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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바이오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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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현황

• 기타 바이오디젤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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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바이오디젤유란?

동, 식물성 기름(유지)으로부터 생산한 경유 대체 연료

촉매

유지 + 알코올 <===========> 바이오디젤 +  글리세린

1kg    0.1kg                                 1kg            0.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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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용 바이오연료의 필요성
- 고유가

- 지구 온난화

- 심각한 대기 오염

- 현재 차량 연료로 사용 가능한 유일한 신재생에너지

- 농업 보호와 연계 가능

재생 에너지로서 장점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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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바이오에탄올 생산가

원유가



- 9 -

국내 CO2 배출 현황 및 전망

수송(’02~’20증가율 : 3.5%) 

바이오디젤의 공해물질 저감 효과

-15.7-78.3CO2

-20-80 ~ - 90발암 물질

-12 ~ -20-60 ~ -90Air toxics

+1.2+5.8NOx

-18.0-55.4미세분진

-11.0-56.3탄화수소

-12.6-43.2CO

B-20, %B-100, %배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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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프라에서 사용 가능

바이오디젤 원료유 현황

Rapeseed  83 %

Sunflower  13 %
Palm  1 %

Soybean  2 %

Used Frying Oil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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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의 생산 현황

전세계 생산량(만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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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

동유럽

북아메리카

아시아

전세계

* : Austrian Biofuels Institute

II. 해외 선진국의

바이오디젤 보급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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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생산량 (2005년)

BD20, BD5**15.5한국

BD20100미국

BD5500프랑스

BD100*, BD 51,700독일

활용 형태생산량, x 103 kL/년국가

*  :   전용 차량에 적용
** :  2006년 7월부터 도입 예정

바이오디젤 보급 장애 요인

• 높은 가격

• 품질에 대한 낮은 신뢰도

• 관련 업계의 거부감

• 원료 수급 불안정성



- 13 -

지원 정책 (세금 관련)

• 세금 감면

2005 현재417한국

2004. 11 기준280 ($1.0/gal)미국

“440 (0.33 유로)프랑스

2004. 1 기준620 (0.47 유로)독일

비 고세금 감면, 원/L국가

독일의 세금

0.53-0.56바이오디젤 가격

0.430식물유 가격

0.7200.6900.6500.620
세금 후

경유 가격

0.1280.0960.0640.032환경세

0.3640.3640.3640.364광유세

0.2250.2250.2250.225
경유 가격

(세금 전)

20032003200220012000년도

바이오디젤경유

단위: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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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바이오디젤, 디젤 가격 비교

0.1020.027유통 전 이익

0.00.44광유세 및 환경세

0.530.225생산 원가

0.6320.692공장도 가격 (VAT 전)

0.1010.111VAT, 16%

0.7330.803
판매 가격

(베를린 평균)

바이오디젤, Euro/L경유, Euro/L항목

의무화

- 공공기관과 20대 이상 보유 운수업체는 매년 차량

대당 1,620L의 대체연료 사용 의무화 (EPAct)

- 대기 오염이 심한 대도시 지역에서는 함산소 연료 사용

의무화 (Clean Air Act). 

의무화에 의한 바이오연료 보급량이 전체 소비량의 70%

미국

- 인구 10만 이상 도시 지역의 공공 차량에 대해

함산소 연료(BD30) 사용 의무화
프랑스

보급 활성화 조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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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품질 기준안 제정

• EU

EN14214 (25개 기준 항목 포함)

• 미국

ASTM D6751 (12개 기준 항목)

• 한국
산업자원부 품질 고시 (15개 기준 항목)*

* : 권장 기준임.

원료 수급 불안정성 관련

• EU는 농업 보호와 연계 역내 원료 생산 추진

- 전체 경지의 10%를 의무 휴경지화

- 의무 휴경지에 대해 비 식용 작물 재배 허용

- 휴경지(80만 ha) 이용 100만톤 바이오디젤

생산 (전체 생산량의 30%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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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의 향후 전망
(IEA, 2004)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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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내 현황



- 17 -

국내 바이오디젤 관련 일지

2001. 10 자동차 공해 연구원에서 바이오디젤유의 성능 평가 실시 및
산자부에 시범 보급 요청 (환경부)

2002.  5 바이오디젤을 대체에너지 시행령에 포함 (산자부)

2002.  5 국내 바이오디젤의 연료로서 표준 규격 제정 (산자부)

2002.  5 바이오디젤의 2년간 시범 보급 사업 실시 (산자부)
(수도권과 전북 지역의 시범 보급 주유소 73개소 )

2004. 5    바이오디젤 시범 보급 기간 2년 연장 (시범보급 주유소 200여개)

2006. 7    바이오디젤 전면 보급 실시 예정 (B-5, B-20)

바이오디젤 시범 보급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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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의 차량 실증 R&D
(연구 기간: 2004. 8. 1. - 2006. 7. 31.)

바이오디젤 혼합연료(BD5, BD20)에 대한

- 차량의 주행 안정성 (6만 km)   

- 차량 연료계 부품의 내구 시험

- 차량의 배출가스 환경성 평가

- 장기 보관에 따른 연료 안정성 분석

국내 바이오디젤 보급 요약

석유정제업자 (정유사)
(경유-BD100 5%이하 혼합)

경유

바이오디젤 제조업자
(BD100, BD20)

유채유,
폐식용유

유채 재배농가
폐식용유 수거업자

BD5 (주유소)

BD20 (운수업체)

바이오디젤의 제조 및 유통 과정 (2006. 7. 1.)

바이오디젤 (BD100),
90,000kL/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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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디젤 보급 목표

552460368184147보급 목표, 천 kL

???90 +15.5보급 실적, 천kL

20122011200920072005년도

국내 유채 개발 현황*

선망 한라

* : 장영석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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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관련 제언

• 농림부

-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쌀 농사 대체 작물 발굴이 중요 과제임

- 바이오디젤 생산 원료로 국내 유채 경작은 검토할 가치가 있음

- 타당성 평가를 위해 유채 경작에 대한 시범 사업 착수

• 환경부

- 대기 환경보전과 기후변화협약 대응은 환경부의 중요 과제임

-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선진국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 검토중임

(예: 함 산소연료 의무 사용)

기타 바이오디젤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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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보급 정책 이대로 좋은가,

환경운동연합

이상훈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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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연료 보급 확대 이대로 좋은가, ?

김연지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 )

에너지위기와 재생가능에너지 대안1.

석유위기에 대한 경고는 이미 지나간 것인가 거리에 붉은 물결이 휩쓸고 지나가고 서부텍사스중질?

유가 배럴당 달러 이하로 다시 내려가자 석유위기론은 가물가물 기억에서 흩어지고 있다 일부 석70 .

유메이져는 유가가 점진적으로 배럴당 달러대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주장도 흘린다40 .

고유가 추세에 대한 대응을 보면 당분간 한국이 에너지 안보에 매우 둔감하고 취약하다는 평가에서

벗어나긴 어렵다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가 넘고 석유 의존도가 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는. 97% 45%

아직도 유가 상승을 정정불안 태풍 같은 자연재해 계절적 수요 변동 등 주변적 요인으로 해석하는, ,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유가가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지만 정부의 대책이란.

에너지관리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에너지절약 방안을 요약하는 것에 불과했다 유가가 오르더라도 공.

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이상 석유위기는 아니다라는 것이 에너지수급을 담당하는 산업자원부의 입

장이다.

현재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인가 년 초 서부텍사스중질유는 배럴당 달러선이었다 지난 년? 2002 20 . 4

사이에 유가는 배 이상 훌쩍 뛰었다 그러자 년 월 스웨덴 정부는 년까지 석유 사용을3 . 2006 2 2020

제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올 초에는 석유위기론을 공식적으로 부정해 온 부시행정부조차 미국을.

석유중독에서 해방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유는 분명하다 석유는 한정된 에너지원이고 석유 의존을. .

지속할수록 나중에 입을 타격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에서 석유위기라고 규정하는 공급 부.

족이 가시화된 상황이 닥친다면 부정적 영향은 상상을 초월하고 수습하기 어려운 혼란에 직면할 것

이다 위기가 닥치기 전에 위기를 비켜가거나 영향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스웨덴 정부. .

의 관계자는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석유가 없는 세상을 준비하고자 한다 이 계획은“ .

세계적인 기후변화나 유가상승 석유가 곧 바닥날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한 우리의 반,

응이다 라고 에너지 정책 전환의 본질을 설명했다 이미 스웨덴이 소비한 에너지의 이 재생가능” . 1/4

에너지원에서 나왔다.

유럽연합은 석유 위기에 대비해서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고 있다 년 유럽연합에서 나온 에너지. 2002

백서의 표제는 에너지 의존도 감소 이다 유럽연합은 지금 이대로 년이 되면 에너지 역외 의존‘ ’ . 2030

도가 에 이르게 되어 안보 불안이 심각해질 것을 우려해서 에너지 자립에 전력을 쏟고 있다 재70% .

생가능에너지 개발과 보급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력을 얻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통해 온실.

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실업난을 해소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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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실리는 에너지 안보의 강화이다 년 월 세계 최초로 독일 본에서 열린 재생가능. 2004 6

에너지 국제회의에서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에너지원으로서 재생가능에너지의 중요성이 거듭 강

조되었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차 석유 파동을 겪은 후 덴마크의 에너지 자립 정책은 풍력 기술의. 1

개발과 보급으로 이어졌다 이미 덴마크에선 풍력발전이 전력의 가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유. 20% . 럽

연합도 년까지 에너지공급의 전력공급의 를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하고 년이면2010 12%, 22% 2020

유럽연합 개국은 최소한 차 에너지의 전력의 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충당할 전망이다15 1 20%, 33% .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

는 것이 유럽연합의 전략이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년에 비해 년에서 년 사이에 온실. 1990 2008 2012

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유럽연합은 년까지 차 에너지의 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공8% 2010 1 12%

급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아래 표는 계획대로 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을 로 높이. 2010 12%

면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을 통해 년에 이산화탄소를 억 천만톤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2010 3 2 .

저감량은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에 달한다 이런 추세를 연장하여 년까지 재95% . 2020

생가능 에너지 비중을 로 높이면 이산화탄소를 연간 억 천 백만톤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20% 7 2 8 .

년 대비 유럽연합 온실가스 배출량을 까지 줄일 수 있다1990 17.3% .

표 유럽연합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1. 백만톤( )

년2010 년2020

풍력 99 236

태양광 2.2 24

바이오매스 176 326

수력 23 35

지열 5.8 15

태양열 14 92

재생가능 에너지 합계 320 728

년 기준 유럽연합 개국 총 온실가스 배출량1990 15

중 %
7.6 17.3

재생가능 에너지 중 바이오매스의 비중 % 55 45

출처 년: EREC, Renewable Energy, the solution to climate change ,2004「 」

이 목표를 보면 재생가능 에너지에서 바이오매스의 비중은 매우 높다 년이면 유럽연합 재생가. 2010

능 에너지의 년에도 에 이른다 특히 유럽연합은 수송 분야에서 석유 의존을 낮추기55%, 2020 45% .

위해 모든 회원국들이 년까지 수송연료의 를 바이오연료로 대체하는 세부 목표를 동시에2010 5.75%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2.

산자부는 세계 주요국들이 최근 고유가 관련 유류세인하 비축유방출 강제 조치 국가적 캠페인 등, , , ,

단기대책 보다는 신재생에너지개발 에너지공급원 다양화 에너지효율향상 및 절약 등 장기대책 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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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대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그래서 한국도 단기대책 보다는 지금까지 추진 해온.

에너지정책을 세계 주요국처럼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과연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지금처.

럼 지속하면 석유위기에 대한 대비가 되는 것인가 한국도 재생가능에너지 위주의 에너지 전환 정책?

이 추진 중인 것인가 한국도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중장기 정책이 추진 중인가? ?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이다 정부는 년. 2003․
에 재생가능에너지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 중이다.

년까지 차 에너지의 전력의 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재생가능에너2011 1 5%, 7% .

지 발전 전력에 대해 고정 가격 의무 구매제를 시행하고 대체 연료에 대해서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선진적인 제도도 도입하였다 이 계획은 시민단체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은 바 있으며 기업과.

전문가들도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

표 총 차에너지 기준 신 재생에너지 공급량2. 1 ․
단위 천( : toe)

분 야
년2003 년2006 년2011 (%)

공급량 비중(%) 공급량 비중(%) 공급량 비중(%)

태 양 열 41 0.93 102 1.45 318 2.39

바 이 오 197 4.43 495 7.07 1,050 7.87

폐 기 물 3,080 69.20 5,050 72.13 7,540 56.54

태 양 광 2.7 0.06 22 0.31 341 2.56

풍 력 13 0.29 126 1.80 1,311 9.83

소 수 력 50 1.12 111 1.59 446 3.34

연료전지 - - 0.4 0.01 147 1.10

지 열 0.8 0.02 12 0.17 161 1.21

해 양 - - 0.7 0.01 432 3.24

수 소 - - - - 1.3 0.01

석탄이용 - - - - 375 2.81

소 계 3,385 76.05 5,919 84.54 12,122 90.90

수 력 1,066 23.95 1,082 15.45 1,213 9.10

합 계 4,451 100 7,001 100 13,335 100

신재생에너지․
비중(%)

2.06 3.0 5.0

출처 산업자원부 제 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 , 2003, 2「 」

하지만 이 계획은 뚜렷한 한계가 있다 년 이후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2011

중장기 비젼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가 에너지 자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하는 지 새로운 에너지 시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지 분명하지 않다, .

그러다 보니 국가 에너지 정책에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자립과 기후변화 대응에 얼마나 어

떻게 기여하는 지에 대한 분석을 찾아보기 힘들다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산자부 일각에서 여전히.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이나 국감때 마다 재생가능 에너

지에 대한 예산 효과를 다그치는 풍경도 국가 에너지 정책에서 재생가능 에너지의 위상과 역할이 명

확하지 않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그리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은 구체성과 신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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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재생가능 에너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폐기물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높고 기술신뢰성이 확보된 바이오매스의 역할이 매우 낮

게 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발전과 열에너지에 치우친 나머지 수송에너지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이 계획으로 석유위기를 예방하고 완화하는 것은 역부족인 상황이다. .

우리나라 수송에너지의 현황과 개선 방향3.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수송부문은 약 를 차지한다 비중은 변동이 적지만 절대적인 에너지21% .

소비량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차 에너지 소비의 가량을 차지하는 석유는 납사 등 산업. 1 45%

부문에서 절반 가량 소비되고 수송부문에서 가량 소비된다 년부터 유가상승이 가파르지만33% . 2002

약간씩 수송부문의 석유소비는 증가하고 있다.

국내 수송부문은 석유위기에는 아랑곳없이 석유의존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대당 연간 주행거리는 일본의 배가 넘고 승용1 2

차 중심의 문화가 고착화된 미국보다도 많다 석유위기니 기후변화협약이니 교통수요를 강화해야 할.

정책적 필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건설교통부는 도로를 넓히는 공급 중심의 기존

교통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 등 일부 시에서 지하철 신규 건설 버스준공영제 도입 버스전용. , ,

차로 확대 등 대중 교통 투자를 지속하여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만 대부분의 도시에서 승용차 이용율

은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혼잡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이다.

최근 들어서 배기량이 큰 승용차가 더 많이 팔리는 것도 특징적인 현상이다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

지만 올해 새로 등록된 승용차 대 중 대가 중대형 차량이다 특히 신규 등록차량의 가 대형차3 2 . 20%

일 정도로 대형차 소비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년 말 기준으로 국내의 경차 비중은. 2005

로 과거에 비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프랑스의 일본의 에 비해서도 현저6.1% , 39%, 28%

히 비중이 낮다.

우리나라 주요도시의 대기오염 현황을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가 가장 중요한 오염물질 배출원이다.

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의 농도는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경우 선진국 도시들의 배에 달하는 심각한 오염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2~3 .

로 인한 건강피해 역시 갈수록 심각하게 나타나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에서만 연간 명의, , 1,1000

조기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학계의 보고가 제출되고 있다.

수송부문에서 석유 의존을 줄이고 대기오염을 완화하는 방법은 교통 수요 관리를 강화하거나 석유

연료를 다른 연료로 대체하는 것이다 먼저 교통수요 관리의 핵심은 승용차 운행을 줄이는 것이다. , .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더라고 쾌적성 안전성 속도 등 여러 측면에서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

있어야 한다 도로 신설과 확장 신호체계 개선 등 공급 위주의 교통정책을 통한 문제 해결을 포기하. ,

고 획기적으로 교통정책을 전환하여 교통수요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교통전문가 황기연 교수 홍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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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가 말하는 교통수요관리의 주요 정책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6) .

첫째 승용차에 경쟁할 수 있는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하고 일반차로를 축소하며 광역급행철도를 신설한다 고용주는 대중교통이.

용자들에게 이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둘째 승용차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원인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한다, / .

혼잡통행료 징수를 확대하고 수입금은 지불자들에게 직접 환원하여 대중교통이용시 요금 지불에 사

용하도록 한다 도심 주차장공급을 억제하고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제도를 시행한다. .

셋째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도로교통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

보행광장화 건널목 신설 도로폭 축소 신호없는 보행자 환경 조성 등 걷고 싶은 거리 사업을 추진, , ,

한다.

넷째 교통시설공급과 관리의 조화를 통해 효율적인 차량소통기능을 확보한다, .

다섯째 도시계획 토지 이용 등과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적 교통계획 정책을 추진한다, , / .

그 다음 수송부문에서 석유 소비를 줄이는 길은 석유를 재생가능한 식물연료로 대체하는 것이다.

브라질과 미국에선 사탕수수나 옥수수를 발효해서 생산한 바이오에탄올을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의 경우 자동차 대 중 대가 바이오에탄올을 연료로 사용한다 유럽연합은 유채. 4 1 .

기름을 위주로 한 바이오디젤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럽연합은 수송 분야에서 석.

유 의존을 낮추기 위해 모든 회원국들이 년까지 수송연료의 이상을 바이오연료로 대체하2010 5.75%

는 세부 목표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년부터 바이오디젤 시범보급 사업을 실시해오면서 바. 2002

이오디젤 산업을 육성해왔다.

각국이 앞다투어 식물연료를 보급하는 이유는 석유의존을 줄이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

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식물연료는 석유에 비해 대기환경 효과가 뚜렷하다 바이오디젤의 경우 이산. .

화탄소 벤젠 등 독성물질을 대폭 저감할 수 있으며 매연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등의 공해물질도, , ,

적게 배출한다 그리고 식물연료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저감 수단이다 식물연료 톤 사용시50~70% . . 1

톤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있다 식물연료를 이용할 경우 이산화탄소가 배출하지만 이는 광합2.2 .

성을 통해 축적된 이산화탄소가 다시 대기 중에 돌아가는 이산화탄소 순환과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으

로 배출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식물연료 연간 생산 가능량인 만톤이 보급된다면 이. 28

산화탄소 만톤의 저감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식물연료 사용은 농업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61.6 .

있다 에너지작물 재배가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이 된다 이미 유럽과 브라질 미국에선 에너지 농업. . ,

이 성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식물연료는 기존의 주유소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간단한.

장치를 쓰거나 약간의 개조를 통해 기존 자동차에서 그대로 쓸 수 있어 쉽게 보급될 수 있다는 잇점

이 있다.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생산단가가 비싼 식물연료 보급을 위한 정책 수단은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식물연료에선 면세하고 일정 지역이나 특정 차량에 식물연료 이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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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각국별 바이오디젤 보급 정책3.

우리나라 식물연료 보급 현황과 문제점4.

국내 식물연료 바이오디젤 산업은 와 미국 등에 비해 다소 늦었으나 외국에 비해 생산성이 우EU ,

수한 국산 기술이 개발되었고 현재 산자부의 품질인증을 받은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는 모두 개 기, 8

업이며 이들의 생산능력은 만 톤에 이른다28 .

년부터 산자부 고시에 근거해 수도권과 전라북도 지역 내의 지정주유소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2002

나 버스 및 관용차량을 대상으로 을 보급해 왔다 그동안 바이오디젤 등 석유대체연료의 보급BD20 .

기반을 구축하고 이용 및 보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년 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 2004 10 [

법 을 개정하고 년 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년 월 일부] 2006 2 [ ] , 2006 7 1

터 일반 경유에 이하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한 경유 는 경유로 분류 가 전국의 주유소를5% (BD5, BD5 )

통해 보급될 계획이다.

년 월까지 지정주유소에서 살 수 있었던 은 월부터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할 수2006 6 BD20 BD20 7

있는데 자가정비시설이나 자가주유시설을 갖춘 버스 트럭회사만 해당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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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바이오디젤 보급제도 현황4.

구 분 월 월’06.1 ~ 6 월’06.7 ~

경유

(BD5)

제도방식
바이오디젤 혼합 경유

보급 준비

제도허용
혼합주체 정유사 수입사/
혼합비율( ) 이하(5% )
대상지역 전국
대상차량 전 경유차량

BD20

제도방식 시범보급사업 제도허용
혼합주체 생산업자BD 생산업자BD
혼합비율( ) (20±3%) (20±3%)
대상지역 전국 전국

대상차량

경유차량全

버스 트럭에 대한 우선·

사용 권고

자가정비시설과 자가주유
취급소를 갖춘 관리가능

한 사업장의 버스 트럭 및·
건설기계에만 사용가능

그런데 정부의 바이오디젤 보급 개정안은 오히려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접어든 바이오디젤 산업을

고사시키고 바이오디젤 보급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정부의 바이.

오디젤 보급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경유 첨가제로 바이오디젤을 규정하는 것은 바이오디젤 시장을 고사시키는 정책①

정부의 바이오디젤 보급안은 한마디로 시범사업보다 후퇴한 것이다 정부는 년부터 서울 경. 2002 ,

기 전북 지역을 대상으로 바이오디젤 시범보급사업을 벌였다 한 때는 최고 여개의 주유, BD20 . 250

소를 통해 이 판매되었으나 판매량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기술의 불안정성 홍보 부족 제BD20 . , ,

도적 미비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지만 경쟁 연료에 대한 정유사의 반발과 바이오디젤 보급에 대한

산자부의 의지 부족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시범보급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정유사와 자동차 업.

계는 바이오디젤의 품질을 이유로 시범보급사업에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정부는 정유사의 의견에,

따라 월 일부터 이 아닌 바이오디젤 미만 첨가의 경유를 보급하는 것으로 제도를 시행7 1 BD20 5%

하려 하고 있다 이럴 경우 결국 바이오디젤은 경유 첨가제로서 시장이 제한될 것이다 그리고 바. .

이오디젤 첨가 경유는 정유사만이 주유소에 공급할 수 있다 석유 대체재 혹은 보완재인 바이오디젤.

보급을 정유사가 좌우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역설적이다 식물연료 확대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목표와 계획이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유시장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정유사에게 식물연료 보급

의 칼자루를 떠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물론 월 일부터는 버스회사 레미콘 회사 등과 같은 자가저유시설이나 자체정비시설을 갖고 있는7 1 ,

집단차량회사에서 제한적으로 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놨다 그러나 정부가 세제 혜택BD20 .

비과세 을 적용하던 에 대해 월 일부터는 일반 경유와 마찬가지로 과세를 할 예정이기 때문( ) BD20 7 1

에 이 분야에서 바이오디젤이 보급될 가능성은 사라진다 바이오디젤을 보급하겠다고 하면서 바이오.

디젤에 경유와 동일하게 과세를 하는 나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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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첨가 경유 는 환경개선 효과가 매우 적다(BD5) .②

는 공해물질 배출 저감효과가 매우 적다 더군다나 지난 월 정부와 개 정유사가 바이오디젤BD5 . 3 , 5

을 연간 만 만 톤 를 보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식물연료는 경유에 이하 수준으로 첨가될 위9 (8 ) 0.5%㎘

기에 처했다 바이오디젤이 아니라 경유에 약간의 첨가제를 넣은 정도의 수준으로 보급되는 것이다. .

외국에서는 도심을 중심으로 식물연료를 보급해왔다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인구 만이 넘는 도심. 10

에는 식물연료 사용을 의무화한 국가도 있고 의 보급은 물론 심지어 을 보급하기, BD20 30 BD100～

위해 차량 개조를 적극 권장하기도 한다.

서울을 비롯한 대 광역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대기환경은 국가5 . OECD

중 최하위수준이다 인구와 자동차의 거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수도.

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더욱 심하게 악화될 전망이다.

산자부의 정책에는 식물연료 확대보급을 통해서 대도심의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년도의 경우 자동차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대책 예산 총 억. 2005 2,247

원 중 인 억 원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등 저공해차 사업에 배정했84% 1,895 ,

다 값비싼 하이브리드카도 도입했다 그러나 현재의 에너지시스템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식물연료. .

도입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대기개선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보급계획이 그대로 진BD20 .

행된다면 수도권도 전국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식물연료를 미만으로 함유한 경유가 보급, 0.5%

될 전망이다 대기 문제와 가장 긴밀한 에너지정책이 현실에서는 유리되어 대도시의 대기환경개선.

문제가 통합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오디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③

월부터 제도가 본격화되면 일반 시민들은 식물연료 나 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 이7 100% BD20 .

는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처사이다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을 위해 녹색소비를 촉진해야 할 마당에.

바이오디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바이오디젤 보급 의사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강력한 환경정책으로 앞서 나가는 환경 선진국들은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깨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

다 그런데 시민들의 높은 환경의식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양하게 구성된 친환경적인 실천.

공간을 통해 더욱 높아질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모습은 다르다 경유에 식물연료를 일괄 보급하면서 시민들은 자신이 쓰는 경유에 식물.

연료가 포함되었는지를 알지 못한다 보다 깨끗한 에너지를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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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식물연료 보급 개선 방향5.

신재생에너지법의 틀에서 신재생에너지과가 식물연료 보급 주도1) ․ ․

현재 식물연료 보급 업무는 정유사의 배타적 독점권을 보장하는 석유사업법의 틀 안에서 산자부 석

유산업과가 담당하고 있다 이럴 경우 식물연료 보급 과정에서 기존 정유업계의 입김이 작용하기가.

쉽다 재생가능 에너지의 보급을 통해서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며 온실가스.

를 저감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법의 틀에서 신재생에너지과가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식물연료 바이오디젤의 보급 확대2)

바이오디젤을 사실상 경유의 첨가제로 규정하려는 보급안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 바이오디젤 품질.

관리 방안 유사연료의 유통 방지 대책 등을 보완하면서 바이오디젤 시범보급사업을 확대 발전해야,

한다 도 시판되고 일반소비자의 손쉬운 접근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정유사뿐 아니. BD20, BD100 .

라 바이오디젤 생산자가 직접 이오디젤을 주유소에 보급할 수 있도록 동일한 경쟁지위를 부여해야

하고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차량에 대해 바이오디젤 이용을 권장 혹은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경유차에 대한 유류보조금 지원과 바이오디젤 보급의 상충성 해소3)

경유가를 인상조정하는 과정에서 버스나 화물차 등 경유소비 차량에 대해 유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면세 바이오디젤이 보급된다고 해도 버스나 화물차에선 유가보조금을 받으며.

경유를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정부의 개입을 통해 교통세 혹은 환경세 면제 식물연료의 가격경. ( )

쟁력을 향상하여 식물연료를 보급하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면세 바이오디젤도 경유가 보조금

이라는 편법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경유가 보조금을 받는 대상 차종에 바이오디젤을.

집중 보급한다면 식물연료도 확대하고 유가 보조금이라는 편법을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

식물연료에 대한 유류세 감면 정책 유지4)

식물연료에 대해서는 유류세를 면세하거나 감면하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유류세는 세수확보와.

유류소비 억제를 목적으로 부가되었다 식물연료인 경우 아직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 정.

부가 정책 개입을 통해 장려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수확보 관점에서 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

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대체 소비 혹은 보완 소비를 장려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유류소비 억제.

를 목적으로 하는 유류세 부과도 맞지 않다 물론 식물연료로 제조 과정에 따라 과세가 달라져야.

한다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하는 경우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 ,

경우는 생산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이 다르기 때문에 과세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 그렇, .

지만 식물연료가 석유연료에 비해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적인 편익이 있다는 점은 식물연료에 대한,

과세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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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 보급 사업 제도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팀

이학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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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 보급 사업 제도석유대체연료석유대체연료 보급보급 사업사업 제도제도

2006.6.152006.6.15

산산 업업 자자 원원 부부
석석 유유 산산 업업 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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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석유대체연료 개요개요(I) (I) 

☞☞ 현행법상 석유대체연료 : 바이오디젤연료유바이오디젤연료유, , 알코올연료유알코올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석탄액화연료유, , 천연역청유천연역청유, , 유화연료유유화연료유 등 5가지

◇◇ 바이오디젤연료유바이오디젤연료유: 바이오디젤연료유원액 및 이를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 등과 혼합한 연료

▷ BD100 : BD 원액 100% 

▷ BD5 : 경유 95% + BD 원액 5% 혼합

▷ BD20 : 경유 80% + BD 원액 20% 혼합

◇◇ 알코올연료유알코올연료유: 자동차 연료용 알코올연료유원액 및 이를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 등과 혼합한 연료

▷ E100 : 바이오알코올 100%

▷ E10 : 휘발유 90% + 바이오알코올 10% 혼합

석유대체연료석유대체연료 개요개요(II) (II) 

☞☞ 현행법상 석유대체연료 : 바이오디젤연료유바이오디젤연료유, , 알코올연료유알코올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석탄액화연료유, , 천연역청유천연역청유, , 유화연료유유화연료유 등 5가지

◇◇ 석탄액화연료유석탄액화연료유: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여 물리?화학적 반응공정을 거쳐

생산된 연료

◇◇ 천연역청유천연역청유: 천연역청물질을 물 및 계면활성제 등과 혼합한 연료

(오리멀전)

◇◇ 유화연료유유화연료유: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을 물 및 유화제 등과 혼합한 연료

(중질유 + 물30% + 첨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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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바이오디젤(Bio(Bio--Diesel) Diesel) 

바이오디젤이란? 

◇◇ 유채유유채유, , 대두유대두유, , 폐식용유폐식용유 등등 식물성유지나식물성유지나 동물성동물성 기름을기름을 촉매촉매 존재존재

하에서하에서 알코올과알코올과 반응시켜반응시켜 생성되는생성되는 에스테르화에스테르화 오일오일

◇◇ 자동차용자동차용 경유와경유와 특성이특성이 유사하여유사하여 디젤자동차의디젤자동차의 엔진변경엔진변경 없이없이 경유와경유와

혼합하여혼합하여 사용이사용이 가능한가능한 석유대체연료석유대체연료

◇◇ 바이오디젤의바이오디젤의 주성분주성분 : : 지방산메틸에스테르지방산메틸에스테르

BD BD 보급보급 현황현황(I) (I) 

▶▶ 바이오디젤바이오디젤(BD) (BD) 보급제도보급제도 마련마련

○○ 석유사업법석유사업법 => => 석유석유 및및 석유대체연료석유대체연료 사업법사업법((’’04.1004.10월월))

-- 시행령시행령((’’05.405.4월월), ), 시행규칙시행규칙((’’05.605.6월월) ) 전부개정전부개정

-- 석유대체연료의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품질기준, , 성능평가기준성능평가기준 등등 제정고시제정고시((’’05.1205.12월월))

○○ 석유석유 및및 석유대체연료석유대체연료 사업법사업법 시행령시행령 개정개정((’’06.206.2월월))

-- 바이오디젤의바이오디젤의 생산생산?유통?품질관리에?유통?품질관리에 대한대한 제도적제도적 기반기반 마련마련

▶ 바이오디젤(BD) 시범보급사업

○○ 바이오디젤혼합연료유바이오디젤혼합연료유(BD20) (BD20) 시범보급사업시범보급사업 실시실시((’’02.5~02.5~’’05.1205.12월월))

-- BD20BD20의의 시범보급시범보급 결과를결과를 토대로토대로 생산생산??유통유통??품질품질 및및 과세체계과세체계 정비정비

-- 바이오디젤제조업체바이오디젤제조업체 66개사개사, , 지정주유소지정주유소 300300여개소여개소 참여참여((’’0505년년))

-- 바이오디젤바이오디젤(BD100) (BD100) 판매량판매량((’’0505년년): 15.5): 15.5천㎘천㎘((전체경유판매량의전체경유판매량의 0.07%)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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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 BD 보급보급 현황현황(II) (II) 

○○ 바이오디젤혼합연료유바이오디젤혼합연료유(BD20) (BD20) 시범보급사업시범보급사업 연장연장 시행시행((’’06.1~606.1~6월월) ) 중중

-- 바이오디젤제조업체바이오디젤제조업체 99개사개사 등록등록, , 지정주유소지정주유소 8080여개소여개소 참여참여((’’06.506.5월월))

※※ ’’0606년년 하반기하반기 판매예상량판매예상량: 5: 5만㎘만㎘ 수준수준((정유사정유사 공급량공급량 4545천㎘포함천㎘포함))

-- BD20BD20에에 대한대한 품질유통품질유통 상상 문제점문제점 개선개선

-- 정유사가정유사가 경유에경유에 바이오디젤바이오디젤 혼합혼합 및및 저장시설저장시설 보완보완 기간기간 부여부여

▶▶ 바이오디젤바이오디젤(BD) (BD) 상용화상용화 기반기반 마련마련

○○ 정부정부--정유사간정유사간 바이오디젤바이오디젤 보급보급 자발적자발적 협약협약 체결체결((’’06.306.3월월))

-- ’’06.706.7월월~~’’08.608.6월까지월까지 연간연간 99만㎘이상만㎘이상 사용사용 협약협약

BD BD 보급보급 형태형태

BD100BD100BD100

바이오디젤바이오디젤
혼합혼합 경유경유(BD5)(BD5)

석유판매업석유판매업
유통유통

BD20BD20 석유대체연료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업 유통유통

※ 경유 품질기준에 바이오디젤 항목 추가
(5%이하)되어 석유제품

※ ’06년 하반기부터는 자가저장시설+자가
정비+자가용주유취급소를 갖춘 사업장의
버스?트럭?건설기계에 한함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37호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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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정비시설과 자가주유
취급소를 갖춘 관리가능한

사업장의 버스·트럭 및
건설기계에만 사용가능

　 경유차량

버스·트럭에 대한 우선
사용 권고

대상차량

전국전국대상지역

(20±3%)(20±3%)(혼합비율)

BD 생산업자BD 생산업자혼합주체

제도허용시범보급사업제도방식

BD20

전 경유차량대상차량

전국대상지역

(5%이하)(혼합비율)

정유사/수입사혼합주체

제도허용

바이오디젤 혼합 경유
보급 준비

제도방식

경유

(BD5)

’06.7월 ~’06.1월 ~ 6월구 분

<<바이오디젤바이오디젤 보급제도보급제도 현황현황>>

○○ 현행법현행법 상상 바이오디젤이바이오디젤이 혼합된혼합된 경유경유(BD5)(BD5)는는 정유사가정유사가 제조제조하여하여

대리점대리점, , 주유소주유소 등으로등으로 유통하며유통하며 바이오디젤혼합연료유바이오디젤혼합연료유(BD20)(BD20)은은 BDBD

제조업자가제조업자가 제조제조하여하여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를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를 통하여통하여 유통됨유통됨

○○ 석유대체연료의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품질기준 상상 BD100BD100은은 자동차용자동차용 경유경유 또는또는 바이오디젤바이오디젤

혼합연료유혼합연료유(BD20)(BD20)의의 원료원료로로 정의됨정의됨

바이오디젤바이오디젤 유통유통



- 37 -

정유사정유사
석유수입업자석유수입업자

((경유경유(BD 5%(BD 5%이하이하 혼합혼합))

일반대리점일반대리점
주유소주유소

일반판매소일반판매소
실소비자실소비자

바이오디젤바이오디젤 제조업자제조업자
(BD100, BD20)(BD100, BD20)

유채유유채유 재배자재배자
대두유대두유 소입업자소입업자

폐식용유폐식용유 수거업자수거업자

실소비자실소비자
((자가정비자가정비, , 자가주유시설자가주유시설 보유보유
사업장의사업장의 버스버스,,트럭트럭, , 건설기계건설기계))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판매업
((대리점대리점, , 주유소주유소))

BD100 경유

유채유, 대두유
폐식용유

BD20

BD20

BD5

~~’’06.606.6월월

’’06.706.7월월~~

<<바이오디젤바이오디젤 유통체계도유통체계도>>

기기 타타

□□ 외국외국 사례사례

○○ 외국외국((미국미국, , 독일등독일등))에서는에서는 ’’9090년부터년부터 바이오디젤을바이오디젤을 공급공급??판매판매 중중

-- 경유에경유에 바이오디젤을바이오디젤을 5% 5% 이내이내 함유를함유를 허용함으로써허용함으로써 전전 유럽지역을유럽지역을

대상으로대상으로 일반일반 경유연료로경유연료로 판매판매 가능가능

-- 독일독일, , 오스트리아오스트리아 등에서는등에서는 차량차량 연료계연료계 부품을부품을 일부일부 수정한수정한 전용전용

차량을차량을 대상으로대상으로 BD20, BD100 BD20, BD100 바이오디젤을바이오디젤을 보급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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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주요 국가의국가의 BD BD 사용사용 방식방식

○○ EUEU의의 경경우우는는 BD5, BD20BD5, BD20은은 모두모두 정유사가정유사가 제조하여제조하여 판매하며판매하며,,

독일의독일의 경우는경우는 BD100BD100의의 제조제조 유통은유통은 BDBD제조업자에제조업자에 의해의해 이루어짐이루어짐

((소비자소비자 피해는피해는 해당해당 제조업자제조업자 책임으로책임으로 보상됨보상됨))

대도시 난방용 연료
대도시 버스

BD100
경유 70% + BD 30%

이탈리아

대도시 버스
일반 경유차량

BD100
경유 95% + BD 5%

독일

도심버스, 관공서 차량
일반 경유차량

경유 70% + BD 30%
경유 97% + BD 3%

프랑스

관공서 차량, 대형트럭, 
공공버스경유 80% + BD 20%미국

사 용 처사용 방식국가

법적법적 근거근거

□□ 바이오디젤바이오디젤 사업사업 운영의운영의 법적법적 근거근거 : : 법법 & & 고시고시

○○ 석유석유 및및 석유대체연료석유대체연료 사업법사업법

-- 석유대체연료의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방법 및및 검사수수료에검사수수료에 관한관한 고시고시

-- 석유대체연료의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품질시험방법 등에등에 관한관한 고시고시

-- 이용이용 및및 보급보급 확대확대 연료의연료의 인정에인정에 관한관한 고시고시(~(~’’06.606.6월월))

-- 석유제품의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방법 및및 검사수수료에검사수수료에 관한관한 고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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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국가의 책무와
바이오디젤 보급의 필요성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박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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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역의대기환경개선을위한국가의책무와바이오디젤보급의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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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정책과의
바이오디젤 확대 보급에 대한 의견

환경부 대기정책과

김대만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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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정책과의 바이오디젤 토론 자료

연도별 품질기준 자동차용( )

년도2008 1 5～

년도2009 2 5～

년도2010 3 5～

년도2011 4 5～

년도 이후2012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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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보급 확대는 환경 공동체 운동

사 대전시민환경연구소( )

최충식 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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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경제, 농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
다!!! 

(사)대전시민환경연구소

바이오 디젤 보급 확대는 환경 공동체 운동바이오 디젤 보급 확대는 환경 공동체 운동

최 충 식 기획실장

1) 1) 석유는석유는 3030년년 후후 정도면정도면 고갈이고갈이 시작된다시작된다!!

2) 2) 석유석유 만만 문제가문제가 아니다아니다!!
지난지난 5050년년 동안동안 원유원유 생산량생산량 5.625.62배배 증가증가

원자력발전의원자력발전의 발전량발전량 421421배배 증가증가

3) 3) 심각한심각한 COCO22 문제문제
▶▶ 대기중대기중 COCO22 농도가농도가 지난지난 5050년대년대 316.8ppm     316.8ppm     

에서에서 357.0ppm357.0ppm으로으로 1.131.13배배 증가증가
▶▶ 인공인공 COCO22발생량은발생량은 1616억억2,0002,000만톤에서만톤에서 5959억억

400400만톤으로만톤으로 3.643.64배배 증가증가
▶▶ 세계의세계의 기온은기온은 14.8614.86℃℃에서에서 15.2015.20℃℃로로 1.021.02

배배 늘어남늘어남
▲ 공업성장의 동력 석유

21세기, 에너지와 지구 온난화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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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정된 석유에 대해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대안 모색

2) 에너지원의 다양화 필요

3)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의 필요성
▶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바이오에너지

4) 바이오 에너지가 중요한 대안이다!
▶ 탈 석유화의 대안
▶ 원료 확보를 위한 국토의 이용효율제고
▶ 농업관련 Bio산업의 육성계기
▶ 평화협력과 지구환경보전

그 해결점은?

ResourcesResources
Recycling SocietyRecycling Society

Air Pollution Air Pollution 

1.잠재 고객

현 안 전 략

Global WarmingGlobal Warming

AgricultureAgriculture

EnergyEnergy

?한국은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 6번째 석유 소비국, 원유 전량 수입 의존

? 원유 가격 2년새 30불에서 70불로 급상승

?농산물 경쟁력 약화에 따른 후경지의 증가 : 2.9%(47.8천 ha)

?UR와 FTA에 따른 농촌의 새로운 수입원과 지원방법의 필요

?2005년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발효

• 세계 9대 CO2 소비국 (451,000 thousand ton/year), 2002

친환경적인친환경적인 재생가능한재생가능한 대체에너지대체에너지 : : BiodieselBiodiesel

• 디젤차의 대기오염 배출량의 비율 최대, 앞으로 증가 추세

•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 우려

에너지와 자원의 지속가능한 순환형 사회 구축의 필요

◈ 바이오디젤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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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의 연료로서의 특성 비교

장장 점점

국내 자급이 가능하고, 식물성유지를 재활용하여 석유수입을 줄일 수 있는 대체에너지

함산소연료( 산소 10% 이상)이므로 배출가스 저감 효과

윤활성이 뛰어나 엔진 성능 향상, 엔진 수명 연장(1%첨가에 약 30%의 윤활성 향상)

◈ 바이오디젤-재생 가능한 에너지

바이오디젤의 연료로서의 특성 비교

단단 점점

높은 생산비 – 원유가격이 배럴당 $40~$50가 되어야 정부보조 없이 생산 가능

경유보다 점성이 높아서 연료분사 인제터의 막힘이나 실린더내 카본 퇴적의 증가

한냉시의 유동성 저하에 따른 냉시동성의 악화 등을 유발

대책방안대책방안

순수 바이오디젤 보다는 BD20정도의 혼합연료를 사용하여 엔진의 개조 없이 사용

◈ 바이오디젤-재생 가능한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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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온실가스에 의한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의 결과

온실가스 : 이산화탄소, 메탄, N2O, CFC, 오존 등

기온상승, 해수면의 상승 등의 범지구적 문제 야기

◈ 온실가스 저감으로 지구온난화방지에 기여

이산화탄소이산화탄소

- 호흡, 화석연료 연소의 자연적 산물

- 오염물질이 아닌 광합성의 필수 반응물

but,but,

- 화석연료 등의 사용 증대로 이산화탄소 증가

지구온난화지구온난화 야기로야기로 오염물질오염물질 분류분류

교토의정서교토의정서 발효발효((온실가스온실가스 배출배출 감축감축)       )       

대체에너지대체에너지 개발개발 필요필요

◈ 온실가스 저감으로 지구온난화방지에 기여

이산화탄소이산화탄소

- 호흡, 화석연료 연소의 자연적 산물

- 오염물질이 아닌 광합성의 필수 반응물

but,but,

- 화석연료 등의 사용 증대로 이산화탄소 증가

지구온난화지구온난화 야기로야기로 오염물질오염물질 분류분류

교토의정서교토의정서 발효발효((온실가스온실가스 배출배출 감축감축)       )       

대체에너지대체에너지 개발개발 필요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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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배출량 저감 효과

공정의 전 주기(Life cycle)에서 볼 때, 

연료사용에 의해 배출된 CO2는

바이오매스의 생산과정(식물의광합성)에서

회수되므로 CO2의 순 배출량이 적음

기후 변화 협약 대응의 방편으로 바이오디젤

1톤 사용시에 CO2 2.2톤을 감면 받으므로써

국가경쟁력에 이바지

Life Cycle CO2: 경유의 1/4 수준

CO2 배출권 : ＄60/톤

◈ 대기오염 저감 효과

환경적 이점

바이오디젤은 분자내 11%의 산소를 가지고 있어 연소시 완전연소를 도와주기

때문에 혼합 사용시 경유의 배기가스 저감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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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 CO SOx PM 매연 N2O

한국

미국

DOE

BD20을 사용한 경우, 

경유 사용 차량에 비해

CO17%, HC 15%, PM 18%, 

매연 14%가 저감되는 것으로 보고

BD20BD20의의 배출가스배출가스 저감효과저감효과((국립환경연구원국립환경연구원))

◈ 대기오염 저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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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의 유해물질 저감효과

BD20 BD20 에에 의한의한 저감저감 효과효과 ((미국미국 NREL)NREL) BD100 BD100 에에 의한의한 저감저감 효과효과 ((미국미국 NREL)NREL)

SOx : 황화합물

OFP : 오존발생잠재도

PAH : 발암성 방향족 화합물

nPAH : 질화 발암성 방향족 화합물

◈ 대기오염 저감효과

환경적 이점

BD100 은 발암 위험을 94% 저감하며, BD20은 27% 저감

황성분이 바이오디젤에 함유되어 있지 않아 황산화물 배출가능성이 없으며,

BD20을 사용함으로써 산성비 원인물질 배출 감소

벤젠 등을 배출하지 않아서 독성이 적고, 생분해도가 높아서(3주 이내에 90% 분해)

유출시 환경오염이 적다

◈ 대기오염 저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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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diesel 원료확보

국내의 바이오디젤 원료 (soybean)는 미국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

원료확보 방안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 모색

농촌의 유휴지 활용한 채종 생산

폐식용유 활용

새로운 원료 개발 연구

◈ 농촌경제에농촌경제에 기여기여

환경부환경부
바이오 디젤을 통한 대기오염 저감 효과, 온실

가스 저감 효과에 대한 분석,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산업자원부산업자원부
바이오바이오 디젤디젤 확대확대 보급을보급을 위한위한

제도적제도적 개선개선, , 정유회사의정유회사의 바이오디젤바이오디젤

확대노력확대노력, , 신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 보급보급

노력에노력에 대한대한 국민적국민적 신뢰신뢰 확보확보

시민사회와시민사회와 전문가전문가 그룹그룹

자원순환형 공동체 사회

시민의식 개선

대체연료 개발, 종자개발

교량적 역할

농림부농림부

원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경관직불제의 문제점 해결

자국내 원료확보를 통한 소득증대

방안 검토, 농민의 삶의 질 향상

테스크포스팀테스크포스팀 구성구성

바이오 디젤 활성화를 위한 제안바이오 디젤 활성화를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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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순환형 공동체 사회

유채꽃음식
꿀

착유

식용유이용

연료이용

소비자

판매

유채기름

유통

깻묵

사료화

퇴비화

재처리

학교급식

폐식용유회수시스템
-학교회수, 급유소회수

BDF 연료
정제장치

연료이용

자동차

어선

농작업 이용

농사시 다방면 이용

사료

유기질비료

목질에너지이용

가축똥

수확

BDF 사용

농기계

바이오가스장치

유채꽃밭

유채꽃요리

CO2 순환

회수

지자체 등 각계각층과 협력하여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바이오디젤 확대보급의 종합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모델을 만듬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모델을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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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바이오디젤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시스템 구축 방안

농림부 농업기술지원과

박종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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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바이오디젤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시스템 구축 방안

농 림 부
박종민 사무관

2006. 5. 3.

국산원료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연차별 바이오에너지 보급계획

정부의 에너지 정책목표

석유대체 연료의 보급을 통한 에너지 안정 공급기반 구축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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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768 801 83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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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184

368 368 368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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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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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계

바이오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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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탄

천toe/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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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원료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바이오에너지 도입의 목적(석유협회)

포스트 교토의정서와 바이오에너지

석유수입대체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

에너지생산 국산화를 통한 에너지해외의존도 저하

배출권 가격 : 7유로(’05.1월) → 27.2유로(’06.3월)

유채 1ha당 co2 감축효과

• 바이오디젤에 의한 감축 : 1.4톤

• 유채재배에 의한 감축 : 24.68(프랑스)

국산원료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각국의 바이오연료 정책과 농업

독일, 프랑스 등의 바이오디젤 정책

일본의 유채 네트워크 운동

콜롬비아의 바이오에너지 정책

농 촌

부 흥

바이오에너지 원료로서의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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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원료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농 촌 기 업
파트너쉽
구 축

기업의 이미지 제고

농촌의 소득원 제공

국산원료의 경제성

국가별/작물별 경계가격
*경계가격 : 화석연료와 바이오연료 에너지함량의 차이를 고려하여, 국내 휘발유 및 디젤의 세전

가격이 바이오연료 생산비용과 일치하게 되는 원유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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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원료의 경제성

바이오연료의 성장과 농산물의 시장 가격(OECD)

바이오연료 생산으로 인한 농산품에 대한 추가적 수요는 해당

품목 시장 전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가격 상승 예상 (’14): 설탕 60%, 곡물 4, 식물유 20%

고유가는 농업생산비용 및 바이오연료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원료농산품 가격을 상승시킴

국산 원료농산물 확보 바이오디젤 안정 공급

국산유채의 경제성

국산 원료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 방안

규모화.생력화 실현

- 농가호당 면적 : 1ha→10ha, 생력화(h/10a) : 13 → 1

고품질.생산성 증대

- 올레인산함유 : 65%→70%, 수량성(kg/10a) : 300 → 450

지속적인 부수수입의 개발

- 유채박의 활용, 양봉, 농촌관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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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농산물 생산 및 공급기반

원료농산물 품종개발 및 생력화 기술.기계 개발 보급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품종의 개발 및 보급체계 확립

유채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바이오디젤 생산 기술 개발

우리나라 경작 여건에 적합한 농가 보급형 유채 생력 기계화 기술 개발

3년간(’05~’07) 10여억원 투입,  산.학.연 공동 참여

원료 농산물 생산 및 공급기반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 생산시범 사업 추진

사업기간 : ’07년 ~ ’09년(3개년)
사업규모 : 1,500ha(500ha, 3개소)
사 업 비 : 26억원/년

원료용 유채재배 확대를 위한 기반 점검 및 보완

종자보급체계, 농자재(파종기, 수확기), 농업기반시설

유채재배기술, 생력화, 쌀과의 합리적 이모작 체계 등

유채의 생산과 지역별 생산물의 합리적 공급망 구축

생산 및 수확 형태, 수매방법, 직불제 지원, 생산자 조직 등

생산-수매-저장-가공-바이오디젤 제조의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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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농산물 생산 및 공급기반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씨의 중장기 공급계획

200 ~ 1,000(BD1 ~ BD5)90예상수요

1604848242.42.42.4BD생산

40012012060666생산량

100656530151.51.51.5재배면적

‘14이후‘13‘12‘11‘10‘09‘08‘07연 도

천ha/천톤

우리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지속가능한 국산 원료 농산물의 공급

농
업

인

정 유
사

바 이
오

디
젤

사

농가소득보전 + 안정적인 수요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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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에 유채꽃이 휘날리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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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현황과 보급 확대 안( )

가야에너지

이귀학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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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 15

이 귀 학

㈜가야에너지

바이오디젤 현황과 보급확대(안)

1. 바이오디젤 개요

2. 바이오디젤 해외 현황

3. 국내 바이오디젤 보급확대의 저해요인

4. 국내 바이오디젤 보급확대를 위한 요청사항

5. 원료유 사용현황 및 향후 확보 방안

6. 국내 바이오디젤의 역사와 미래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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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바이오디젤 개요

1. 바이오디젤 개요

식물성 오일(폐식용유, 유채유, 대두유 등) 바이오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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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세린

0.2 CO2

0.8 CO2

CO2 순환에 의한 자연순환에너지

1.2 바이오디젤 특징

• 바이오디젤 1톤당 2.2톤의 CO2 감면

• 유채를 경작하는 경우 1ha 당 23톤의

CO2 감면

1. 바이오디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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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바이오디젤 의무사용 현황

2. 바이오디젤 해외 현황

- 2008. 1월부터 디젤유에 바이오디젤을 10%이상 혼합하여 판매 의무화
- 상기 바이오에너지의 원료인 식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이를 판매하여

획득한 소득에는 생산시작 후 10년간 부가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면세
콜롬비아

- 디젤 생산 및 판매업체에 바이오디젤 2% 혼합 의무화
- 향후 혼합비율 (10%) 증가를 통한 확대보급 목표

브라질

- 인구 10만 이상 도시지역에 있는 공공운송수단의 경우 바이오디젤
연료 사용 의무화

이탈리아

- 인구 10만 이상 도시지역의 공공차량에 대해 함산소 연료사용 의무화프랑스

- 공공기관 또는 20대 이상 보유한 운수업자는 1,620ℓ/년
대체연료사용 의무화

- 대기오염이 심한 대도시 지역에서는 함산소 연료사용 의무화
(50개주중 17개주 자발적 참여)

미국

내 용국 가

2. 바이오디젤 해외현황

1.3 바이오디젤 특징

-30

-25

-20

-15

-10

-5

0

5

증
감

율

CO THC NOx PM 매연(%)

공해저감효과 (BD20)가

우수한 에너지

(출처:자동차공해연구소)

• CO, 미연소탄화수소 및 PM(미세먼지)

등의 감소

• SOx(황산화물)의 20% 저감

• 벤젠 등 발암물질의 연소촉진

1. 바이오디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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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바이오디젤 보급확대의 저해요인

3.1 국내 바이오디젤 보급확대의 저해요인(1)

1) 석유대체연료 품질기준 중에서 BD20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바이오

혼합연료유(BD20)는 저장시설, 자가 정비시설 및 자가용 주유취급소를 갖추

어 관리가 가능한 사업자의 버스, 트럭 및 건설기계에 사용하도록 한정하고

있음.

2) 대상차량인 버스회사는 준공영체제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의지에

의해 좌우되고 화물차나 건설기계는 대부분 일반주유소를 이용하고

자가용 주유취급소를 대부분 갖추고 있지 않음.

3)  따라서 시범사업의 BD20지정주유소가 2006. 6.30로 종료된다면

BD20의 규격은 있으나 보급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음.

3. 국내 바이오디젤 보급확대의 저해요인

3.2 국내 바이오디젤 보급확대의 저해요인(2)

* NOx는 2~3% 증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이오디
젤속에 있는 산소 11%에 의한 연소효율 증대로 인한
것으로 다른 모든 배기가스내 유해물질(SOx, CO, PM 
등)은 20~30% 감소 시킴

NOx가 증가하여 오히려 대기오염
에 나쁜 영향을 준다

배출가스의

대기오염

* 현재 당사는 BD100을 TEST용으로 당사의 차량에 4
년 이상 사용하였으나 아무 이상이 없고 현재도 사용중
에 있음(12월~2월까지는 BD20 사용)

바이오디젤을 사용하면 자동차가
부식되고 노즐을 막는다.

자동차의

부식

* 불량연료를 사용하여 연료계통에 고장이 발생한

자동차는 A/S해주지 않는다.

* BD20을 사용하여 연료계통에 문제가 있으면 바이오
디젤 업체가 보상해준다

* 자동차사의 A/S는 일정기간/주행거리에 제한이 있지
만 BD20으로 인한 고장시 바이오디젤사에서는 기간/
주행거리 등의 제한이 없다.

BD20 사용시 A/S를 해주지 않는다
자동차

A/S

진실된 정보잘못된 정보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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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바이오디젤 보급확대의 저해요인

3.3 국내 바이오디젤 보급확대의 저해요인(3)

* 기존 화석연료인 경유도 저온유동성이 낮아 저온유
동성 향상을 위해 첨가제 등을 혼합하고 있음

* 바이오디젤도 첨가제를 개발하여 BD20의 경우

-24℃까지 개선 하였음

바이오디젤은 저온유동성이 나쁘다
CFPP(저온

유동성)

* BD5는 바이오디젤 제조업자가 공급할 방법이 없어
기존 정유사에 의존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
유를 들어 바이오디젤의 시장진입조차 반대했던 정유
사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확대보급을 하지 않을 것임

BD5 만 공급해도 바이오디젤 확대
보급이 실현된다.

BD5

* 커먼레일 엔진의 시동 꺼짐 현상은 BD20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부터 있었던 사항으로 주 원인이 확실히 밝
혀진것이 없으며 수분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이 있으나
BD20이 수분을 생성하는 물질은 아님

커먼레일 엔진에 BD20을 사용하면
시동이 꺼진다

커먼레일

엔진

진실된 정보잘못된 정보구분

• BD20의 일반차량 계속 사용

- 한전 (발전연료), 군용 (선박, 수송용차량 등), 한국철도공사 (디젤전동차 등)

- 관공서 및 공공기관 (보일러, 청소차량, 업무용차량 등)

4. 국내 바이오디젤 보급확대를 위한 요청사항

• 현행 바이오디젤(BD20) 혼합율 유지

-바이오디젤 함량기준 현행 하절기 20%± 3%, 동절기 5%~20%로
되어 있는 혼합율 유지

• 공공기관 등의 BD20 의무사용

4. 국내 바이오디젤 보급확대를 위한 요청사항

- 2011년 5% 신재생에너지 달성의 현실적 방안

-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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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료유 사용현황 및 향후 확보 방안

5. 원료유 사용현황 및 향후 확보 방안

• 원료유 사용 현황

현재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는 현재 월간 4,000톤의 원료유 중 2,000톤의

폐식용유 사용

• 향후 국산 원료유 확보 방안

* 폐식용유 수거체계 정비를 통한 버려지는 폐식용유 확보

* 국내 유채유 재배를 통한 원료유 확보 및 농업경제 활성화

* 해외 농지구입 등을 통한 장기 원료원 확보

6. 국내 바이오디젤의 역사와 미래

6. 국내 바이오디젤의 역사와 미래

2000년10월~

2001년 1월~

2002년 5월~

2003년 5월~

2005년 4월~

바이오디젤의 꿈(Dream) ---- 국내기업들의 기술/사업 검토

바이오디젤 태동기 --------- 국내 2개사(가야에너지, BDK)
환경부 검토

바이오디젤 도약기 --------- 국내생산능력 10만톤 돌파
산업자원부 시범고시

바이오디젤 정체기 --------- 국내 판매 답보(정유사 반대)

바이오디젤 발달기 --------- 국내 생산/판매량 증대

2006년 7월~

바이오디젤 업계 방향
표준안을 BD20으로 정하고 주유소에서
일반차량에 주유 바이오디젤업계, 
기존석유업계 및 정부가 공동관리
(품질, 보급확대 등)

기존정유업계 방향
표준안 BD5로 정하여 바이오디젤 업
계를 기존 정유업계의 통제아래에
두어 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