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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of Technology and Policy for the Utilization

of Biomas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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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general policy called “Green Growth”, the Korean government planed 

to establish a biomass town in South Korea in order to recover energy from 

organic waste and to substitute for fossil fuel at rural region. Technical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of biomass town was insufficient so far. 

There are some policies to support biomass town establishment, however financial 

support from several Korean ministries seemed not to have been used efficiently. 

Some policies are planned excessively so that they cannot be realized on tim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analyze the status of biomass utilization technology 

and policy in Japan from the point of view of an external biomass expert, since 

biomass utilization technology and policy of Japan take good achievement during 

the many developed countries. For the analyzing of technology and policy in 

Japan, literatures concerned biomass management policy and biomass town design 

were collected by visiting Japan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interview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 was carried out. There are several 

implications for the promotion of Korean policy concerned with biomass utilization 

and biomass town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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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협약 대응으로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부

응하여 우리나라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 국가비전 선포하면서 

2020년까지 저탄소 녹색마을 600개 조성목표를 수립하고, 범부처(환경부, 행정안전부, 농림

수산식품부, 산림청 등)가 2013년까지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3.78% 달성을 정량 목표

로 하여 농 ․ 임 ․ 축 ․ 수산 부분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마

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기준 세계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은 덴마크 20.0%, 독일 10.0%, 프랑스 

8.0%, 미국 5.6%, 일본 3.4%, 우리나라 2.5%로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KEMC, 2010). 우리나라는 2008년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서 2030년까지 국가 총에너지 수요의 11.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중 바이오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8.1%에서 2030년 31.4%

로 바이오에너지가 미래 국가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신재생에

너지원으로 평가되고 있다(KMKE, 2008). 바이오에너지는 생물자원(바이오매스, Biomass)을 

생물적, 물리적, 화학적으로 변화시켜 액체, 가스 고체연료로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원이

다.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로서는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 바이오수소, 열

분해가스 생산 등 다양한 기술 체계가 이용되고 있으나, 원천적으로 농 ․ 임 ․ 축 ․ 수산 부문

에서 발생하는 생물자원(바이오매스)을 원료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에너지 소비량은 2009년 기준 430만 TOE(총에너지 소비량의 1.8%)

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농사용 에너지가 91.1%, 농가용 에너지가 8.9%이고, 에너지원별

로 보면 석유류가 가정 많은 79.9%를 차지하고, 전력 15.4%, 석탄 5.2%, 기타 0.1%로 보고

되고 있다(KREI, 2010). 특히 농업부문에서 발생하는 국가 바이오에너지 공급 잠재량은 9

천 600만TOE로서 에너지 총사용량 2억 4천만TOE의 40%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농업

부문 바이오에너지 공급잠재량의 5%를 가용화하는 경우 농업용 에너지의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KREI, 2011). 

따라서 우리나라 농 ․ 임 ․ 축 ․ 수산 부문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에너지화 

하고 이를 농업용 또는 농가용 에너지로 대체하는 저탄소 녹색마을 구축사업은 신재생에

너지 생산,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농업부문 온실가스 저감 측면에서 매우 실행 가능한 정

책으로 나아가 미래 농업 ․ 농촌의 활력화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1990년대 괴팅겐(Göttingen) 윤데(Jühnde)마을을 시작으로 바이오매스 타

운 보급이 추진되어 2012년 현재 전국 134 개소의 바이오에너지 마을이 운영 ․ 설치 중에 있

으며, 일본은 2002년 바이오매스일본종합전략 수립 후 바이오매스 타운 구상 ․ 설치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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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여 2012년 현재 전국 323 개소의 바이오매스 타운 구상이 공표 ․ 설치 중에 있다. 그

러나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은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나

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 바이오매스 에너지 전환 및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의 추

진에서 에너지 전환기술력의 미흡, 사회적 동의 부족, 정부정책의 거버넌스 미약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농림수산성 방문조사를 통해 바이오매스 활

용 및 바이오매스 타운 정책 추진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저

탄소 녹색마을(바이오매스 타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Ⅱ. 일본 바이오매스 정책 추진 개요

1. 도쿄의정서 발효 이

일본은 2002년 바이오매스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인 “바이오매스 일

본”의 실현을 위하여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을 수립한다. 본 종합전략에서는 2010년

까지 폐기물계 바이오매스 80% 이상, 미이용계 바이오매스 25% 이상을 활용하는 바이오매

스 활용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2003년 10월에 수립한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국가 에

너지 수급에 있어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1차 에너지 공급 대비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비중을 10%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수립하였고, 바이오연료에 대해서

는 2020년까지 전국 가솔린 소비의 3% 상당을 대체하고, 셀룰로오스계 바이오매스와 조류 

등을 이용하는 차세대 바이오연료에 대해서는 신기술의 확립으로 2030년까지 최대한도로 

도입을 확대하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2. 도쿄의정서 발효 이후

2005년 2월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가간 기후변화 회의를 통해 도쿄의정서가 발효되면

서 일본에서는 2005년 4월 바이오매스 타운의 구상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변환 ․ 이용 기

술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쿄의정서 목표달성 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까지 바이오

연료 50만 kL를 보급하는 목표를 설정한다. 또한 2006년 3월 기존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

전략”을 개정하여 2010년까지의 바이오매스 이용목표를 폐기물계 바이오매스 90% 이상, 

미이용계 바이오매스 40% 이상으로 격상시키고 2010년까지 바이오매스 타운 300개 구상 

계획을 세운다. 

2008년 3월에는 일본의 경제산업성과 농림수산성이 공동으로 “바이오연료기술혁신계획”

을 수립하고 2015년까지 셀룰로오스계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바이오에탄올 생산기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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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미이용계 바이오매스 100엔/L의 제조비용 달성 및 혁신적 기술 개발을 통한 40엔/L

의 제조비용 달성 목표를 설정한다. 이후 일본에서는 바이오매스 활용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7개 부성(府省; 농림수산성, 내각부, 총무성, 환경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문부과학성)이 참여하는 바이오매스활용 추진회의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

로 하는 “바이오매스활용추진기본법”(2009. 6 제정, 동년 9월 시행)을 제정한다. “바이오매

스활용추진기본법”은 기존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의 폐기물계 바이오매스 90% 이상, 

미이용계 바이오매스 40% 이상이라는 국가 차원의 정량 추진목표를 삭제하고 지자체가 자

발적인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자체는 10개년 바이오매스활용 추진 목

표를 수립하고 5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정량목표를 수정 ․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2010년도에 들어서서는 “에너지 공급구조 고도화에 따른 비화석 에너지원의 이용에 관

한 석유정제업자의 판단기준”을 고시하여 석유정제업자에게 일정량의 바이오연료 도입의

무를 부과(2011년 21만 kL에서 2017년 50만 kL의 바이오연료 도입 의무)하여 생산 바이오

연료의 수요를 증진시켰으며, 동년 12월에는 2009년 “바이오매스활용추진기본법” 제정의 

후속으로 “바이오매스활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약 2,600만 탄소톤(ton-C)에 

해당하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하고 약 5,000억엔 규모의 바이오매스 관련 신산업을 창출하는 

바이오매스활용 추진의 정량목표 설정과 동시에 정량목표 달성을 위한 바이오매스 활용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기본 방침을 설정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기존 추진한 바이오매

스 타운을 발전시켜 신산업창출, 농촌활성화와 연계하는 바이오매스 산업도시의 모델을 제

시하고, 2020년까지 600개의 바이오매스 산업도시의 책정 목표를 추가로 수립한다.

3. 후쿠시마 원 사고 이후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빚어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에너지 정책과 

바이오매스 활용 정책에 있어 원자력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바이오매스 활용을 통한 분산

형 발전체계로 전환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에너지 생산을 위한 농산어

촌의 자원활용을 추진하고, 농산어촌의 자원을 활용하는 분산형 에너지 공급체계 형성 주

요 내용으로 하는 “우리나라 식품 ․ 농림어업의 재생을 위한 기본 방침 및 행동계획”(2011. 

10)이 수립하였으며, 2012년 7월부터 “전기사업자에 대한 재생가능에너지 전기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8 제정)에 따라 재생가능에너지(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의 

보급 촉진을 위한 고정가격 매수제도(FIT)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본재생 기본전략”(2011. 12)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일

본재생 기본전략”은 일본 재생의 근간으로서 혁신적 에너지 ․ 환경 전략의 수립을 통해 에

너지와 환경정책을 재설계하고, 원자력의존도 저감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전환하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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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Clean) 성장전략”으로 신산업 ․ 신시장을 창출하며, 식품공급 ․ 국토보전을 이루면서 농산

어촌 자원 활용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공급을 촉진시키는 농림어업의 재생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Ⅲ.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 략

1. 정책 개요

일본의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은 2002년 12월에 수립되고, 2006년 3월에 바이오매

스 이용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개정 과정을 거친 2000년대 일본 바이오매스 이용에 관한 핵

심 정책이다(JMAFF, 2006).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은 탄소중립의 특성을 가지는 바이

오매스 이활용을 통해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는 지구온난화 방지의 필요성, 유한한 

자원으로부터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대량으로 소비 ․폐기하는 기존 사회시스템을 개선

하는 순환형사회 이행의 필요성, 바이오매스의 순환을 통해 신에너지, 신소재, 공업원료, 

비료, 사료로 활용하는 새로운 환경조화형 산업의 창출 가능성, 마지막으로 아시아 몬순기

후지대에 위치한 일본의 지리적 여건상 풍부한 바이오매스의 활용을 통해 농업, 농촌사회

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①지구온난화방지, ②순환형사회의 형

성, ③전략적 산업의 육성, ④농산어촌의 활성화라는 네 가지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2. 바이오매스 타운 구상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은 2010년까지 시정촌(市町村) 단위의 300개 바이오매스 타

운을 공표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바이오매스 타운의 구상은 지역 내 잔존하는 폐기

물계 바이오매스 90% 이상, 또는 미이용계 바이오매스 40% 이상을 활용하는 종합적인 바

이오매스 이용을 추진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타운의 선정은 전술한 바

이오매스 이용 목표를 충족시키면서, 지역주민, 관계단체, 지역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 추진 의지가 높고, 관계자간의 협력이 안정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바이오

매스 타운 구상이 공표되면 바이오매스 타운의 구상 내용과 추진조직이 도도부현(都道府

縣)과 관련기관에 등록되며, 바이오매스 타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농림수

산성 지역바이오매스 이활용 정비 교부금)이 이루어진다(JMAFF,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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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이오매스 이활용 교부

바이오매스 이활용 교부금은 바이오매스 타운의 구상, 실현을 위한 지원금으로 소프트

(Soft) 사업과 하드(Hard)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되었다. 소프트(Soft) 사업은 바이오매스 

타운의 구상과 책정 등, 바이오매스 타운의 실현을 위한 지역의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조직

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그리고 하드(Hard) 사업은 바이오매스 

발생시설, 이용시설 등, 바이오매스 활용에 관여하는 시설 정비에 총사업비의 50%를 지원

(민간사업자 1/3지원)하며, 업무는 시정촌(市町村)의 축산기획과, 농촌진흥과(중산간지역진

흥과)에서 담당한다. 특히 바이오매스 타운 구상 실현에서 하드(Hard) 사업의 지원 대상을 

사업종류별로 보면 지역모델 실증형과 신기술 실증형으로 구분하며, 지역모델 실증형 사업

의 경우 바이오매스의 발생, 이용, 에너지 변환 시설 설치를 대상으로 하고, 신기술 실증형 

사업은 바이오매스의 발생, 이용 시설을 제외한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변환시설 설치를 대

상으로 한다. 또한 하드(Hard) 사업의 지원 대상 공정별로 보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탄화

시설과 같은 에너지 변환시설, 농산물 집하 ․저장시설, 공동육묘시설 등(지역모델 실증형 

사업에 한정) 바이오매스 발생 ․ 이용 시설, 퇴비화 시설 등 가축분뇨 활용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Table 1. Status of issued budget supported for the establishment of biomass town

Year Issue number
Facility

number

Issued budget (100 million yen)

Sum per issue per facility

2003  5   9 20 4.0 2.2

2004  7  11 22.5 3.2 2.0

2005 15  22 94 6.3 4.3

2006 25  31 98 3.9 3.2

2007 25  27 106 4.2 3.9

Sum 77 100 340.5 - -

4. 바이오매스 타운 구상 추진 황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에 근거한 바이오매스 타운 구상 사업은 2011년에 종료되었

으며, 2012년 8월 기준 일본 바이오매스 타운 구상은 총 310개소의 시정촌(市町村)에서 공

표되었다. 최근의 바이오매스 집계자료(JMAFF, 2012)에 따르면 일본 내 바이오매스타운은 

323 개소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 5개 시정촌(市町村)에서 책정한 바이오매스 타운과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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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縣)에서 책정한 바이오매스타운은 2010년 12월 수립된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계

획”에 따라 추진된 바이오매스 타운이며, 기존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의 바이오매스

타운 구상을 공표한 4개 시정촌(市町村)이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계획”에 따른 바이

오매스 타운을 동시에 책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오매스 타운 구상의 하드(Hard) 사업으로 지원 ․ 설치한 바이오매스 이용 시설은 Table 

2와 같이 2011년 기준 89개 시정촌(市町村)의 150지구에 178개 시설이 설치 ․ 운영되고 

있다.

Table 2. Status of biomass utilization facility operated in biomass town

Material & energy conversion facility Facility number(Site)

Composting  53

Biogas production  30

Feedstock production  22

Bio-diesel production  23

Wood pellet production  15

Carbonization   6

Wood chip boiler  12

Bio-ethanol production   2

Solid fuel production   2

Wood gasification   1

Etc.  12

Sum 178

Table 3. Status of biomass source used in Japan biomass town plan

Sector Species Issue number

Waste biomass

Livestock manure 297

Agricultural waste(waste media)  41

Food waste 296

Cooking oil waste 251

Fishery process waste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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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or Species Issue number

Waste biomass

Timber mill waste 236

Construction waste(timber) 165

Roadside tree, park, garden trimming waste 168

Paper waste  54

Sewage sludge 260

Not-used biomass

Rice bran 275

Wild grass  90

Thinning residue 263

Fruit tree trimming residue 110

Bamboo  58

Energy crop Energy crop  80

Table 4. Status of biomass conversion technology adopted in Japan biomass town plan

Sector Technology Issue number

Material conversion

Composting(soil conditioner, fertilizer) 318

Feedstock production 230

Bio-plastic production  21

Etc. 156

Energy conversion

Biogas production(anaerobic digestion) 177

Direct combustion  97

Gasification  48

Carbonization 131

Solid fuel production 250

Bio-diesel production 256

Bio-ethanol production  78

Etc.  17

5.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 략의 평가와 과제

2011년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에 따른 바이오매스 구상 사업의 종료와 사업추진 실

적에 대하여 자체 평가가 진행되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당초 목표인 폐기물계 바이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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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80% 이상, 미이용계 바이오매스 25% 이상의 활용 목표에 있어, 폐기물계 바이오매스의 

활용 목표는 충족되었으나 미이용계 바이오매스의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계 바이오매스의 경우 탄소량 환산 기준으로 약 86%의 이용률을 보였으며, 이는 “건설공사

에 관한 자재 재자원화에 관한 법률”, “식품순환 자원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등 

폐기물계 바이오매스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하수오니의 시멘트화 등 건설자재 이용

의 촉진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용계 바이오매스의 경우 탄소량 환산 기준으로 약 

17%의 이용률을 보여 당초 목표인 25%와 비교하여 매우 저조하였으며, 이는 미이용계 바

이오매스의 효율적인 수집시스템이 확립되지 못하고 비용면에서 바이오매스 사업자의 수

요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하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매스 타

운 300개 구상 공표는 달성 측면에서는 공표 지구가 310 개소로 공표 지구수는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으나 바이오매스 구상을 공표한 지역의 조직이 발전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바이오매스 구상에 명시한 바이오매스 이용률과 경제성 측면에서 목표를 충분히 달

성하지 못하는 지역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

략”은 기술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지 못한 관계로 바이오매스 전환기술의 

조사 ․ 정리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바이오매스 전환기술간의 효율적인 연계체계가 확립되

지 못하고,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실용화 ․ 보급 단계까지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매우 미

흡한 것을 바이오매스 타운의 바이오매스 이용률 저하와 낮은 경제성의 원인으로 지적하

고 있다. 특히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에서는 지구온난화 방지, 순환형사회의 형성, 경

쟁력 있는 새로운 전략산업 육성, 농림어업 ․ 농산어촌 활성화라는 4가지 목적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목표의 효과와 수치지표로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전체성과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바이오매스 구상에 기초한 각 지역별 추진조직을 통일적인 기준으로 평

가하고, 지역별 사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화를 이루는데 정책의 한계점이 있었다고 

평가한다(JMAFF, 2009). 따라서 향후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시책들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은 

추진이 요구되며,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에서 도출된 과제의 발전적인 해소를 위해 

2009년 6월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을 제정한다.

Ⅳ.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계획

1. 정책 개요

2010년 12월 수립된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계획”은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에 

기초하여 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으로서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을 위한 기본적

인 방침, 국가의 달성목표,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며, 종래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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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 일본 종합전략”에서 추진한 각 지역의 바이오매스 타운 구상과 조직 등의 관하여 남

은 과제는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계획”에 따라서 해결하고자 하였다(JMAFF, 2010). “바이

오매스 활용 추진 계획”의 목적은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의 계승하는 측면에서 ①농

산어촌의 활성화, ②산업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 ③지구온난화 방지와 순환형사회 형성

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농촌활성화 측면에서는 600개소의 바이오매스 활용 추

진계획을 책정하고, 산업창출 측면에서는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약 5,000억엔 규모의 신

산업 창출하며, 지구온난화 방지 측면에서는 약 2,600만탄소톤의 바이오매스 활용하는 목

표를 설정하였다. 특히,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계획”에서는 바이오매스 전환 기술 및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을 강조하고 있으며, 바이오매스의 새로운 유효기술의 개발로 바이오매스 

수집 ․ 운반부터 가공 ․ 이용까지 종합적인 기술체계의 확립을 추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이오매스 생산효율이 우수한 조류 등, 미래 이용이 기대되는 새로운 바이오매스 자원의 

창출을 추진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Table 5. Goal of biomass utilization in the biomass utilization promotion plan

Biomass(amount)
Utilization ratio of biomass

(2010 year → 2020 year)

Livestock manure(about 88 million ton) 90% → above 90%

Sewage sludge(about 78 million ton) 77% → above 85%

Black liquor(about 14 million ton) 100% → above 100%

Paper waste(about 27 million ton) 80% → above 85%

Food waste(about 19 million ton) 27% → above 40%

Timber mill waste(about 3.4 million ton) 95% → above 95%

Construction waste(timber)(about 4.1 million ton) 90% → above 95%

Agricultural byproduct(non-edible part)(about 14 million ton) 30% → above 45%

Forest residue(about 8 million ton) 0% → above 30% 

Energy crop(about 0.4 million ton) 0% → 0.4 million t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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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Goal of biomass utilization comparing to biomass potential amount in the bio-

mass utilization promotion plan

Biomass

Potential amount 

of biomass
Goal for biomass utilization Goal for energy conversion

million 

ton

million 

ton-C

(A)

2010 year 2020 year 2020 year
Max. utilization 

ratio

million 

ton-C

(B)

%

(B/A)

million 

ton-C

(C)

%

(C/A)

million 

ton-C

(D)

%

(D/A)

million 

ton-C

(E)

%

(E/A)

Livestock manure 88 5.25 4.73 90 4.73 90 1.31 25 1.84 35

Sewage sludge 78 0.9 0.69 77 0.77 85 0.19 21 0.32 36

Black liquor 14 4.66 4.66 100 4.66 100 4.66 100 4.66 100

Paper waste 27 10.34 8.27 80 8.79 85 0.52 5 2.07 20

Food waste 19 0.8 0.22 27 0.32 40 0.21 26 0.69 86

Timber mill waste 3.4 1.7 1.61 95 1.62 95 1.02 60 1.11 65

Construction waste 

(timber)
4.1 1.81 1.63 90 1.72 95 0.85 47 0.94 52

Agricultural 

byproduct

(non-edible part)

14 4.98 1.49 30 2.24 45 0.75 15 1.25 25

Forest residue 8 4 0 0 1.2 30 1.2 30 4 100

Energy crop - 0.4 0 0 0.4 100 0.4 100 0.4 100

Sum 255.5 34.84 23.29 67 26.43 76 11.11 32 17.28 50

2.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계획의 추진 략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계획”은 시정촌(市町村) 중심의 기존 “바이오매스 타운 구상” 정

책과 달리 도도부현(都道府縣)이 사업신청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존 “바이오

매스 타운 구상” 정책이 가지는 사업화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농산어

촌의 활성화와 함께 신산업 창출을 통한 지역 또는 광역단위 산업발전을 연계하고자하는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계획”의 핵심적 가치에 기초하는 정책 추진 수단이다. 따라서 “바이

오매스 활용 추진 계획”에서는 바이오매스 사업화 전략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바이오매스 

사업화 전략안은 기본 전략을 포함하여 7개의 전략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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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motion system of biomass utilization policy.

1) 기본 략

기본 전략은 제조비용 저감과 바이오매스 안정공급을 통해 지속가능성 기준에 순응하면

서 에너지 전환 기술과 바이오매스의 선택과 집중에 따른 사업화를 중점 추진하는 것으로 

원료생산부터 수집 ․ 운반 ․ 제조 ․ 이용까지의 총괄적인 시스템을 구상(기술(제조), 원료(입

구), 판로(출구)의 최적화)하고 지역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사업화 추진에 따른 지역산업 창

출과 자립 분산형 에너지 공급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바이오매스 산업 투

자자와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제공한다.

2) 기술개발 략(기술개발과 제조)

기술개발 전략은 바이오매스 사업화에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실용화 기술의 평가를 통해 

현 기술의 수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주요 바이오매스 이용기술의 기술개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산 ․ 학 ․ 관 연구기관을 연계하는 셀룰로오스계, 조류 등 차세

대 기술, 자원식물, bio-refinery 등에 대한 실용화 중심의 기술개발을 가속화하는 전략이다.

3) 출구 략(수요의 창출과 확 )

출구 전략은 2012년 7월부터 실시(JMETI, 2012)되는 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수제도(FIT)

를 적극적 활용하고, 투자자, 사업자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 관련 세제의 추

진, 각종 credit 제도의 적극적 활용에 의한 온실가스 감소 추진을 바이오매스 활용 재생에

너지 산업 수요 창출을 위한 전략의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수요

를 고려한 바이오매스 활용시설에 적절한 입지와 판로의 확보, 고부가가치 제품의 창출에 

의한 사업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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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Feed in tariff system enforced in Japan

Renewable

energy source
Classification

Supply 

price

Supply 

period Note

(￥) (Year)

Solar energy
Above 10 kW 42.00 20 Only surplus electric power 

for household solar power 

generationBelow 10 kW 42.00 10

Wind power
Above 20 kW 23.10 20

Below 20 kW 57.75 20

Water power

Above 1,000 kW 

Below 30,000 kW
25.20 20

For small scale below 

30,000 kW
Above 200 kW 

Below 1,000 kW
30.45 20

Below 200 kW 35.70 20

Geothermal

energy

Above 15,000 kW 27.3 15

Below 15,000 kW 42 15

Biomass

Power generation by biogas 40.95 20

Combustion generation by use 

of unexploited wood material
33.60 20

Use of ascertainable 

unexploited biomass

Combustion generation by use 

of exploited wood
25.20 20

Beside unexploited and 

recycled wood materials

Combustion generation by 

waste biomass

(beside wood material)

17.85 20

Use of biomass originated 

from organic wastes(organic 

waste, sewage sludge, food 

waste, RDF, RPF)

Combustion generation by use 

of recycled wood material
23.65 20

Use of biomass originated 

from construction wastes

4) 입구 략(원료 조달)

입구전략은 바이오매스 원료의 조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의 성과 평가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평가된 미이용계 바이오매스의 이용효율을 

향상시키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입구전략은 간벌재 등 효율적인 수집 ․ 운반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해서 바이오매스 활용을 고려하는 농림업 체제를 정비하고, 바이오매스 발

전연료에 해당 폐기물의 운송비, 취급방법 등을 명확화 하여 널리 분포하는 바이오매스의 

효율적인 수집 ․ 운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바이오매스 증대를 위해 이분

해성 등 자원용 작물 식물의 개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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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별  략

개별 중점 전략은 바이오매스별(목질 바이오매스, 식품폐기물, 하수 슬러지, 가축분뇨, 바

이오 연료) 이용 및 에너지 전환을 활성화시키는 전략이다. 공통적로는 재생에너지 고정가

격매수제도(FIT)를 적극적 활용하면서, 목질 바이오매스의 경우 효율적인 수집 ․ 운반 시스

템 구축과 목질발전소 등에서의 에너지 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제재공장 등 잔재, 건

설발생 목재의 제지 가공 원료 및 에너지 등으로 재생 ․ 이용을 추진한다. 식품폐기물의 경

우 분리수거 체계를 강화하고, 기타 바이오매스의 혼합이용을 통해 바이오가스화 및 고체 

연료화를 통한 재생 ․ 이용을 추진한다. 또, 하수 슬러지와 가축분뇨는 경우 바이오가스화 

음식물폐기물과의 혼합이용, 고형연료화를 통한 재생이용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또 바이

오연료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품질 수준을 달성하고, 석유업계의 이해를 전

제로 농업과 연계하는 지역순환형 바이오연료 이용방안을 구체화 하는데 주력하며, 바이오

디젤 연료의 세제 혜택을 통한 보급 촉진과 함께 산 ․ 학 ․ 관 연구개발 협력을 통한 차세대 

바이오연료 제조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6) 종합 지원 략

바이오매스 활용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전략은 바이오매스 타운의 발전과 고도화를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전략은 일본의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계획”

의 실행 성과를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계획”의 목적 달성(농산어촌의 활성화, 산업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 지구온난화 방지와 순환형 사회 형성)과 연계시켜 종합화, 체계화 시키

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종합 지원 전략의 핵심내용은 지역 바이오매스

를 활용한 청정(Clean) 산업 창출과 지역 순환형 에너지 시스템 구상으로 바이오매스 타운

의 발전 ․ 고도화한 형태인 “바이오매스 산업도시 구상”이다. 이를 위해 원료 발생 산업부터 

수집, 운반, 제조, 이용까지의 사업 연계를 통한 사업화 조직을 추진하는 제도(농림어업바

이오연료법 등)를 수립하고, 플랜트-엔지니어링 중심 사업운영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내용

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매스 산업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모델은 지산지소(地産

地消)형, 광역형, 고부가가치형, 개발수입형의 네 가지 모델을 제시한다. 지산지소형 바이오

매스 산업도시 모델은 지역 수준의 바이오매스 활용 모델로 추진되며, 광역형은 광역지역

에서의 바이오매스 활용 모델로 추진된다. 또 고부가가치형 바이오매스 산업도시 모델은 

바이오 정제(Refinery)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 이용 ․ 산업화 

모델이며, 개발수입형은 외국으로부터 원료 수입을 통해 바이오매스 제품을 개발 ․ 이용하

는 모델이다. 

7) 해외 략

해외 전략은 바이오매스 산업육성을 통해 일본의 국가 경쟁력과 국제적인 주도권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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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국내 기술로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구

상하고 이러한 기술과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사업의 전개를 

전략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일본 내 관계 연구기관, 업계가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바이

오매스 이용을 향한 국제적인 기준 마련과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Ⅴ. 요약  시사

일본은 2002년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2009년 종합적인 바이오매스 활

용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을 제정하여 후속으로 2010년 “바

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 ․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로 전국 323 개소의 바

이오매스 타운이 공표 ․ 설치 중에 있으며, 전국 178개의 바이오매스 활용 및 에너지 전환시

설이 가동 중에 있다.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계획”은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의 

연장선상에서 2020년을 목표 연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신산업 창출

과 농촌 활성화를 연계시켜 바이오매스타운의 발전적 모델로 바이오매스 산업도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바이오매스 활용 정책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바이오매스의 에

너지 전환만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바이오매스의 물질이용과 에너지 이용을 연계하

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다양한 농축산 바이오매스의 퇴비, 액비, 사료 등 

바이오매스 이용 시설을 유지하면서 에너지화 시설을 도입하여 바이오매스타운을 계획함

으로써 기존 일본 농림수산성의 농촌 ․ 농업 정책과의 연계성이 유지되고, 신규 사업의 정책

적 거버넌스(Governance)를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사

업,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바이

오매스 타운 추진에 시사점이 있다. 두 번째는 입지 중심이 아닌 바이오매스 이용 중심의 

바이오매스타운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계획”에서는 

바이오매스 타운의 발전적 모델로 바이오매스 산업도시를 제시하고 있으며, 바이오매스 이

용의 형태에 따라 지산지소(地産地消)형, 광역형, 고부가가치형, 개발수입형 모델을 도출하

고 있다. 바이오매스 산업도시의 추진에 있어 입지는 추진 전략측면에서 고려하는 사항이

다. 기존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형 마을의 추진 모델이 도시형, 농촌형, 도농복합형, 산촌

형의 모델로 추진된 사례에서 개별 추진모델이 시범사업 현장에서는 구분되는 특성을 보

이지 못하고 지역산업과의 연계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할 때 바이오매스 이용 특성에 따른 

일본 바이오매스 산업도시의 추진 모델은 국내 정책 추진에 있어 시사점이 있다. 특히 바

이오매스 이용 및 제품의 특성에 따른 바이오매스 산업도시 모델은 지역 특성에 따른 산업

화 추진과 연계성이 있어 사업모델의 도출이 용이한 특성이 있다. 세 번째는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계획”에서 바이오매스 발생부터 수집, 운반, 제조, 이용까지의 사업 연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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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강조하고, 바이오매스 이용 기술 수준의 평가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오매스의 이용에 있어 원료의 수집 ․ 분산 시스템의 확립과 생산물의 수요 창출은 바이

오매스 산업화에 있어 비용절감과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농업에서 일본과 지리적 ․ 환경적 특성이 유사한 우리나라도 바이오매스 이용 촉진을 위해

서는 경제성 있는 수집 ․ 분산 시스템의 확립과 생산물의 수요 창출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논문접수일 : 2012. 8. 21. 논문수정일 : 2012. 10. 4. 최종논문접수일 : 201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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