조금으로 계산하면 42원/Mcal이다. 이 정도의 열
판매가격 지지에도 에너지 시설의 연간 순편익은 크게 개선된다. 다음 절의 실물옵
션을 이용한 경제성 분석에서도 열 보조금이 투자의 경제성을 제고한다고 하였다.
<표 5-16> 열 보조금 지급에 따른 연간 순편익 분석
단위: 천 원
구분

열 보조금
(원/Mcal)

탄소배출권 미포함
목재칩 가격
10만 원/톤

10
20
30
40
50

40%
-18,725
-7,154
4,418
15,990
27,561

가동률 (수요량)
50%
60%
-1,481
15,764
12,984
33,122
27,448
50,479
41,913
67,836
56,377
85,194

70%
33,009
53,259
73,509
93,760
114,010

주: 열 가격을 65.2원/Mcal로 함. 이는 지역난방공사의 가정용 열 가격임.
자료: 저자 작성.

26) REC 가격을 44,300원/MWh이라 하면, 1MWh는 열량 환산하여 860Mcal이므로 51.5원/Mcal
으로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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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물옵션을 이용한 경제성 분석
3.1. 이론적 배경
3.1.1. 실물옵션의 기본개념
보다 정밀한 경제성 평가를 위해 실물옵션(real options) 이론을 응용하였다. 실
물옵션은 선택 문제를 경제성 평가에 적용한 방법이다. 올바른 투자 선택을 위해
객관적 경제성 평가 모형이 필요하며, 실물옵션 이론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도구로 여겨진다(박호정 2018). 경제성 평가는 특정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
익 항목을 정량적으로 비교하여 사업의 투자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전통
적으로 순현재가치법(NPV)이 널리 활용되며, NPV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이를
응용한 B/C 방식, 내부수익률 등이 도입되었다. 시기에 따라 사전적 비용편익 분
석과 사후적 비용편익 분석으로 구분된다(박호정 2018).
다양한 비용편익 분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물옵션 방법이 필요한 이유는
투자 수익의 불확실성과 비가역성으로 미래의 현금 흐름과 변동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투자 결정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노출될 수 있는 시
장의 불확실성과 매몰비용 성격의 초기 투자비에 따른 기회비용 등 다각도의 상황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실물옵션 이론은 금융옵션에서 출발한 방법으로 금융자산에 투자 의사를 결정
하는 것과 같이 실물자산 투자 결정을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 전통적인 순현재가
치법은 미래의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시장
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확실등가성모형, DTA 방식, 몬테카를로 시뮬레이
션 등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었으나 사건 발생의 확률 선정에 대한 임의성, 사업 진
행 경과에 따른 다양한 의사결정을 고려하지 못하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박
호정 2018). 실물옵션은 이러한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며 유연성과 확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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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강력한 분석도구이다.
순현재가치법에 따르면 사업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같
거나 큰 사업의 경우 투자가 타당한 것으로 간주되며, 음(-)의 값이 나타나면 사업
은 투자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물옵션에서는 불확실성하에서
의사결정자가 가질 수 있는 유연한 의사결정의 가치를 인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콜옵션(Call option) 가격결정 모형을 도입하여 산림에너지자립마을 계획의 투자
결정을 분석하였다. 옵션가격결정 모형, 실물 옵션과 순현재가치법의 차이 등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도출 방식 등은 Dixit and Pindyck(1994)의 연구를 참조하였
다. 박호정(2018)이 간략하게 설명한 순현재가치법과 실물옵션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순현재가치법에 따라 NPV가 0 이상인 사업은 당장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시간에 따른 순수입 현금흐름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의사결정
을 연기하여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도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있
다. 기간을 연기하여 투자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순현재가치가 지금 당장 투
자할 때의 순현재가치보다 높다면 기다림의 가치가 발생하고, 이 값이 양(+)의 값
을 가지면 투자를 연기하는 것이 최적 전략이다.
실물옵션 모형의 분석은 순현재가치법보다 수리적으로 복잡하며 시간이 이산
환경일 경우와 연속환경일 경우에 따라 다른 분석 방법을 적용한다. 시간(t)의 변
화가 0에 가까운 연속환경일 경우 해를 찾는 데 확률 미분방정식에 의존하기 때문
에 복잡한 도출과정과 수치 해석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변화( )를 연(year)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이산환경 분석에 적용되는 이항옵션모
형을 사용하였다. 이항옵션모형은 확률 미분방정식에 비해 수리적인 복잡성이 덜
하고, 결과를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1.2. BDT(binomial decision tree)를 활용한 이항 모형
비용 편익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이항모형에 자주 이용되는
BDT 방식을 활용하여 에너지 시설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에너지 시설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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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직면하는 가장 큰 불확실성은 연료 비용이다. REC 가격도 변동하지만 추세를
보면 많이 낮아졌고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가정하였다.
국산 목재칩 가격은 현재 톤당 95,000원이며, 원목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연료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이 증가하고, 연료 가격이 상승하면 수익
이 감소한다.     을 현재의 목재칩 가격으로 가정하면  노드(node)의 목재
칩 가격은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n은 시간(year)의 변화를 의미하며,
i 는 가격상승 단계(upward price movement)를 의미한다. 목재칩 가격 변동성을 
 

라 하면, 목재칩 가격의 상승(U) 및 하락(D) 폭은    ,    로 계산된다
(Guthrie 2009). 이때 는 시간 간격을 의미한다. 목재칩 가격은 이항나무
(Binomial Tree)를 통해 전개할 수 있으며, 만기가 2일 경우 시간 변화에 따른 목재
칩 가격은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목재칩 가격 움직임의 이항나무 전개

자료: 저자 작성.

목재칩 가격은  의 확률로 증가(U)하거나,    의 확률로 하락(D)한다. 사업의
가치(S)도 상승하거나 하락한다. 무위험 할인율 , 옵션행사까지의 만기  , 사업
의 초기 투자이용이  인 사업의 가치를 실물옵션으로 평가하기 위해 만기부터 시
작하여 역의 진행 방향으로 계산한다. 만기의 옵션가치는 max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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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의 옵션가치는 max                 로 계산된다. 이 같
은 방식으로 역의 진행방향으로 각 노드의 옵션 가치를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에서 사업의 옵션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노드의 개수를  이라 하면 이항옵

션의 가치를 결정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max        

<식 5-1>



3.1.3. AR(1)을 활용한 평균회귀(Mean-reverting) 과정
목재칩 가격의 상승폭(U) 및 하락폭(D)과 실질적 상승확률(P) 및 하락확률
(1-P)를 구하기 위해 AR(1)을 활용한 평균회귀 과정을 활용한다. 실물옵션 모형
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확률 프로세스는 기하학적 브라운 과정(Geometric
Brownian motion: GBM)과 평균회귀(Mean-reverting) 과정이다. GBM는 랜덤워
크(random walk)를 가정하여 표류율(drift-rate)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격 움직임이
무작위 행보와 같다고 가정하며, 어떤 수준으로 회귀하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평균회귀가정의 경우 장기 추세선을 이탈하였을 때 다시 회귀하는 성질을
가정하기 때문에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원자재 가격 등을 기초
로 하는 사업을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Guthrie 2009).
본 연구는 Guthrie(2009)와 같이 대표적인 평균회귀 과정인 온스타인-율렌백
(Ornstein-Uhlenbeck) 프로세스를 목재칩 가격의 변동성을 추정하는 확률과정으
로 정의하였다. 만일 자연로그를 취한 목재칩 가격( )이 <식 5-2>와 같은 AR(1)
과정을 따른다면  시점에서 다음  시점 사이의 가격 변화는 <식 5-3>과 같은 평
균과 분산을 가지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식 5-2>

        
 ∼  




    ∼                 




<식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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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3>에서  는 평균회귀율(rate of mean reversion),  는 장기적 추세,  는 변
동성을 의미한다. <식 5-2>의 과정에서 가격  는 평균    , 분산  의 정규분
포를 따른다. Guthrie(2009)에 따라 <식 5-4>와 같은 정규화 매개변수를 계산할
수 있다.
 ln   


  ,


  ln   




  





 
,



ln   



 
 


  

<식 5-4>

정규화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가격 상승폭  와  를 도출하는 과정은 <식 5-5>
와 같다.




    
 ,     


<식 5-5>

또한  노드에서 가격의 실질적 상승확률은 아래와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여기에
서     은 앞서 설명한  노드의 목재칩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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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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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결과
3.2.1. 전력생산에만 REC 인정
실물옵션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의 유연성을 고려한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
설의 투자가치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앞절에서 이용한 자료를 동일하게 이용하
였다. 동일한 자료를 활용하지만 실물옵션 가치법은 투자자가 적절한 목재칩 가
격이 발생하지 않을 때 투자를 연기하여 적절한 시기에 투자할 수 있는 유연성을
허용하여 목재칩 가격의 변동성을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순현재가치법과 마찬가지로 투자의 주체는 지자체이며, 국고 보조 50% 조건에
지방비 50%를 투자하여 열병합 발전시설을 건설한다고 가정하였다. 사업기간은
25년이며 수익은 열과 전기 판매 수입과 REC 판매 수익, 지출은 초기시설 비용과
매해 발생하는 연료비, 유지보수비, 보험료 및 인건비 등이다. 매해 발생하는 비용
에서 유지보수비, 보험료 및 인건비 등은 고정된다고 가정하며, 목재칩 비용은 이
항나무 전개과정을 따라 상승하거나 하락함을 가정하였다.
목재칩 가격의 상승폭(U) 및 하락폭(D)과 실질적 상승 확률(P) 및 하락 확률
(1-P)를 구하기 위해 1994~2019년의 국내 원목 가격 데이터를 활용하여 AR(1) 계
 
 및 정규화 매개변수 
 
 를 도출하였다. 국내 가격을 활용한 이유는 목재
수

칩 가격을 별도로 수집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재칩 가격
은 원목 가격과 일반적으로 비례하기 때문에 변동성을 추정하기 위한 데이터로 대
신 활용하였다. 여기서 목재칩은 지역 에너지 이용의 취지에 맞게 국산 목재칩만
을 가정한다. 수입 목재칩과 대체 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식 5-2>의 AR(1)
모형에 따라 도출된 평균 회귀 과정을 위한 매개 변수와 이를 통해 도출된 상승폭
및 하락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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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7> 평균회귀과정을 위한 기본 계수
계수

설명

값




평균회귀율

0.65




장기추세선

11.27




변동성

0.17

U

상승폭

1.12

D

하락폭

0.82

자료: 저자 작성.

도출된 U, D 와 <식 5-6>을 이용한 기간별 목재칩 가격의 움직임과 실질적인 상
승 확률 P는 <그림 5-2>와 같다.
<그림 5-2> 이항모형 적용 목재칩 가격 변화 및 실질 상승 확률
13146
0
8861
0
.
.
.

172
0
141
0
116
0
95
0

116
0
95
0

78
0.17

78
0.17

........

24
0.17
16
0.6
.
.
.
2
1

64
0.41
53
0.65

1
1
기간

0

1

2

3

........

주: 흰 칸은 실질적 상승 확률 P, 회색 칸은 각 노드당 나타날 수 있는 목재칩 가격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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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자체는 지금 당장 투자하거나, 목재칩 가격이 적절한 수준으로 하락하기를
기다려 투자를 다음 기로 연기할 수 있다. 25년 투자기간을 가정할 경우 옵션 만기
인 마지막 연도의 옵션가치는 max     이다. 이때 K는 투자비용을,  
는 목재칩 가격 변동성을 고려한 수익의 현재가치이다. 만기 전의 옵션 가치는
max                   로 계산되며 다음 기로 투자결정을 미루

었을 경우의 기대 수익과 당장 투자할 경우의 수익 중 큰 것을 선택한다. 이때 수익
은 순현재가치법과 마찬가지로 열과 전기 판매수입 및 전기 REC 판매수입에서
운영비용을 제한 값이다. 이항모형을 위한 변수는 다음과 같다. 각각 변수의 값은
순현재가치법에서 적용된 값과 같다.
<표 5-18> 실물옵션 가격결정 모형을 위한 변수
계수

설명



발전설비에서 얻어지는 수익



설비 투자비용



무위험 이자율



프로젝트 기간



시점 간 간격(1년)

자료: 저자 작성.

실물옵션 가격결정 모형을 이용하여 평가한 투자가치는 0이며, 경제적인 득실
만을 고려하였을 때 순현재가치법을 이용한 경제평가와 마찬가지로 현 상태에서
투자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의사결정이다.27) 현재와 같이 REC를 전기에만 지급
하고 설비투자에 국가 보조 50%를 가정하였을 경우 목재칩 가격이 매우 낮은 조
건(예: 톤당 2,000원)에서도 투자가치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27) 순현재가치법을 이용한 결과는 <표 5-10>을 참조함. 이때의 NPV는 탄소배출권을 고려하지 않은
NPV이며, 옵션가격 결정모형에서도 탄소배출권을 고려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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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9> 실물옵션과 NPV를 이용한 경제성 평가 결과
구분

값

순현재가치법을 이용한 NPV

-₩2,086,258

실물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이용한 옵션의 가치

0

자료: 저자 작성.

3.2.2. 전력 REC와 열 보조금
현재 REC는 전력에만 인정하며 본 분석에서는 REC 가중치 1.0을 적용하여
44.3원/kW으로 판매함을 가정하였다. 그러나 목재칩 열병합 발전 시설은 전력보
다 열 생산에서 더 효율적이다. 유럽에서 목재칩은 주로 열 생산에 이용되며 우리
나라도 전력보다 열 생산에 목재칩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이
를 촉진하기 위해 열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
나 현재 열에 적정 보조금 기준을 도출한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실물옵션 가격결정모형을 활용하여 사업의 옵션가치를 0이상으로 만드는 적정
보조금을 산정하였다. 적정 보조금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응용하
였다.
만약 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에너지 시설 운영의 수익은 전기판매액과 열판
매액,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열 보조금과 전기 REC 수입의 합이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열 보조금에 따른 옵션가치 변화는 <그림 5-3>과 같다. 열에 보조금를 인정
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옵션가치는 0이나 보조금 기준이 상승할수록 사업의 옵션
가치는 증가한다. 옵션가치를 (+)로 전환시키는 보조금 기준은 0.0248원/kcal이
다. 보조금이 이보다 낮을 경우 사업의 옵션가치는 여전히 0이며 이를 기점으로
옵션가치가 (+)로 전환된다(<표 5-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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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열 보조금(원/kcal) 변화에 따른 옵션가치 변화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4>에서 열 보조금 변화에 따른 옵션가치 변화와 순현재가치법으로 계
산한 NPV를 비교하였다. 옵션가치가 (+)로 전환되는 0.0248원/kcal의 보조금을
지급하여도 NPV는 여전히 음의 값(-₩1,155,402)을 가진다. 따라서 전통적인
NPV 방식으로 평가하면 열 보조금 0.0248원/kcal에서도 여전히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은 수익성 없는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연성을 고려한 옵
션가치를 적용하면 열 보조금 기준 0.0248원/kcal 이상에서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
로 평가된다. NPV와 옵션가치의 차이를 불확실성의 가치(Value of uncertainty)라
하고, 이는 적정한 투자시기를 기다림에 따라 불확실성이 완화됨에서 발생하는
가치이며 기다림의 가치로 표현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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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열 보조금 변화에 따른 옵션가치와 NPV 변화 비교

자료: 저자 작성.

<표 5-20>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었다. NPV가 (+)로 전환되는 열 보조금
가격은 0.056원/kcal이며, NPV로 경제성을 평가할 경우 옵션가치법에 비해 보조
금을 2배 이상 올려야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0.0248원/kcal의 보조금을
가정하면 1년 열 판매량 2,531,289Mcal인 본 사업의 열 보조금 수령액은 6,278만
원이며, 0.056원/kcal의 보조금을 가정하면 연간 1억 4,175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투자조건에서 에너지 시설의 옵션가치는 0이며, 이는 NPV
를 통한 경제적 가치평가와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은 투자일 수 있다. 그러나 만
약 열 보조금을 0.0248원/kcal이라 하면 유연성을 고려한 옵션가치는 양의 값을
가지므로 투자할 만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열 보조금이 0.056원/kcal이라면 옵션
가치에서나 NPV에서 투자 가치가 있는 사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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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0> 열 보조금 기준에 따른 옵션가치 변화와 NPV 변화 비교
열 보조금 (원/kcal)

옵션가치

NPV

0

₩0

₩-2,086,258

0.01

₩0

₩-1,710,913

0.015

₩0

₩-1,523,240

0.02

₩0

₩-1,335,568

₩1,271

₩-1,155,402

0.025

₩2,306

₩-1,147,895

0.05

₩437,142

₩-209,533

0.055

₩569,459

₩-21,861

0.056

₩595,923

₩15,674

0.06

₩701,777

₩165,812

0.0248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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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6장

지역 에너지 이용 확대 방안

이 장에서는 산림 바이오매스의 지산지소형 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제시한다. 지역 에너지 이용의 관점에서 에너지 시설의 지속성 개선 방안
과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1. 지역 에너지 이용의 기본 방향과 과제
1.1. 지역 에너지 이용의 기본 방향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숲가꾸기 산물 등 임지잔재와 임목을 칩과 펠릿 형
태로 가공하여 보일러에서 태워 열 공급과 발전에 이용할 수 있다. 에너지 이용에
서 연료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과 밀착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는 지역의 임업 활성화와 저탄소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의 기본 개념은 <그림 6-1>과 같다. 에너지 시설은
원목을 파쇄하여 칩으로 가공한 다음 보일러에 투입하여 열 에너지를 생산한다.
열 에너지를 공공건물과 가구에 공급한다. 열 판매의 대금은 에너지 시설의 수입
이 되고 임목 대금을 지불한다. 임목 대금은 산주와 원목생산업자, 지역주민의 수
입이 된다. 열 소비와 연료 공급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에너지 시설의 운영에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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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여 전반적 공급망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지자체는 국가와 함께 시설비를 지
원하면서 공공건물의 열 소비자이고 산림계획을 수립·실행하여 바이오매스 연료
확보를 지원한다.
<그림 6-1>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의 개념

자료: 저자 작성.

그러나 이상과 달리 현실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도 많다.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
지를 지산지소하는, 소규모 분산형 지역 에너지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
은 기본 방향을 생각해야 한다.
첫째, 열 이용을 우선하는 것이다. 선진국 사례를 보아도 산림 바이오매스는 열
이용이 많다. 발전보다 열 이용에서 에너지 효율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제5장의
분석에서도 발전만으로는 연료 비용 이상의 수입을 얻기 어렵고 열병합 발전으로
열도 판매해야 수익성을 갖출 수 있었다. 또, 농산촌의 입장에서 높은 수준의 운영
기술을 요구하는 발전보다 열 공급 시설을 받아들이기 더 쉽다. 전기는 수급 불일
치 때문에 지산지소가 어렵고 한전의 전력계통에 판매해야 한다. 이에 비하여 열
공급은 수요 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 지역 에너지 이용에 적합하다.
둘째, 목재칩 이용이다. 목재펠릿이 가장 세련되고 사용하기 편리한 연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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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만큼 가격이 비싸다. 지산지소형 에너지로 이용하는 데 목재펠릿은 너무 비
싸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또, 목재펠릿은 제조시설을 만드는 데도 많은 비용
이 들고 기계장비도 대부분 수입해야 한다. 농산촌에서 감당하기에 너무 높은 비
용이 들고 기술 수준도 범위를 벗어난다. 이에 비하면 목재칩은 임지 현장에서도
쉽게 제조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낮다.
숲가꾸기 산물, 폐목재, 가로수 전지 산물, 수피 등 버려지는 바이오매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일러 선택에서도 이러한 저급재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선택해야 한다. 고품질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보일러에
서 저급재를 사용하면 고장나기 쉬우므로 보일러 선택에서도 이를 고려해야 한
다. 저급재를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 개발이 전제되어야 하고 사후관리
가 쉬워야 한다.
셋째, 에너지 시설의 경제성 확보이다. 에너지 판매 수입이 비용보다 낮아서는
에너지 시설 가동을 지속할 수 없다. 에너지 수요 조건과 비용 조건을 따져서 안정
적인 수익성을 확보해야 시설 운영자가 시설 가동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기존 저
탄소 녹색마을사업이 실패하게 된 데는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기 때문이
다. 에너지 시설의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안정된 수요 확보로 가동률을 높여야 하
고 연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한다. 에너지 수요와 연료 확보를 종합적으로 고
려해야 한다.

1.2. 문제점과 추진 과제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 임업 실현의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크지만 실제 적용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다
시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정리해 보자.
첫째, 에너지 수요 측면이다. 안정된 열 수요를 확보한 곳에서는 에너지 시설 운
영도 지속할 수 있고 만족도도 높다. 그러나 ‘저탄소 녹색마을’사업처럼 가구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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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하면 안정된 수요를 확보하기 어렵다. 기존 산림탄소순환마을 사업이
농산촌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변동성이 크고 유가 변동에 참여가구가 쉽게
이탈하는 경향을 보였다. 제5장의 400kW급 보일러의 경우 80여 가구가 참여하여
도 여름철 수요를 제외하면 연간 가동률 50%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
다. 에너지 시설을 운영하는 데 어느 정도 안정된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본의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의 수요를 우선 고려한다. 이처럼 공공기관, 지역의
복지시설 등을 안정적 수요처로 확보하고 농촌 가구를 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연료 비용의 측면이다. 기존 열 에너지 이용 사례를 보면 목재칩을 주로
사용하고 목재펠릿은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그렇지
만 목재칩의 가격도 낮은 것은 아니다. 가동률이 높지 않을 때 목재칩 가격이 톤당
10만 원 이상이 되면 에너지 시설의 가동을 지속하기 어렵다. 목재칩 가격을 낮추
는 것이 중요한데, 바이오매스 수집·반출의 효율성 제고, 임도의 확충, 지역주민
참여로 비용 절감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산지재해 예방 차원에서 임
지에 방치되는 산림 바이오매스를 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바
이오매스 에너지 순환림을 지정하거나 조성하여 저비용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
토할 수 있다. 산림소유자의 자영임업을 지원하면 연료 비용이 직접 산주 소득으
로 연결될 것이다. 다만, 목재칩 비용은 화석연료와 달리 지역 밖으로 누출되지 않
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비싸더라도 수용할 수도 있다.
셋째, 에너지 시설 운영의 측면이다. 에너지 시설의 운영을 지역주민에 완전히
맡기기에 무리가 있다. 열 에너지의 공공기관 수요를 확보해야 하고, 지역산림계
획과 산림사업으로 산림 바이오매스의 안정적 확보를 고려하면 지자체가 적극 참
여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공기관 수요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여 시범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에 바이오매스 연료 공급에 관
여하는 원목생산업자, 산림소유자 등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책 지원의 측면이다.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의 지원은 초기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시설 투자 지원뿐만 아
니라 바이오매스의 수집 비용 지원, 열 에너지 가격지지 등 공급망 전반을 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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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해 수요와 공급 전반을 지원
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정리하면 <그림 6-2>과 같다. 에너지 시설의 경제성을 높여
서 지속적으로 가동된다면 화석연료 대체에 의한 탄소중립 실현, 연료비의 지역
순환, 임업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2> 에너지 시설의 경제성 제고 방안과 기대효과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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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시설의 지속성 확보 방안
2.1. 안정적 수요 확보 방안
2.1.1. 공공기관 열공급 우선 확보
지역 에너지 시설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수요처
를 확보하는 것이다. 농산촌의 작은 마을에서 가구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확
보하는 것은 어렵다. 제5장의 분석에서도 80여 가구가 참여하여도 가동률 50%에
도달하기 어렵고 가동률 50% 이하에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게다가 유
류 가격이 변화하면 참여가구가 쉽게 이탈하기도 한다. 고령 인구가 많은 농산촌
에서 참여가구를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안정적인 열 수요 확보를 위해 지자체
청사, 공공 복지시설, 학교, 농협과 산림조합 등 공공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상
대적으로 열 수요가 많은 공공기관의 안정적 수요를 바탕으로 하여 농촌 가구에
열 공급망을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범정부로 추진하는 「탄소중립 2050」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참여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의 솔선
수범이 필요하다.

2.1.2. 적정 규모와 입지 선정
에너지 시설의 규모가 크면 시설 운영의 고정비용이 커진다. 고정비용을 감당
할 수 있을 만큼 가동률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에너지 수요 조건에 적합한 규모
를 선택해야 한다.
제5장의 분석에서 400kW급의 목재칩 보일러를 가정하였다. 이 규모라면 동시
80여 가구에 열과 온수를 공급할 수 있다. 화천 사례는 1,600kW급의 보일러를 도
입하여 초기에 77가구 참여로 시작하였으나 2017년 48가구로 줄었다. 시설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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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크면 고정비용 지출이 많아지므로 가동률이 낮아질 때 시설 가동을 지속하기
어렵다.
지역 에너지 시설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는 가동률이다. 시
설을 갖추면 가동과 상관없이 고정비용이 지출되므로 이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 가동률이 낮으면 연료 가격과 상관없이 지속할 수 없다.
지역의 열 수요를 고려해야 하고, 지역에서 연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면
밀히 검토하여 시설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집단 에너지 사업은 수요처마다
열을 배송해야 하므로 어느 범위를 벗어나면 열 손실이 커진다.
시설의 입지부터 열 수요가 많고 밀집한 곳을 선정해야 한다. 일본의 시와정 사
례<그림 4-6>, 우에노무라 사례<그림 4-11>은 이를 잘 보여준다. 공공기관, 사회
복지시설, 학교, 목욕탕 등 수요가 밀집한 곳에 설치하고 그에 적합한 규모를 선정
하여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연료 공급망을 검토하여 안정적으로 연료를 확보하고 저장하고 이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에너지 수요와 공급 조건, 연료 확보 조건을 하나로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2.1.3. 열 공급 가격 보조
제5장의 분석에서 열 공급 가격으로 지역난방공사의 가격을 사용하였다. 그러
나 농촌의 소규모 에너지 시설이 지역난방공사와 가격으로 경쟁할 수는 없다. 바
이오매스 에너지 시설의 확대를 위해 어느 정도 가격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정책은 발전 부문에 편중된 경향을 보이는데, 다양한 재
생에너지원 발전에 REC를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크게 확대한 바 있다.
대표 사례가 바이오매스 발전과 태양광 발전이다. 그러나 열 공급 부문도 기후변
화 대응과 에너지원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적지 않으므로 열 공급에도 그
에 상응하는 지원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열 공급은 지역별 수요·공
급 차이가 크고 공급량을 정확히 측정·검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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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과 달리 중앙에서 관리하는 공급망이 존재하지 않아 거래시장을 조직하는 것
도 용이하지 않다.
열 공급에는 적정 보조금으로 가격을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5장에서 다룬
에너지 시설의 경제성 분석에서도 50원/Mcal의 열 보조금에서 에너지 시설의 수
지를 개선할 수 있었으며, 실물옵션분석에서는 24.8원/Mcal의 열 보조금에도 투
자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 공급의 가격을 지지하는 보조금 제
도는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의 확대를 자극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2.1.4. 탄소배출권 등 추가 수익원 개발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은 화석연료를 대체하므로서 탄소배출
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판매하여 부가 수입을 올릴 수도 있다. 에너지 시설
의 수지 분석에서 보듯이 탄소배출권 판매는 시설 가동의 지속성에 큰 영향을 미
친다. 에너지 시설 운영에 이러한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나아가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지역 농산물 가공 또는 건조에 사용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마케팅 요소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를 확대함
으로써 지역의 이미지 개선과 홍보에 활용할 수도 있다.

2.2. 연료 비용의 절감 방안
2.2.1. 임도 확충과 효율적 임업 시스템 구축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과 같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시설이 들어오면 연료
를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산림 바이오매스의 연료
비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집과 운반비이다. 수집·운반비 절감에서
중요한 요소는 임도이다. 임도를 비롯한 산림경영 인프라를 확충한다면 임목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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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숲가꾸기 산물 수집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28) 집재 방법에서 단목 수집보다
는 전목 수집을 하고 임지 현장파쇄 후 운송하는 시스템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 가까운 곳에 바이오매스 집하장이 있어야 한다.
지역에서 수집·반출한 바이오매스를 구입하여 적재하고 건조하고 파쇄하는 시설
이 필요하다. 집하장을 중심으로 바이오매스 공급망을 갖추고 지역 산림계획을
수립·실행한다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육림과 임목 수확을 효율화하는 데
도 기여할 수 있다.
바이오매스의 연료 품질을 좌우하는 것은 함수율이다. 나무의 함수율을 낮추면
발열량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건조에도 비용이 소요된다. 장기간 자연 건조를 하
거나 에너지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건조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
다. 여기에도 다양한 궁리가 필요하다.

2.2.2.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 비용 보조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에는 산림작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많이 활용하는
데 산물 수집을 증대해야 한다. 그동안 비용 때문에 산지에 방치하였는데, 이는 산
불과 산사태를 비롯한 산림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바이오매스 연료의 가격을
낮추려면 수집·반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필요가 있다. 이 비용은 임
야에서 산불을 비롯한 산림재해의 원인이 되는 연료물질을 제거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 이 비용은 지역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데 소요
되는 비용이기도 하다. 숲가꾸기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
여 수집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다. 산림 폐잔재 외에도 농업부산물,
가로수 전정 등 다양한 연료원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산림 바이오매스의 지산지소 에너지 이용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연료 비용
을 안으로 돌리고 관련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 순환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이
28) 황진성 외(2016: 461)는 임도 시설에 따른 목재수확작업 비용 절감 효과를 평균 308천 원/km/연
으로 추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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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유럽 국가들은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의 각 단계를 보조한다.

2.2.3. 바이오매스 에너지 순환림 조성
원래 바이오매스 에너지 순환림은 백합나무 등 속성수를 식재하여 목재펠릿의
원료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지역에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
이 있다면 자체 연료 확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목재생산 임업의 수익성이 매우 낮고, 산림 수종이 대부분 참나무류를 비
롯한 활엽수림이므로 산림자원의 에너지 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참나무림을 에너지 이용 목적으로 경영한다면 천연갱신도 가능하여 조림·육림 비
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적절히 택벌을 적용하면 산림환경 훼손도 줄일 수 있다.
20~25년 주기에서 수확할 수 있으므로 산주 입장에서 순환도 빨라진다. 지역 산림
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숲가꾸기-수확-갱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한편, 휴경 농지에 단벌기 에너지림(short rotation coppice) 조성도 고려할 수 있
다. 안정적인 연료용재 수요가 있다면 휴경 농지에 버드나무를 비롯한 속성수를
조림하여 5~6년에 수확하여 목재칩으로 가공할 수 있다.29) 이는 농업분야 탄소중
립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2.2.4. 산주 및 주민 참여 유도
산주가 자기 산에서 직접 벌채하여 반출하였을 때 이를 구입하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연료 비용이 산주 소득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을 중심으로 산주의 자영임업을 지원한다
면, 이는 직접적으로 농산촌 주민의 추가 소득원이 될 수 있다.
일본에는 ‘키노에키 프로젝트’라고 하여 산주 또는 소규모 벌채업자들이 임목
을 가져오면 일정 금액으로 구입해 주는데, 전국에 100여 개가 분포한다(민경택
29) 민경택(2018)은 오스트리아 단벌기 에너지림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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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17: 125). 일본 시와정은 주민 봉사단체가 바이오매스 반출에 참여하는 경우
5000엔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러한 체제는 숲가꾸기에 주민 참여를 유도
하고 지역주민 참여형 임업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2.2.5. 지역임업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
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주와 원목생산업자, 국유림 관계자가 에너지 시설 운영
에 참여하여 수익을 공유한다면 연료비용 절감과 에너지 시설의 효율적 경영을 추
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연료 공급과 에너지 판매를 겸하면 한쪽의 이익을 줄일 수 있
고 연료 공급망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에너지 소비자가 되는 마을 주민들도
운영에 참여하여 수익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참여가 중요한데, 벌채와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계획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역 산림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그렇게 발생하는 임목 부산물 또는 임목을 지역에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이 지역
순환형 임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농산촌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
여할 것이다.
또,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업을 시작하면 기존의 에너지업체와 갈등할 수
도 있다. 이들도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업에 주주로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한
다면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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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개선 과제
3.1. 열 공급 지원 제도
산림 바이오매스의 지역 에너지 이용을 추진하는 데 시설투자 보조와 바이오매
스 수집 비용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에너지 이용의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전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재생
에너지원의 열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수요 측면의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
유럽은 열 공급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다
<표 6-1>. 독일의 재생 열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enewable Heat Obligation:
RHO)는 집단에너지 사업자와 건축물 소유자 등에 열 생산량 또는 열 소비량의 일
정 비율을 재생에너지원에서 조달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영국의 재생 열에
너지 차액지원제도(Renewable Heat Incentive: RHI)는 재생에너지 이용설비와 화
석연료 이용설비의 비용 차이를 보조한다. 또, 프랑스는 열기금(Heat Fund)을 조
성하여 재생에너지원 열 생산과 지역난방 개발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2020년까
지 5.5Mtoe 의 재생에너지 열 생산 지원을 목표로 한다(박연수 2019: 5).
<표 6-1> 독일 RHO와 영국 RHI 비교
구분

독일 RHO
신축 건물 소유주에게 전체 열 에너지 소비량 대
특징
비 일정 비율 이상 재생에너지 열원을 통해 생산
한 열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함
규제 및 지원 대상 50m2 이상 신축 건물
태양열,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수열·지열 등
대상 에너지원
자연 온도차 열펌프 설비
검증방법
1차 자체 서류 제출, 2차 샘플링 심사 후 인증발급

영국 RHI
화석연료 대비 높은 수준의 재생에너지 열 생
산 비용에 보조금을 지원함
2009년 7월 이후 설치된 상업운전 설비
태양열,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수열·지열
등 자연 온도차 열펌프 설비
열 생산 지점에 미터기를 설치하여 실측함

자료: 박연수(2019: 5)에서 재인용.

이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이러한 형태로 재생
에너지원 열 소비를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 2050’ 추진
을 위해 공공 부문에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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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열 공급 재생에너지 관련 계획 수립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정책은 발전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데,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려면 열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소비에서 열 이용이 적지 않고 이 부문에서 화석 에너지 의
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면 온실가스 감축 잠
재력이 상당할 것이다. 제4장에서 다루듯이 EU 국가들은 발전뿐만 아니라 냉·난
방에서도 재생에너지 이용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열 공급의 재생에너
지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보급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전략에
서 산림 바이오매스의 열 이용이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
려면 산림 바이오매스 열 공급 시설이 지속적으로 가동되고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
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3.3. 기술개발
3.3.1. 바이오매스 보일러의 국산화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의 경제성을 저하시키는 요소는 높은 초기 투자비
와 유지관리비이다. 국산제품의 보급이 아직 많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유럽산 제
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바이오매스 보일러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일부 국내업체
가 목재칩 보일러를 보급하지만 공공부문 에너지 시설의 주요 보일러는 대개 유럽
제품을 사용한다. 이 때문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원거리 AS를 받아야 하고 여기
에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 또, 유럽 제품은 대체로 고품질 침엽수 목재 사용을 권하
므로 연료 비용이 비싸게 소요된다. 우리나라에서 산림 바이오매스를 지산지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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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로 사용하려면 저품질 활엽수 원목을 사용해도 고장이 없는 연소장치가 필
요하다.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국산 보일러를 개발해야 한다. 이미 민간 시설에
서는 국산 보일러를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3.3.2. 보일러 관리의 자동화
농산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여건을 고려하면 보일러 유지·관리의 번거로움을
저감할 수 있는 자동화 장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농산촌 복지시설에 바이오매
스 보일러를 도입하는 경우 관리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유럽 보일러 제품들은
대체로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달하였기 때문
이다. 보일러 관리를 자동화하면 보일러 유지·관리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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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및 요약

산림자원의 성숙에 대응하여 산림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산림 바이
오매스를 지산지소형 에너지로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믹스 전환, 탄소중립 2050 등에 따라
산림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이는 지역밀착형 그
린뉴딜에도 부합한다.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은 ① 재생 가능, ② 화석연료 대체, ③ 저장 가
능, ④ 풍부한 자원량, ⑤ 탄소중립 등의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취지로 산림청은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을 추진한다.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산림 바이오매
스 에너지 시설을 지속적으로 가동하는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산림 바이오매스를 지역 에너지(지산지소)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검
토하였다. 산림자원의 지산지소형 에너지 이용의 관점에서 발전보다는 열 공급
에, 목재펠릿보다는 저가공 목재칩 이용에 초점을 두었다.
우리나라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5.56%(’18)이며, 재생에
너지 생산에서 산림 바이오매스의 비중은 15.3%이다.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목재펠릿인데,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에 따라 발전 부문에서 소비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소비량의 91.3%(’19)를
수입에 의존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 믹스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17년 7.6%에서 2030년 20%로 올린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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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하여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탄소배출권 거래를 운영한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이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 REC 가격은 크게 내려간 상황이다. 더하
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정책은 발전의 에너지 믹스를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두며
열 공급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다소 부족하다.
산림 바이오매스는 발전과 열 생산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에는 소규모
시설에서도 대량의 연료를 수요하고 낮은 가격을 요구하므로 지역 임업에서 충당
하기 쉽지 않다. 이에 비하여 열 생산에는 소규모 시설도 가능하고 수요 변동에 대
응하기 쉬우며 지자체 산림사업과 숲가꾸기 산물 수집으로도 충당할 수 있다. 또,
발전에는 높은 수준의 관리기술이 필요하여 농산촌에서 대응하기 어렵다. 지산지
소형 에너지 이용에는 열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일본, EU, 오스트리아의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례를 조사·분석하였
다. 일본과 오스트리아에서도 산림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다수 있지
만 지역의 범위에서 보면 열 이용이 많다. 일본의 일부 지자체 사례에서 산림 바이
오매스 에너지 시설 운영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EU는 산림 바이오매스의 수
집 비용을 보조할 뿐만 아니라 재생 열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enewable Heat
Obligation), 재생 열에너지 지원제도(Renewable Heat Incentive), 열 기금(Heat
Fund)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열병합 발전을 추진하는 ‘산림에너지자립마을’ 계획을 기초로 비용과 산출을
분석하였다. 이 계획은 국비 50%, 지방비 50% 투자로 추진된다. 에너지 시설 투자
비용을 매립비용으로 간주하고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을 지속적으로 가동
하는 조건을 검토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요소는 가동률과 연료 비용이다. 두 요
소를 변화시켜 시뮬레이션하면 가동률 60%, 목재칩 가격 8만 원에서 연간 편익이
(+)으로 평가된다. 화석연료 대체효과를 평가하여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면 가동률 60%, 목재칩 가격 10만 원에서도 가동을 유지할 수 있다. 목재칩에 다소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비용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화석연료 사용보다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 다양한 아이디어로 수익
성을 개선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열 가격을 지지하는 보조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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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칩 가격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실물옵션가치 분석을 응용하여 경제성을 분
석하였다. 소규모 열병합 발전시설을 운영하면서 현재와 같이 전력에만 REC를
인정하는 경우 투자 가치는 거의 없지만, 열 공급에도 적정한 보조금으로 가격을
지지하면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에너지 시설 운영의 경제성을 확보
한다면 산림 바이오매스의 지역 에너지 이용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은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 이용을 원칙으로 한
다. 이를 확대하는 데 기본 방향으로서 열 이용 우선, 저급재 이용, 에너지 시설의
경제성 확보를 제시하였다.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 가동의 지속성을 개선하려면 먼저, 안정적 수요
를 확보해야 한다. 공공기관 열공급을 우선 확보해야 하고, 탄소배출권을 포함하
여 다양한 수익원을 개발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원의 열 공급에 적정 보조금을 지
급하여 가격을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연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효율적 임업시스템과 산림 바이오매스 집하장을 갖
추어야 한다. 에너지 시설을 중심으로 연료 공급망을 갖추면서 지역 산림계획을
세우고 임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매스 수집 비용을 보조하거나 에너지
림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에너지 시설 운영에 원목생산업자, 산주 등이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한다면 에너지 시설의 경제성을 개선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정책은 발전의 에너지원 믹스를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둔
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열 공급에도 재생에너지 이용 계획을
세우고 산림 바이오매스의 열에너지 이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더하여, 바이오
매스 보일러의 국산화, 관리의 자동화 등 기술개발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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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에너지 단위와 환산

(1) 에너지 단위 환산


1W = 1J/s



1Wh = 3,600J



1J = 0.2389cal



1cal = 4.1868J



1toe = 10,000,000kcal
구분

kWh

MJ

Kcal

Btu

kWh

1

MJ

0.27782

3.6

860

3,412.14

1

238.9

947.97

Kcal

0.00116

0.004186

1

3.9683

Btu

0.00029

1,054.9×10^6

0.252

1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eei.re.kr, 검색일: 2020. 2. 1.).

(2) 연료별 에너지 열량 환산기준(순발열량 기준)

구분/단위

단위

MJ

kcal

10-3 toe

탄소배출계수
C Ton/TOE

중유(B-C)

L

39.2

9,360

0.936

0.875

등유

L

34.2

8,170

0.817

0.812
0.713

LP가스

㎥

58.4

13,950

1.395

전기(소비기준)

kWh

9.6

2,290

0.229

-

신탄

kg

18.6

4,500

0.450

-

목재펠릿

kg

4,300

-

목재칩

kg

2,700

-

자료: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에너지경제연구원.

부록 |

171

(3) 목재의 에너지30)


1㎥의 목재(침엽수) = 1.8MWh = 6.5GJ, 함수율 15%



1㎥의 목재(활엽수) = 2.4MWh = 8.6GJ, 함수율 15%



1㎥의 칩 = 0.72MWh = 2.6GJ, 침엽수(스프루스) 함수율 40%



1kg의 목재 = 4.3kWh, 함수율 18% (수년간 건조)
3.4kWh, 함수율 43% (한 해 여름 천연건조)
2.8kWh, 함수율 67% (벌채 직후)
1.6kWh, 함수율 150% (벌채직후)



1kg의 펠릿 = 4.6kWh, 함수율 18% (수년간 건조)

30) 오재헌 외(20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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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일본의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지원 정책

지원
유형

담당
기관

시책명

지원규모
(백만 엔)

총무성

지역경제 순환창조사업교부금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프로젝트

900

농림
수산성

농산어촌진흥교부금
농산어촌 활성화 정비 대책

농림
수산성

목재 수요창출·수출력 강화 방안
'지역 내 에코시스템' 구축 사업

지원 내용



지원대상: 지방공공단체
지역에너지 사업 시작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대상: 지방공공단체, 농림어업인
단체
시정촌 계획에 따라 농산어촌 정부, 소득
향상과 고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생산시설
의 정비

9,805

(1/2 이내)

269
(정액)

계획
책정




지원대상: 민간단체
지역 내 체제 구축과 기술개발, 기술 관련
상담, 서포트를 지원




지원대상: 기업, 대학, 지방공공단체
바이오매스 에너지 도입 관련 기술지침에
따라 도입 요건 정리
지역자립시스템화 실증(사업성 평가,
시스템화 실증)
지역자립시스템화 기술개발

경제 지역자립형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1,130
산업성
모델을 확립하기 위한 실증사업 (2/3 이내) 

경제
산업성

지역 계통선을 활용한 에너지
종합적 이용 사업비 보조금

환경성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교부금

농림
수산성

식료산업·6차 산업화 교부금
바이오매스 산업도시 추진

농림 목재 수요창출·수출력 강화 방안의
'지역 내 에코시스템' 구축 사업
조사 수산성
설계
환경성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교부금
(정화조 분 제외)


1,735

(2/3 이내)


지원대상: 민간사업자
지역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지원 사업
마스터플랜 작성 사업


30,609 
(1/2 이내) 

지원대상: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정비
고효율 에너지 회수시설 정비와 개량으로
수명 연장

2,534 
(1/2 이내) 

지원대상: 지방공공단체, 민간단체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협의·절차




지원대상: 민간단체
지역 내 체제 구축과 기술개발, 기술 관련
상담, 서포트를 지원


30,609 
(1/2 이내) 

지원대상: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정비
고효율 에너지 회수시설 정비와 개량으로
수명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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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지원
유형

담당
기관

시책명

지원규모
(백만 엔)

지원 내용


폐기물처리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역 25,950 
환경성
순환 상생권 구축 촉진사업
(1/2 이내) 


경제 지역자립형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1,130
산업성
모델을 확립하기 위한 실증사업 (2/3 이내) 

실증
시험 환경성

탈탄소사회를 위한 플라스틱 등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실증사업

환경성

CO2 배출 저감 대책 강화 유도형
기술개발·실증사업의
바이오매스·순환자원 저탄소화
기술개발 분야

총무성

지역경제 순환창조사업 교부금
로컬 10,000 프로젝트

농림
식료산업·6차 산업화 교부금
수산성 바이오매스산업 도시시설 정비사업

농림
수산성
시설 농림
정비 수산성




지원대상: 민간단체
바이오매스,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재생가
능자원으로 전환 및 실용화 지원


6,500

(1/2 이내)

지원대상: 민간사업자
CO2 배출 감축 기술의 조기실용화를 목표
로 한 개발·실증





지원대상: 민간사업자
고용흡수력이 강한 지역밀착형 사업
민간사업자의 초기 투자를 지자체가 보조
하는 경우 국가가 지원






지원대상: 지방공공단체, 민간단체
선진사례 시설 정비
신기술모델 시설 정비
자립·분산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 정비

3,600

900

2,354,
(1/3,
1/2)

식료산업·6차 산업화 교부금
6차 산업화시설 정비사업


2,534,

(1/2 이내)

지원대상: 농림어업인 단체, 중소기업인
미이용 자원을 에너지화하여 농림수산물
생산시설에 공급하는 데 필요한 시설 정비

농산어촌 진흥교부금
농산어촌 활성화 정비대책


9,805

(1/2 이내)

지원대상: 지자체, 농림어업인 단체
농산어촌 정부, 소득향상, 고용 확대에 필
요한 시설 정비

농림
임업성장 산업화 종합대책
수산성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촉진시설 정비

경제
산업성

지역의 계통선을 활용한 에너지
종합이용 사업비 보조금

환경성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교부금
(정화조 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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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방공공단체
자립·분산형 ‘지역에너지 센터’ 추진
폐기물처리시설 발생 열 또는 전력의 이용
으로 저탄소화 사례
지원대상: 기업, 대학, 지방공공단체
바이오매스 에너지 도입 관련 기술지침에
따라 도입 요건 정리
지역자립시스템화 실증(사업성 평가, 시
스템화 실증)
지역자립시스템화 기술개발

8,604






지원대상: 지방공공단체, 민간사업자 등
미이용간벌재 활용기기 정비
목질 바이오매스공급시설 정비
목질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시설 정비


1,735

(2/3 이내)


지원대상: 민간사업자
지역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지원 사업
마스터플랜 작성 사업


30,609 
(1/2 이내) 

지원대상: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정비
고효율 에너지 회수시설 정비와 개량으로
수명 연장

(계속)
지원
유형

담당
기관

시책명

지원규모
(백만 엔)

지원 내용


폐기물 처리 시설 중심의 지역 순환 25,950 
환경성
공생권 구축 촉진사업
(1/2 이내) 

환경성

지역의 방재·감재 저탄소화를 동시
에 실현하는 자립·분산형 에너지
시설 도입 추진사업

11,600





폐기물 에너지의 유효 활용을 통한
1,950

다양한 이익 달성 촉진
(1/3 이내)


활동
폐기물 에너지의 유효 활용을 통한
1,950
환경성

지원
다양한 이익 달성 촉진사업
(1/3 이내)


문부
미래사회창조사업
831

과학성 지구적 과제인 저탄소사회 실현영역
환경성

농림
수산성

목재 수요 창출·수출력 강화 대책
'지역 내 에코시스템'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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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지원)

농림
수산성

'지식' 집적과 활용의 장을 통한
이노베이션 창출 추진사업의
이노베이션 창출 강화 연구 추진사업

4,094

농림
연구
수산성
개발
경제
산업성
경제
산업성

환경성

농림수산연구추진사업
탈탄소·환경 대응 프로젝트

2,293






지원대상: 민간단체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지원대상: 민간단체
탄소흡수원 대책기과 온실가스 감소 대응
기술개발
탄소흡수원 최대화 기술 개발
지원대상: 민간기업
ATJ 기술
가스화 FT 합성기술
미세해조류 배양기술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보유 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
지원(컨설팅 등 인적 지원)



카본 재활용 기술을 활용한
4,500 
바이오젯 연료 생산기술 개발사업 (1/2 이내) 


신에너지원 발굴·사업화를 위한
1,880

기술개발 사업
(2/3 이내)
CO2 배출 감소 대책 강화 유도형
기술개발·실증사업의
바이오매스·순환자원 저탄소화
기술개발 분야

지원대상: 지방공공단체
자립·분산형 ‘지역에너지 센터’ 추진
폐기물처리시설 발생 열 또는 전력의 이용
으로 저탄소화 사례
지원대상: 지방공공단체
방재에 도움되는 재생에너지 설비, 미이용
에너지 활용설비 등
지원대상: 민간사업자, 단체
폐열 열회수 설비 설치와 개량
폐기물 연료제조 설비 설치와 개량
지원대상: 민간사업자, 단체
폐열 열회수 설비 설치와 개량
폐기물 연료제조 설비 설치와 개량
지원대상: 대학, 공공립 연구기관, 특별법
인, 공익법인, 기업 연구기관
온실가스 대량 감축을 위해 기존에 없는
기술, 혁신적 에너지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대상: 민간단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체제 구축과 기술개
발, 상담, 서포트 지원


6,500

(1/2 이내)

지원대상: 민간사업자
CO2 배출 감축기술의 조기실용화를 목표
로 한 개발·실증

자료: 農林水産省
(https://www.maff.go.jp/j/shokusan/biomass/attach/pdf/index-81.pdf, 검색일: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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