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순서
“목재자원의 물질순환과 바이오매스 에너지이용 활성화 방안마련 토론회”

개회식(13：30~13：45)1부

개회 및 국민의례

인사말 ∙한정애의원

축  사 ∙김영주의원

발제 및 토론(13：45~16：20)
좌장：배재근 교수(서울과학기술대)

2부

주제발표

▶목재순환자원 활성화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활성화 방안

홍수열 소장(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산림바이오매스 현황과 대응방향

남송희 과장(산림청 목재생산과)

지정토론

▷홍성균 사무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주현수 사무관(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유성진 전문위원(㈔한국목재재활용협회)

▷노용균 처장(한국동서발전㈜ 발전사업처장)

▷장용철 교수(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원택상 부회장(㈔한국원목생산업협회 부회장)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16：20~16：30)

1



2



CONTENTS

목재순환자원 활성화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활성화 방안
홍 수 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9

산림바이오매스 현황과 대응방안
남 송 희(산림청 목재생산과)

25

목재 재활용 활성화방안
홍 성 균(환경부 자원재활용과)

41

국내 바이오에너지 동향 및 정책방향
주 현 수(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45

목재자원 공급부족과 해결방안
유 성 진(㈔한국목재재활용협회)

51

RPS 이행을 위한 발전소 우드칩 사용 현황
노 용 균(한국동서발전㈜)

57

폐목재의 적정 관리방안
장 용 철(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61

벌채부산물(바이오매스) 활용 방안
원 택 상(㈔한국원목생산업협회)

65

3



4



개 회 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한정애 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목재자원의 물질순환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활성화방안마련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분들을 비롯하여 여러 분들께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목재자원의 8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목재자급률이 17%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목재자원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고갈과 기후변화 문제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목재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 이용수요
가 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나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목
재 바이오매스 이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에너
지 이용에만 매달리는 것은 전통적인 목재이용 산업을 고사시키는 등 또다
른 많은 문제를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목재이용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선 양질의 폐목재는 에너지 이용보다는 물질이용이 우선시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폐목재를 나무판 등으로 물질이용하는 것은 에너지 이용보
다 우수한 기후변화 대책입니다. 한 번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은 자원을 낭비
하는 것입니다. 폐목재의 물질이용을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합니다. 

벌목하고 난 후 산에 그냥 버려지는 가지 등 잔재물을 최대한 수집하여 이
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용가치가 높은 목재자원을 그냥 산에 방치해
서는 안됩니다. 산에 버려진 가지 등은 조림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홍수가 
나면 강으로 떠내려 와 수해폐기물 처리문제를 일으키거나 산불에도 취약하
는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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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용되고 있는 이런 잔재물들만 잘 모아도 목재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활용업체나 에너지 이용업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 이용목적으로 일부러 나무를 베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진정한 기후
변화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내외에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그
렇지만, 목재이용 목적의 부산물로 발생하는 가지 등을 모아서 활용한다면 
온실가스 감축대책으로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
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부와 업계가 서로 힘을 모아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도정비나 보조 등 필요한 지원책들
이 잘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법화 작업 등 저도 국회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한 정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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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목재자원의 물질순환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
니다. 아울러 이런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정애 의원님과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과도한 화석연료의 사용이라
는 것은 이제 초등학생들도 아는 사실이 되었
습니다. 우리 인류가 이기심으로 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환경을 무시한 것 치고는 너무나 값비싼 결과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 각국들은 화석연료 의존율을 줄여 보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화석연료를 대
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기고 있습니다. 그중
에서도 오늘 논의되는 폐목재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기술은 목재 가
공 과정에서 버려지는 목재 잔재물들을 자원으로 탈바꿈 시키는 것으로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 선진국들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버려지는 폐목재를 연료로 쓰는 에너지시설이 크
게 증가하고 있지만, 보다 효율적인 폐목재에 대한 사용방안이 나와야 할 때
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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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토론회가 새로운 에너지로서의 폐목재 순환자원화와 공급확대를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참석하신 각계 전문가분들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훌륭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 및 내외귀빈 여러분의 가정
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영 주

8



주제발표

목재순환자원 활성화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활성화 방안

홍 수 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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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2

1. 폐자원 에너지화의 기본특성

§ 자원활용과 폐기물 처리 → 에너지 이용 비용절감

§ 물질 경합성 : 자연력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와 차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로 오인되어 민원야기

폐자원

에너지 정책

VS

에너지이용 보조

물질이용

에너지이용

VS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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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질이용 우선의 필요성

§ 물질이용이 에너지 이용에 비해 우선시 될 필요

- 폐 목재의 물질재활용이 에너지 이용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음.  

자료 : (사)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순환목재자원 자원화 방법별 LCA 및 비용편익분석, 2011.3

2. 물질이용 우선의 필요성

§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의 환경성 문제

- 바이오매스의 무분별한 에너지 이용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높음.   

Ø 바이오매스 연소시설에서도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며, 화석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

Ø 바이오매스 연소시설의 독성물질 배출

이 실제보다 저평가되고 있음. 

Ø 바이오매스 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

출과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속도를 고

려하여 바이오매스의 탄소중립성이 과

장되어서는 안됨. 

에너지 이용목적만의 벌채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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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질이용 우선의 필요성

§ 국내 에너지시설 수요급증에 따른 폐 목재 수급불균형 심화 우려

- 에너지시설의 목재칩 수요량은 향후 25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구 분
가동 중 업체 가동예정 업체

업 체 수 연간수요량 업 체 수 연간수요량

2012 21 891,000

2014 29 1,642,950 15 867,900

증 감 138% 184% - -

§ 온실가스목표관리제, 신재생에너지목표할당제도(RPS), 신재생열에너지

의무화(RHO) 등에 따른 폐 목재의 에너지 수요는 증가예상

- 에너지시설의 목재칩 수요량은 향후 25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폐 목재 시장의 수

급균형의 혼란초래 우려

2. 물질이용 우선의 필요성

전통적 물질이용

목재산업의 보호

바 이 오 매 스

에너지산업 진흥

(양질의 폐목재 공
급)

(미이용 목재공급 확대)

상생의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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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 목재 발생 및 처리현황

§ ’12년 기준으로 연간 176만 톤의 폐 목재가 발생

- 사업장 > 생활계 > 건설 > 사업장 생활계 순이며, 건설 폐목재 발생량은 감소추세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생활 폐목재 사업장생활계 폐목재 사업장폐목재 건설폐목재 합계

3. 폐 목재 발생 및 처리현황

§ ’12년 기준으로 연간 100만 톤의 폐 목재가 재활용

- 사업장 > 건설 > 사업장 생활계 > 생활

구분 생활 폐목재
사업장 생활계

폐목재
사업장 폐목재 건설 폐목재 합계

2007년 2,519 210,021 386,864 214,985 814,388

2008년 767 317,404 440,920 236,155 995,246

2009년 156,366 299,957 601,812 286,598 1,344,733

2010년 127,714 318,754 581,993 183,924 1,212,384

2011년 143,810 296,709 517,351 183,960 1,141,830

2012년 123,188 188,085 551,260 214,803 1,07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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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목재 발생 및 처리현황

§ 폐 목재 종류별 재활용률은 건설(86%), 사업장 생활계(85%), 사업장(81%),           

생활(20%)임.  

- 생활 폐 목재는 2009년 기점으로 재활용율이 급증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생활폐목재 사업장생활계 폐목재 사업장폐목재 건설폐목재 합계

4. 폐 목재 순환자원화 시범사업

§ 환경부,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포스코건설, 

현대제철㈜, 대성목재공업㈜, 동화기업㈜는 폐목

재 순환자원화 시범사업 실시

ü 건설폐목재 및 사업장폐목재의 물질이용 우선 제도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ü 2013.12 ~ 2014.5 (6개월) 동안 신축현장 건설폐목재 및 사업

장 폐목재를 나무판의 원료로 재활용

ü 부산, 송도 등 포스코건설의 5개 건설현장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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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 목재 순환자원화 시범사업

<추진체계>

4. 폐 목재 순환자원화 시범사업

<나 무 판 생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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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 목재 순환자원화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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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 목재 순환자원화 시범사업

0

20

40

60

80

100

120

140

‘13년 12월 ‘14년 1월 ‘14년 2월 ‘14년 3월 ‘14년 4월 ‘14년 5월

포스코 부산 포스코 송도 대한항공 현대제철

<현장별 월별 배출량(톤)>

17



4. 폐 목재 순환자원화 시범사업

<포스코 건설현장별 월별 배출량(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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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13년 12월 ‘14년 1월 ‘14년 2월 ‘14년 3월 ‘14년 4월 ‘14년 5월

민 락 더샵파크시티 재송1 D17-1 D18

4. 폐 목재 순환자원화 시범사업 시사점

구분 세대
폐 목재 배출량

(6개월)
kg/세대

부산

민 락 1006 72.83 72

더샵 파크시티 1758 196.2 112

재송1 375 28.98 77

송도
D17-1 358 95.69 267

D18 780 93.51 120

합 계 4,277 487.2 114

§ 폐목재 이용 순환체계

- 건설현장 배출 폐목재의 적법업체를 통한 적법처리 (건설폐목재 공급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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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 목재 순환자원화 시범사업 시사점

물질이용 우선 할당제도 도입

- 재활용업체 대상 물질이용 우선 할당 관리 필요

4. 폐 목재 순환자원화 시범사업 시사점

페목재 배출자들의 올바로 시스템 입력 개선

- 등급별 폐목재 입력 관리 강화 (배출단계 잘못 입력되면 이후 수정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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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 목재 순환자원화 시범사업 시사점

폐목재 배출자들의 올바로 시스템 입력 개선

- 등급별 폐목재 입력 관리 강화 (배출단계 잘못 입력되면 이후 수정 어려움)

폐기물구분 폐기물코드 폐기물

일반폐기물 51-20-00 폐목재류(원목의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나무뿌리, 가지 등을 제거한 원줄기는 제외한다)

일반폐기물 51-20-01 폐목재류

일반폐기물 51-20-02 폐가구류

일반폐기물 51-20-03 임목폐기물

일반폐기물 51-20-04 1등급

일반폐기물 51-20-05 2등급

일반폐기물 51-20-06 3등급

일반폐기물 30-10-15 (구)폐목재류

일반폐기물 30-10-54 (구)나무(일반)

일반폐기물 30-10-65 (구)임목폐기물(일반)

일반폐기물 40-02-06 폐목재(건설)

5. 제도개선

§ 물질이용 우선 할당제도 도입

- “폐 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 에 등급별 재활용기준에 물질이용 우선 할당 도입

- 3등급 폐목재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서 할로겐족 유기화합물이 사용된 폐가구류의

경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에 적합한 경우 고형연료제품 제조로 사용가능

-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자는 고형연료제품 등 에너지이용 용도로 1등급 및 2등급의

건설폐목재와 사업장폐목재를 50% 이상 사용해서는 안되며, 바이오 SRF만을 제조하

는 경우에는 20% 이상 사용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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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도개선

§ 올바로 시스템 입력관리

- 올바로 시스템 내 폐 목재 등급별 입력관리 강화

§ 목재순환자원 협의회 구성

- 한국환경공단,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업계 대표 등이 참여한 목재순환자원 협의회

구성하여 폐 목재의 재활용 및 물량배분 현황에 대한 진단 필요

§ 건설폐목재 배출원단위 산정필요

- 건설표준품셈에 폐목재 별도 분류 후 배출원단위 제시필요

§ 폐목재 불법처리 단속 강화

- 민관합동 폐목재 불법처리 단속강화

5. 제도개선

§ 임지잔재물 이용 촉진

- 미이용되고 있는 임지잔재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책필요

(임지잔재물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업 및 이용촉진 제도개선 필요)

-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 입목벌채자의 역할(가지나 줄기 등 이용에

대한 노력), 국가의 지원(산림자원의 이용증진(37조)을 위하여 입목벌채 후

가지나 줄기 등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재정적 지원 등)

※ 약 150만㎥ 산림바이오매스 공급 가능

- 벌목 후 임지 잔재물에 대한 폐기물 분류 제외 (개발 임목폐기물에 대해

서는 폐기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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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도개선

5.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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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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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산림바이오매스 현황과 대응방안

남 송 희 | 산림청 목재생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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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바이오매스

현황과 대응방향

2014. 7. 2.

산림청 목재생산과장 남송희

목재 수급 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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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목재수급 ('05~13)

국산재와 수입재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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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목재생산 잠재량 분석

구분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합계

축적(㎥) 336백만 215백만 248백만 800백만

구분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합계

축적(㎥) 15.7백만 10.3백만 12.0백만 38.0백만

현재 우리나라 임상별 임목축적량

3영급 이상 임상별 임목축적량

연간생장률 4% 적용 시, 연 32백만 ㎥의 임목축적 증가

그러나, 
법적 제한림, 생태기술적 제약, 경제적 효율 등을 감안하면
지속 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생산량은 최대 700-800만㎥

국내시장 현황 및 분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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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 수급량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추정)

합계 20,569 33,981 64,013 173,790 550,271 1,072,196

국내생산량 8,527 13,088 34,335 51,343 65,603 86,196

해외수입량 12,042 20,893 29,678 122,447 484,668 986,000

20,569 33,981 64,013 

173,790 

550,271 

1,07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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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도입

RPS          2%                     2.5%                  3%

용도별 목재펠릿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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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난로 산업용 농업용 발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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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증가 원인 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

화석연료 사용 억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2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 투자없이 임시방편으로 발전전력공급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 2.5 3 3.5 4 5 6 7 8 9 10(%)

공급의무량(연도/%)

발전용 목재펠릿 소비현황과 전망

* (‘12) 4만톤 -> (‘13) 34만톤 -> (‘14) 100만톤

국내 목재 산업과의 원료 경합 문제 발생 및 목재가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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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추이(T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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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태양열

수력

바이오

폐기물

수요 증가 원인 ①

폐기물과 바이오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높음

- 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비용 대비 효율적, 조기 성과 창출 가능

출처: 2013 에너지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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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증가 원인 ②

919,604,961 
6,997,727,662 

22,103,373,959 

57,741,820,409 

181,456,585,71

7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 원유대체효과 : 1톤당 3.3배럴,  1배럴(2013년12월) : 94달러, 
환율(2013년12월31) : 1060원

<동일 열량 가격 비교(2013.7월 기준)>

1MW 생산비용
(단위 : 원)

<목재펠릿 원유대체비용절감(원)>

가격 경쟁력

수요 증가 원인 ③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

09년부터 농산어촌에 연료비 절감을 위해 주택용 보일러 보급 (’13년 약 15,500대)

목재펠릿 수요 창출 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산업용 보일러 보급사업 추진

목재펠릿 경제적 효과 공유를 위하여 소비자비축제도 등 유통기반 확충방안 도입

‘12년부터 목재펠릿보일러 인증으로 시장신뢰를 확보하는 산업안정화 초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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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현황 및 분석

3

세계 바이오매스 시장

세계 목재펠릿 소비 전망

출처: Poyry Wood Pellet Multiclient
Worldwide Recycl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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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바이오매스 시장

EU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장 현황

EU 집행위원회, EU 2030 발표 (2014. 1. 22.)

① EU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감축시키는 목표

②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을 2030년 27%로 높이는 목표

③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목표

유럽은 가장 큰 목재펠릿 시장 (’12년 소비량 14.3 MMT)

단위
(1,000MT)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생산량 3,520 5,782 6,294 6,669 9,241 9,620 10,000 10,150 10,300

수입량 800 900 1,250 1,771 2,610 3,226 4,490 6,000 7,000

수출량 50 50 50 64 72 68 90 120 160

소비량 4,603 6,028 7,021 9,000 11,400 13,000 14,300 16,000 17,100

EU 목재펠릿 시장

출처: AEBIOM, GTIS, FAS Post Estimates

세계 바이오매스 시장

아시아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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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바이오매스 시장

출처: wood pellet Association of Canada

세계 목재펠릿 생산 추이

세계 바이오매스 시장

중장기적으로 바이오매스 에너지 수급균형이 가능한가

35



대응 방향

4

전 원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기타 신․재생에너지

0.25 IGCC, 부생가스

0.5 폐기물, 매립지가스

1.0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목재펠릿 포함) 혼소, RDF 전소발전 등

1.5 목질계 바이오매스(목재칲) 전소,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2.0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초과), 조력(방조제 무), 연료전지

<  

현
행

>
<  

변경

방
향

>

1. REC 가중치 조정으로 목재 재활용 극대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개정(‘14.2.14.)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는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 미적용

O (목재칲) 재활용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 전소 가중치 하향조정

O (임지잔재) 수거율 제고를 위해서 가중치 상향 조정 및 시행여부 검토

O (목재펠릿) 가중치는 현행대로 유지

① 국내 목재산업 보호, ②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발전
③ 자원재활용에 대한 윤리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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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산재 부가가치 제고 및 자원활용 최적화

최적 자원활용시스템
(Optimum Green Recycle System)

원 목

제 재

건 조

부
산
물

칩

펠릿

화목

톱밥(농업)

폐잔재 제로화 시스템 도입으로
가공수율 생산성 향상

자동제재기, 건조기 등 시설현대화

주 생산품과 부산물에 대해서
지역 우선 구매제도 활성화

: 부산물을 남김없이 100% 활용하고
공정을 최적화하여 생산비를 감축

3. 국산재 공급확대 및 산물수집의 경제성 향상

단목
생산시스템

전목, 전간재
생산시스템

ONE-STOP
벌채공정

전목·전간재 생산 활성화

전목 집재 후 잔가지의 현장 파쇄·유통을 통해 임목부산물 효율적 활용

전간재 집재 · 조재 · 생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원스톱 벌채시스템 도입
- 목재생산성(㎥/일/인) : (기존) 3.79～4.30 → (개선) 6.04～6.26(약 150% 증)

벌기령 조정을 통한 생산량 증대

벌기령 완화시 추가벌채량은 약 2,654천㎥(증가율 26.5%)으로 예상

현 행 벌기령 완화시 추가벌채
예정량
D=(C-B) 

벌채량
증가율
(D/A) 벌채잠재량

실제벌채량
(A) 

주벌량
(B) 

벌채잠재량
벌채예정량

(C) 

108,051,516 9,992,333 1,325,792 324,334,025 3,979,578 2,653,786 26.56%

벌기령 완화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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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산재 공급확대 및 산물수집의 경제성 향상

산물수집 유형별 적합한 기계장비 보급과 활용시스템 개발

3. 국산재 공급확대 및 산물수집의 경제성 향상

산물수집 비용 최소화를 위한 임도시설 확충

2030년까지 기본 임도밀도 8.5m/ha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

현재 임도로 목재생산 가능한 산림면적 : 전체 산림면적의 12%
* 18,384km x  40ha = 735천 ha 

- 매년 3%씩 임도 시설을 증설하여 산림의 목재생산능력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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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입선 다변화

중국

3.35%

캐나다

12.99%

러시아연방

18.21%

말레이지아

17.93%
미국

4.88%

인도네시아

6.60%

중국

2.07%

태국

1.44%

일본

1.59%

독일

0.12%

필리핀

0.17%

네덜란드

0.04%

폴란드

0.08%

뉴질랜드

0.12%

사이프러스

0.11%

스웨덴

0.00%

남아프리카

0.00%

베트남

29.83%

칠레

0.44%

이탈리아

0.01%

스리랑카

0.00%

영국

0%

스페인

0.00%

수입국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 캐나다, 미국 등으로 다양화

4. 수입선 다변화

해외 조림 확대

<연도별 해외조림 실적 및 누적 실적(ha)>

13303

38523

27796

20602

25456 25871

34977

314,3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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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5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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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07 `08 `09 `10 `11 `12 `13

연도별

누적

-

조림국가 : 호주, 뉴질랜드, 솔로몬, 칠레,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파라과이, 라오스, 

우루과이, 캄보디아, 미얀마

간접 지원을 위해 ODA와 연계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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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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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목재 재활용 활성화방안

홍 성 균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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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재활용 활성화방안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홍성균

□ 지구온난화와 부존자원 부족으로 에너지 및 자원에 대한 관심이 급
증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자원 및 화석에너지의 소비증가에 의하여 주요 에너지원인 석유가 
고갈되어 감에 따라 원유가격이 급등하여 석유, 석탄, 가스 등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보의 
일환으로 바이오매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 제도적으로는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제도가 2012년에 
시행되고, 2015년부터는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될 예정
으로 있어 에너지관련 시장에서 바이오매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
로 예측되고 있음

□ 국내 폐목재 발생량은 ’12년 기준으로 176만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108만톤이 재활용되고 있음. 

 ○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목재 68만톤, 생활폐목재 62만톤, 건설폐목
재 25만톤, 사업장 생활계 폐목재 22만톤 순으로 발생하고 있음. 

 ○ 폐목재의 재활용율은 사업장 및 건설폐목재는 80%이상의 높은 재
활용율을 보이고 있으나 생활폐목재는 20%대의 낮은 재활용율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임목폐기물 처리 개선을 위하여 국토부, 산림
청과 함께 건설현장 임목폐기물 처리 개선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
여 개발사업 산림전용 인허가 단계부터 발생 임목을 자원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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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대형폐기물로 배출되는 폐가구
류에 대해서 재활용을 의무하였음

□ 앞으로 폐목재의 상태에 따라 다단계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적정 공
급체계의 구축을 통한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등급별 폐목재 적
정 재활용 및 처리 강화 등의 목재자원의 공급량 확대방안 마련 필
요

 ○ 생활계 폐목재 재활용을 확대하여 단순소각이나 매립보다는 물질
재활용이나 에너지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 폐목재의 등급 분류 및 재활용기준을 개선하여 폐목재 등급을 세
분화하고 사용 용도를 확대하도록 추진하며,

 ○ 물질재활용 가치가 높은 1〜2등급의 건설 폐목재와 사업장 폐목재
를 대상으로 물질재활용 할당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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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국내 바이오에너지 동향 및 정책방향

주 현 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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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에너지 동향 및 정책방향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주현수

□ 국내 현황

 ㅇ (법적정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시

행령 제2조 별표 1에서 바이오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를 규정

    * (기준 및 범위)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

의 연료(ex.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등)

 ㅇ (보급현황) ‘12년 기준, 국내 1차에너지 대비 바이오에너지는  

15.1%, 이 중 폐목재는 1.6%로서 극히 미미한 실적

    * ‘12년 전체 발전량(532천GWh) 중 바이오에너지는 5.3%, 폐목재는 

0.2% 수준

 ㅇ (국내산업) ‘08년~’12년 동안 기업체수는 1.8배, 고용인원은 

1.6배, 매출액은 2.6배, 수출액은 3.5배, 민간투자는 3.6배 

증가

□ 정부정책 주요내용

ㅇ (신재생 보급) 건물지원, 지역지원 등을 통해 목재펠릿 보일러 

등의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50% 이내)를 보조지원

건물지원 지역지원 합계

개소 보급량 지원액 개소 보급량 지원액 개소 지원액

166 17,399kW 36 27 7,647toe 24,410 193 24,446

< 보급사업 누적 지원현황(‘14.5월 기준) >
(단위 : 백만원)

  * 주택용·산업용 설비는 산림청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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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지원)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 및 설비를 생산하는 제

조업자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자금 융자지원(시설·생산·운전

자금)

시설자금 생산자금 운전자금 합계

건수 지원액 건수 지원액 건수 지원액 건수 지원액

169 171,178 5 6,030 1 37 175 177,545

< 금융지원 누적 지원현황(‘14.5월 기준) >
(단위：백만원)

ㅇ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12년 RPS 제도가 시행됨에 따

라 발전사들은 목재펠릿, 우드칩 등 고형연료 혼소·전소발전 

추진

 

100kW 미만 1MW 미만 1MW 이상 합계

발전소수 용량 건수 용량 건수 용량 건수 용량

1 99kW 3 2,285kW 43 910,302kW 47 912,686kW

< 바이오에너지 발전소 현황(‘14.5월 기준) >

□ 향후계획

 ◈ 신재생 의무화제도 확대(전기→수송분야)를 통한 신규 바이오 

시장 창출  

 ◈ 국내 활용가능한 바이오에너지원료의 적극발굴, 바이오 

분야 R&D 지속추진으로 차세대 바이오 연료 개발

ㅇ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디젤 등 일정비

율 이상의 신재생연료를 혼합 의무화하는 RFS제도 본격시행

(‘15.7월 예정)

   * ‘07년부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고시에 의해 경유의 2～5% 의무혼합 실

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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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디젤 연도별 보급량>             

 (단위：만㎘)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바이오디젤 보급량 10.8 19.6 28.8 39.5 38.9 39.8 39.3

ㅇ (국내 바이오연료 확보) 1급 건설 폐목재 등 旣 재활용중인 자

원․식용원료(콩, 대두 등) 사용지양, 목질계(2세대)․미세조류(3세대) 연

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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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목재자원 공급부족과 해결방안

유 성 진 |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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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자원 공급부족과 해결방안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유성진

1. 우리나라 목재자원 용도별 연간 수요(추정)
구분 용도 목재종류 수량(만톤) 구성비 비고

물질용

제재용 뉴질랜드 라디에타파인
등 수입목 574 30% (국내 69만톤 포함)

펄프․ 제지 국내활엽수 박피 칩
수입활엽수 박피칩 260 14% (수입 160만톤 포함)

합판 수입원목, 수입단판 304 16% (국내 24천톤 포함)

MDF(중밀도섬유판) 국내(외)침엽수,활엽수
제재부산물 350 18% (수입칩, 원목 10만톤 포함)

PB(파티클보드) 폐목재, 폐목재 재생칩 86 4% (수입칩 2만톤 포함)
소계 1,574 82%

에너지용
열병합발전 BIO-SRF(폐목재연료칩) 160 8% 2~3년 후 250만톤
RPS 대응 발전용 우드펠릿(수입) 120 6% 2~3년 후 200만톤
가정용, 우드펠릿(국내,수입) 30 2% 17만톤(6만)
가정용 화목보일러 활엽수 장작 40 2% 정확한 수량 파악 불가

소계 350 18%
합계 1,924 100%

  * 기타 사용제외 : 유기질비료, 갱목, 표고자목, 참숯 
            
2. 산업 용도별 동향
 1)제재목 및 합판제조 : 국내원목 자급율 제재용12% , 합판용 1% 수준
  - 국내 우량 경제목 부족으로 산업 경쟁력이 아주 낮은 수준으로, 제재산업은 크게 위축

되어, 수입 제재목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합판은 1970년 우리나라 수출액 10억불 달성 
시 단일품목으로 수출액의 10%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원목 수급 곤란으로 현재는 오
히려 국내 수요의 60%를 수입 합판이 점유 중

  - 일본의 국내원목 경제목 공급율 : 75% (제재용 61%, 합판용14%) 우리나라는
저급 소경목(펄프용,MDF,바이오매스) 위주로 공급되므로, 산림의 질적 가치는 낮음. 

  
 2)펄프 제지 : 세계적으로 제품수요 감소와, 중국의 대규모 공장 가동으로 경쟁력 저하
  - 펄프가격($900→$600) 하락 및 펄프용 우드칩 가격도 하락(베트남의 우드칩 공급증

가 여파) 국내 최대 제지업계 수익악화 대체 →바이오매스발전사업 시작 

 3)MDF : 국내 목질판상재중 유일하게 자급율 97% 실현       
  - 주 원재료가 제재부산물에서, 국내 산림에서 공급되는 소경목(리기다/활엽수)으로 전환  
    되었지만, 안정적인 원료 공급으로 국내 생산 MDF는 공급 과잉 수준까지 가고 있음.
  - MDF업계간 제품 영업 및 원재료 확보 경쟁이 심화되어 국내원목 시장가격이 상승세

가 지속되어, 국내 임업이 존속하는데 큰 영향을 주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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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파티클보드 : 국내 제품시장 52% 수입 점유 중
  - 국내 제품시장은 연간 160만m3 수준이나, 경쟁력있는 원재료 확보 불가로 국내 자급

율은 낮아짐.( 2011년 국내 4개 공장도 1개공장 영구폐쇄)

  - 1960년대부터 가동된 후, 1995년 전후로 폐목재 재활용을 시작하여 국내에서 발생되
는 폐목재의 재활용 환경을 개척하고 재활용을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하였는데, 2010
년 부터 바이오매스발전용 폐목재 연료칩(BIO-SRF) 수요의 폭증으로 심각하게 생존
에 위협을 받고 있음.

 5)바이오매스 에너지 수요
  - 화석연료 가격 상승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의 영향으로 2010년부터 민간 산업

체의 폐목재 연료칩(BIO-SRF)을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스팀/전기생산)와 2012년부
터 시작된 RPS을 적용받는 발전사업자의 목질계 바이오매스 수요가 겹쳐 수요가 급증
하고 있음.

  - 또한, 농촌지역은 화목(보일러 연료) 수요까지 급증하여 목재산업체를 위협하고 있음 
  
3. 문제점
 1)물질재활용산업 생존위협
  - 폐목재 연료칩(BIO-SRF)의 에너지 수요 급증이후, 1차적으로 저가 목재를 사용하는 

PB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음.(원료 가격 상승으로 경쟁력 저하)
    ☞환경부 폐기물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영향(물질재활용과 에너지 재활용 동일시 화)
      ①폐목재고형연료(BIO-SRF) : 품질인증을 받을 경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

하여, 폐기물 전자인계서도 미작성 하며, 폐기물 소각시설이 아닌 고형연료사용시
설 에서 연료로 사용 가능(품질인증은 엄격하나, 실제 유통되는 품질은 수요자들이 
가격이 낮은 폐목재 우드칩을 원하고 있음)

      ②물질재활용용 재활용우드칩(재생칩) :KS공업규격 인증을 받는 파티클보드(PB) 원
료로 20년간 공급되고 있으며, 2011년 이전까지 재활용제품으로 간주되었으나, 현
재는 중간가공폐기물로 지정되어 전자인계서 작성 대상이 됨.

 
 2)유통질서 붕괴
  - 폐기물인 폐목재 재활용은, 불법배출과 불법 연료 수요가 만연하는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 배출자로부터 처리비는 고사하고, 양질의 폐목재는 수요자가 운반비까지 부담하
는 상황에서, 에너지 연료수요 급증으로 폐목재 재활용업체(우드칩공장) 난립과 대형
업체들의(최종수요자와 중견기업) 시장진입으로 영세업체 도태 우려

  - 수요급증에 따른 폐목재 재활용업체간 원료(폐목재) 확보 경쟁 심화

 3)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의미퇴색
  - 순수 바이오매스가 아닌 유해물질이 혼합된 BIO-SRF(폐목재고형연료칩) 연료사용으

로 대기오염을 유발하여 “탄소중립” 실효성이 없음.
(미국 PFPI 조사보고서 : 바이오매스발전의 유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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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재활용과 에너지산업의 상생방안
 1)제도적 정비
  - 환경부가 지금까지 폐기물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위주로 추진하여 물질재활용 

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 도래됨.(합판과 PB산업의 사례처럼 원료의 공급 안정
성이 확보되지 않는 산업은 생존 불가 함.)

  - 일본은 2002년 건설리싸이클법에서 배출자의 의무를 철저히 규정하여 재활용율을 크
게 높혔으나, 우리나라는 배출자에 대한 관리보다는 폐기물 처리자 위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8년 폐목재 관련제도 1차 정비시 “폐목재 등급 및 재활용 용도”만 
규정하여, 발생원별 재활용 용도관리는 실패한 상태 임.

  - 폐목재 고형연료(BIO-SRF) 관리를 공급자에서 수요자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
로 전환해야 함. 그 이유는 국내 목질 바이오매스 공급 여건상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폐목재는 물질재활용산업과 중복되고, 저급한 2~3등급 폐목재는 발생량이 수요보다 
많은 상태이기 때문 임. 즉, 에너지업체들이 대기방제 시설을 철저히 갖추도록 하고 지
속적으로 관리한다면, 대기오염을 방지 할 수 있음.

      
 - 환경부는 우리협회가 “순환자원화 시범사업보고서”에서 건의한 것과 같이 목재자원이 

향후 에너지로 완전 쏠림을 막기 위해서라도 “물질재활용 할당제도”를 도입해야 함.
전체 폐목재가 아닌 일정 수량의 폐목재만 물질재활용으로 공급비율을 지정한다면 에너
지 업체에도 악영향은 없을 것 임.

     
 2)목재자원 공급확대
  - 물질재활용업계가 수십년 동안 고전분투하며, 다양한 폐목재들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는데, 이제는 RPS를 적용받는 발전사업자나 민간 열병합발전 업
체까지 시장에 진입하여 절대적으로 공급 수량이 부족해 진 상태이기 때문에, 버려지
는 폐목재 관련 제도의 재정비와 함께, 미이용되고 방치되어 있는 목재자원의 활용이 
필요함.

 - 유일하게 공급확대가 될 수 있는 것이 산림벌채 부산물로, 우리협회가 2008년부터 줄기
차게 국회토론회와 언론보도를 통해 산림청에 건의하였지만, 아직까지도 프로세스를 구
축하지 못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RPS제도를 2012년부터 다시 재생가능 에너지의 고정가격매입제도(FIT) 
로 전환하면서 바이오매스로 생산한 전기 구입가격을 산림에 버려진 미이용목재는 
33.6엔/1KWh, 기존에 물질재활용 되고 있는 폐목재는 13.65엔/1KWh 으로 차등을 두
어, 새로운 공급확대를 유도하고 있음. 특히, 미이용목재로 우드칩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업체인증은 관련협회와 기관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나무를 벌채한 후, 재조림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
는데, 특히 벌채작업시 발생하는 임지잔재(나무가지와 후동목)는 벌채작업지에 방치될 
경우 묘목 식재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조림예정지 정리작업비”라는 항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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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골치기 작업”으로 가지목을 정리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즉, 국유림에서는 직접 원목을 생산하여 매각하거나, 입목매각할 경우에 산림청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임지잔재가 반출되어 자원화 할수 있으며, 사유림의 경우에도 벌채을 
위한 시업 신고시에 임지잔재 반출계획서을 제출하고, 작업 완료계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림예정지 정리작업비”를 지원하여 연간150만톤 정도 발생되는 임지잔재중 일정량 이
상을 새로운 목재자원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됨.

- 정부당국은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에만 치중하여 바이오매스 수
요만 폭증시켰는데, 이제부터는 관련 산업과의 상충을 완화하고 목재자원의 공급확대도 
병행해 주시길을 요청드림.

56



지정토론

RPS 이행을 위한 발전소 우드칩 사용 현황

노 용 균 | 한국동서발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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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이행을 위한 발전소 우드칩 사용 현황
한국동서발전(주) 노용균

1. 보일러 형태별 사용 가능연료
구분 미분탄 보일러 유동층 보일러

가능 연료  우드 펠릿  PKS, 우드칩 
 우드펠릿, EFB, 왕겨펠릿

불가능 연료  EFB펠릿, 왕겨펠릿
 PKS,  우드칩 없음

발전소 비율 97%
(500MW급 대부분)

3%
(동해 #1,2, 여수 #2)

2. 발전소별 사용가능 우드칩
구분 동해 #1,2 30MW 바이오매스

설비 용량  200MW x 2기  30MW x 1기
준공 일자  ‘1998년 ‘2013년
혼소 비율 2~5% 혼소 100% 전소
염소 제한  0.05%wt  0.5%wt
원  재  료  1등급 폐목재 1,2등급 폐목재
소  요  량 10~12만톤 13~15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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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과제 및 제언
□ 수분, 발열량 등은 법적으로 규제하지 말고 사용자가 정하

도록 완화
☞ 수분 및 발열량 법적 규격을 맞추기 위해 별도로 가

열, 건조가 필요하므로 원가 상승요인이 됨

□ 벌채, 숲가꾸기 등 산림부산물에 대한 경제적 지원 필요
☞ 발전회사는 사용 가능한 바이오매스인 국내 산림부

산물, 수입 우드칩, 수입 PKS 중에서 열량단가가 
가장 저렴한 연료를 경쟁입찰에 통해서만 구매 가
능함

☞ 국내 산림부산물은 원가가 비싸 낙찰이 어려움
구분 국내 산림부산물 수입 우드칩 수입 PKS

톤당 단가 12~15만원 11~12만원 13~14만원
발 열 량 3,000kcal/kg 3,000kcal/kg 3,800kcal/kg
열량 단가 50,000원/Gcal 40,000원/Gcal 37,000원/Gcal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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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폐목재의 적정 관리방안

장 용 철 |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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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목재의 적정 관리방안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장용철

1. (물질순환 정책 우선순위)：폐기물 재이용, 재활용, 에너지화의 사회적 
핵심 이슈로 최근 등장하였음. 폐목재 재활용은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 재활
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최근 폐목재 우드칩 연료화를 통한 발전사의 수요
가 급증하는 상황임. 폐기물 관리 정책의 기본 원칙과 우선순위는 감량화
(reduction), 재이용(reuse), 재활용(recycling), 에너지화(waste to 
energy), 안정적 처리 및 처분 (safe treatment and disposal)으로 구분할 
수 있음. 폐목재 관리 우선 순위 역시 감량화, 재이용, 재활용, 에너지화, 안
정적 처리 등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우리 사회가 물질순환사회촉진
을 지향하고 있음. 우리 사회가 최대한 물질순환(폐목재, 폐가전제품, 폐플라
스틱, 폐종이류 등)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양질의 폐목재에 대해서는 물질재
활용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 만약 폐목재의 우드칩 연료화를 통한 에너지 공
급 정책이 우선시 된다면 지속적이고 점차 증대하는 에너지 수요에 우리 사
회의 목재 재활용 정책의 토대를 흔들 수 있음.     
   

<그림> 폐기물 관리 정책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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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폐기물의 발생원 단위 산정 모델 구축 필요)：건설폐기물의 폐목재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부재한 상태이고, 폐목재의 불법처리 및 유통
이 흔히 존재함. 관급공사에서 표준품셈의 설계기준이 없으므로 아예 건설폐
기물 배출자 신고서에 폐목재의 성상 등이 누락되어 처리 및 유통량 파악이 
어려움. 따라서 건설폐목재의 배출량에 대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배출자 
신고가 적정하게 되기 위해서는 건설폐목재 배출원 단위에 대한 적정 산정
을 통한 객관성 자료 확보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 건설표준품샘에서 폐목재
의 별도 기준 신설 조속추진 필요함. 현행 건설표준품셈은 콘크리트류, 금속 
및 철재류, 혼합폐기물로 분류되어 있고 폐목재는 혼합폐기물에 폐합성수지 
등과 함께 혼합 분류되어 있음. 따라서 우선적으로 폐목재 발생원단위 산정 
모델 구축조사 수행이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건설표준품셈 수정 반영
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되면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 폐목재 발생
량을 적정하게 예측하여 신고하게 되어 적정 처리 유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3. (객관적 통계 조사의 부족)：건설폐기물의 경우, 건설폐기물 발생량(186
천톤/일, 2012년 기준)은 전체 폐기물 발생량(382천톤/일, 2012년 기준)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 이중 폐목재 발생량은 약 683톤/일이고 (약 
0.37%에 해당), 이는  약 250천톤/년으로 산정됨. 하지만 실제 발생량은 이
보다 클 것으로 예상함. 그 근거로는 수도권매립지 내로 반입되는 건설폐기
물 중 폐목재는 전체 폐기물 중 약 30%로서 대부분이 자연목 및 각재류이
고 일부 합판, 섬유판 및 파티클보드 등의 2등급 폐목재가 검출되고 있음.  
따라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폐목재의 물질흐름분석(Material flow 
analysis)을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4. (지자체의 폐목재 관리 필요)：생활폐기물 발생량(49천톤/일, 2012년 기
준)은 전체 폐기물 발생량(382천톤/일, 2012년 기준)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음. 하루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폐목재(주로 가구류, 책상 등) 발생량은 
1,980톤/일으로 약 700,000톤/년으로 이중  약 20%만 재활용되고 있어, 지
자체의 처리 방법 및 재활용 실태조사가 필요함. 대전광역시의 경우도 연간 
발생량 15,000톤/년을 전량 소각처리하고 있음 (2008~2012년 5년간). 따라
서 목재 재활용 협회를 통해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한 재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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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벌채부산물(바이오매스) 활용 방안

원 택 상 | (사)한국원목생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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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부산물(바이오매스) 활용 방안
(사)한국원목생산업협회 원택상

저는 국내 원목을 생산하는 업자입니다. 수종 갱신 시 벌목현장에서 
버려지는 부산물(가지)을 현재 임지 내에 조림을 하기 위하여 정리작
업을 하고 있습니다(일명 줄치기라고 함).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목을 
제외하고 현재 임지 내 부산물을 사용하는 제조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
로 판단됩니다.

이 부산물 또한 자원으로 활용하면 임지 내에 줄치기를 하여 썩기를 
기다리는 것 보다 목재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큰 자원이 되리
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치산녹화로 인하여 임지 내에 표토종 3cm이
상 복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지내 가지를 썩혀서 거름으로 대
처하는 시기는 끝났다고 봅니다. 원목 생산량 대비 임지 내 부산물(가
지)이 차지하는 비중은 30~50%까지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
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원목 생산량이 약 500만m3 생산되고 있으니 
임지 내에서 썩어가고 있는 부산물은 매년 약 200~250만m3으로 추정
됩니다. 임도시설이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여 이중 약 10%를 활용
하더라도 연간20~25만 톤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을 대체하리라 봅
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림예정지 정리비를 1ha당 국유
림은  약 100만원 이상, 각 시군에서는 70~80만원 이상으로 국고보조
를 하고 있습니다. 원목 생산업자가 생산 작업 시 병행을 하여 수집을 
한다면 더욱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정리작업은 현행법상 산
림조합이나 산림법인에서 실행하고 있으나 이는 형편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또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정부의 적극지원 필
요).

벌채 부산물을 제거함으로 인하여 많은 이득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 
썩어가는 가지를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고, 둘째, 산물의 불씨를 제거
하게 되며, 셋째, 여름 폭우 시 가지가 떠 내려와 하천의 수로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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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가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넷째, 임지 내 후계림이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국토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가 고갈되고 있는 현실에서 벌채 부산
물(가지)을 활용하면 인류나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영원한 친환경 
에너지로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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