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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각국의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인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경
제성장을 위해 ‘녹색성장’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녹색성장을 위한 국내 에너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를 2020년까지 국가 총에너지 사용량
의 6.1%, 2030년에는 11%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와 석유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과 농촌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려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농촌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청정에너지인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폐기물, 지열 등을 최대로 보급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 부처별로 농촌지역에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시범사업을 추진해 오
고 있다. 녹색마을 시범사업이 현재 7개 마을에서 2020년까지는 600개 마
을로 확대 보급할 계획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마을 시범사업 실태와 문제점,
민간이 주도하는 에너지 자립마을의 실태와 성공사례 요인을 분석하였으
며,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독일의 윤데와 악헨탈, 덴마크의 삼쇠섬, 일
본의 구즈마키 사례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우
리농촌에 적합한 농촌지역의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결과가 농촌지역의 청정에너지 이용시스템을 규명하고, 이를 바
탕으로 농촌지역의 에너지 자립마을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정책개발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연구진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 국내외 에너지 전문
가, 조사에 협조해 주신 관련 전문가들께 감사드린다.
2011.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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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각국의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인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경
제성장을 위해 ‘녹색성장’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
이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를 2020년까지 국가 총에너지 사용량의
6.1%, 2030년에는 11%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촌부문에서
는 농업용과 가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기와 석유류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고 농촌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려는 정책을 수행하
고 있다.
정부는 농촌지역의 청정에너지인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폐기물, 지열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 자립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
해 부처별로 농촌지역에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2년에 2020년까지의 600개 마을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 추진전략
을 수립했다.
민간주도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례로는 부
안군 등용마을이다. 이 마을은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시설로 2005년에 부안
마중물이라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였고, 2008년에 마중물 1호기, 마중
물 2호기, 부안시민발전소, 2009년에는 부안나눔 발전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등용마을은 태양광발전소 이외에 태양열온수기를 설치하여, 교육관
30평에 1,800리터의 온수를 공급하고, 소형풍력은 교육용으로, 펠릿보일러
는 교육관 60평에 난방 및 온수로, 지열 35RT는 개별난방, 사무실, 식당,
교육관의 난방 및 온수로 이용하고 있다. 등용마을에서 태양광발전소 등
지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에너지를 TOE로 환산하면 총 24.41TOE이다.
현재 등용마을 30가구가 1년 동안 가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전기,
등유 등)는 28.5TOE이므로 생산된 24.4TOE를 등용마을 가정용으로만 사
용한다면 85.6%로 발전에 의해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등용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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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태양광발전에 의해 생산된 에너지는 주민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한전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가정용, 상업용, 산업
용, 공공용, 수송용 등으로 이용할 경우, 에너지 총 소비량은 1년에
86.03TOE이고 청정에너지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양(4.41TOE)은 전체 소비
량의 28.3%이다.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71.7%인 61.2TOE를 생산 공급
하여야하는데 지역의 청정에너지 공급 잠재량은 152.09TOE로 공급 잠재
량의 약 57%를 공급하면 에너지 자립이 가능할 수 있다.
등용마을이 에너지 자립마을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에너지 자립마을
의 주민이 주체가 되어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 자립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
이다. 또한 지역의 리더의 역량이 탁월했고, 청정에너지 생산이 주민의 소
득이 창출로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점이다.
선진국의 대표 바이오매스 마을사례는 다수가 있다. 독일의 윤데마을은
축산 분뇨와 여러 작물의 사일리지를 사용한 바이오가스 시설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폐목재 등으로 우드칩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이용하여 주
민 145가구에 열공급을 하고 있다. 윤데마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연
방정부의 신재생지원사업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한 안정적인
투자기반 확보이다.
한편, 독일의 악헨탈모델은 시민운동 형태로 시작하였다. 악헨탈은 이후
환경모델과 에너지모델이 추가되면서 유럽의 대표적인 에너지 자립모델로
발전하였다. 악헨탈의 강점은 지역의 부존자원인 목재를 효율적으로 이용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례는 지역 내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체 공급한
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덴마크 삼쇠섬은 1MW 풍력발전기 11기, 2.3MW 풍력발전기 10기 설
비를 보유하고 있다. 풍력발전으로 전체 에너지 자립과 잉여전력을 판매하
고 있으며 지역난방용 밀짚 발전소 3개와 태양열 발전소, 목재 칩 발전소
1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 지역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되어 있다.
일본 이와테현 구즈마키마을은 86%가 산림인 지역으로 주산업은 낙농
업이다. 이 마을은 먼저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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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고, 둘째, 재생가능에너지 교육을 통해 사업 투자의 필요성 및 효과
를 알리고, 지역주민 및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급자족이
가능한 마을로 거듭나게 되었다.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의 청정에너지 부존자원을 기초
로 농촌지역의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전국의 시도읍면별로 태양광, 태양열, 수력, 풍력, 지열, 바이오에
너지의 공급 가능량을 추정하고 지역별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제1유형은 농
산부산물이 많은 지역인 김제시이다. 제2유형은 임산부산물이 많은 지역으
로 인제군을 제3유형은 축산폐기물이 많은 홍성군을 각각 선정하였다.
1유형의 김제시는 경종농업 중심으로 경종부분에서 농산바이오매스를
수거하여 바이오 가스시설에서 전기와 열을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와 열은
가정의 취사, 전등, 난방에 이용하거나 농산물의 건조 가공에 이용하고 시
설농가의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인제군은 임산농가로부터 목재 및 폐목재를 수거하여 화목보일러로 열
을 생산하고, 이 열을 마을회관, 가정용 난방으로 이용한다. 또 열을 이용
하여 농산물 건조, 가공에도 이용할 수 있다. 향후 인제군이 사용하고 있는
화석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많은 부문 대체하기 위해서는 산림바이오매스,
지열 등이 함께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홍성군은 축산부산물, 임산부산물 등을 이용한 청정에너지 공급이 가능
한 지역이다. 축산농가로부터 수거된 축분을 바이오가스 시설을 통해 열과
전기를 생산하여 한전에 매전하거나 가정용 난방,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에
이용할 수 있다. 이 지역은 산림바이오매스가 많은 지역으로 산림폐목재를
화목보일러에 이용하여 열을 생산하고, 이 열을 마을회관, 가정용 난방으
로 이용하고 농산물 건조, 가공에 이용할 수 있다.
사례지역 분석에 따르면,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첫째, 농
촌지역의 특성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농촌지역의 농가구수, 인구수, 주
택형태, 경지면적, 산림면적, 작물별 재배면적, 축종별 사육두수, 임산물 생
산면적, 산림 수종별 식재면적 등의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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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역에서 공급 가능한 청정에너지 자원을 발굴하고 이는 D/B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청정에너지는 태양열, 태양광, 수력, 풍력, 바
이오에너지, 지열 등을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주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 이용에 대한 교육, 토론,
홍보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
서 토론과정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지역의 리더를 육성하여야 한다.
넷째, 지역의 부존자원을 조사한 후 태양열, 태양광, 지열, 수력, 풍력, 바
이오에너지 등의 공급 가능량을 기초로 하여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의 주체별 역할과 책임, 협력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은 생활
내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청정에너지 이활용에 대한 프
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연구기관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설계하고, 농가가 에너지를 생산․이용하
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교육․지도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지원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시행 후 1～2년 지난
후 경영․운영에 대한 정책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문을 찾아 관심을 가
지고 협조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에너지에 대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
하고 장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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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spect of Production and Utilization of Energy in the
Rural Sector and Strategies for Introducing Clean
Energy Farming System
The government is conducting a pilot project, "Low Carbon, Green
Village Development Project," in rural areas. The Deungyong village of
Buan, a private sector-led energy self-sufficient town, is a successful case
of a bio-energy project. The town has installed power generation facilities
using solar energy. In addition, it has been supplying a variety of clean energy using solar power plants, solar water heaters, small wind powers, boilers of wood pellets, and geothermal heat pumps for heating and supply of
hot water to houses, offices, restaurants and an education building in the
town. This case is a typical successful project as the villagers were interested in energy saving and self-sufficiency.
There are many cases of biomass villages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Jühnde and Achental of Germany, Samsø of Denmark, Kuzumaki of
Japan and so on. The keys to the success of these villages are increase in
business efficiency through government support for renewable energy projects, voluntary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maximization of available resources.
A clean energy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sustainable agriculture
in the rural sector. For the system, this study estimated the possible amount
of renewable energy that can be supplied by photovoltaic, solar, hydro,
wind, geothermal, and bio-energy for different rural regions and classified
the regions according to the type of clean energy source a rural region can
utilize. An example of the first type is Gimje in Jeollabuk-do, a rural city
with plenty of agricultural byproducts. The Inje county in Gangwondo was
chosen as an example of the second type because the county is rich in forest byproducts. Hongseong County in Chungcheongnamdo has plenty of

livestock waste and was chosen as the example for the third type.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is study, the government first need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nature in rural area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find out what clean energy sources are available and put them into a
database. Thirdly, local residents should be actively involved in bio-energy
projects. A variety of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for continued education, discussion, and public relations improvement. Fourth, a mid- and
long-term goal should be made after investigating what natural resources
are available. Finally, it is important that the government and local residents enhance cooperation, individual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for
energy conservation and clean energy use. An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long-term clean ener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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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각국의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인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경
제성장을 위해 ‘녹색성장’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
이다. 신재생에너지를 2020년까지 국가 총에너지 사용량의 6.1%, 2030년
에는 11%로 높이려는 것이다. 농촌지역도 농업용과 가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기와 석유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농촌지역의 에
너지 자립도를 높이려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기 위해서는 청정에너지를 지역 내
에서 생산하여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과 효율향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
다. 농촌지역이 이제는 더 이상 에너지를 소비하는 장이 아니고 지역 내에
서 부존자원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에너지 자립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욱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몇 개의 에너지 자립마을 실태를
보면 수립된 계획이 바뀌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계획 수립 시 지
역의 부존자원이나, 지역주민의 참여의지, 지역 내에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지역 주민의 의지, 부존자원
의 실태 등을 고려한 농촌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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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지역의 에너지 소비실태를 파악하고 정부가 시범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 민간주도의 에너지 자립마을,
외국의 에너지 자립마을 실태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후,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달
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여 청정에너지를 농촌지역에 확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연구 범위 및 방법

3.1. 연구범위
농촌지역에서 생산․이용하고 있는 청정에너지로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바이오에너지(축산바이오에너지, 농산바이오에너지, 임산바이오에너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청정에너지 이용은 농업용과 가정용으로 구분하고, 농업용은 청정에너
지를 이용하여 전기와 열을 온실의 냉난방으로 사용하는 것, 가정용은 청
정에너지를 이용하여 가정의 전등, 난방 등을 다루었다.
농촌지역에서 청정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는 열과 전
기이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을 이용해서 생산된 열과 전기, 바이
오에너지로 축산분뇨, 농산부산물, 임산부산물을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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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을 다루었고, 순환농업에서 말하는 바이오매스를 퇴비화, 사료화 등은
이 연구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제외했다.
표 1-1. 주요 연구 내용 및 범위
이용형태

세부내용

생산

-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에너지(축산․농산․임산바이오)

이용

- 농업용: 온실의 냉난방 시설
- 가정용: 가정용 냉난방, 취사, 전등 등

농촌지역

그림 1-1. 연구 체계

3.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관련 통계자료 분석을 위해「에너지총조사보고
서」,「에너지통계연보」등을 이용해 농업부문 에너지 이용실태를 분석하
고 청정에너지 관련 국내외 문헌과 논문 등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청
정에너지에 대한 정부정책,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을 정리하였다.
국내 농촌지역의 에너지 자립마을 실태조사는 마을 담당자와 면접조사
를 실시했고, 해외 출장으로 외국의 에너지 자립마을 현황과 실태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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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에너지 자립마을 조사는 면담조사와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원고위
탁을 통해 지역 실태를 면밀히 파악했다. 정부주도로 에너지 자립마을 사
업을 시행하고 있는 완주군 덕암마을과 민간주도로 시행하고 있는 부안 화
정마을은 행정 담담장와 마을 담당자와의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지역인 부안 등용마을은 몇 차례 방문을 통해 면담조사를 실시하였
다. 민간주도로 에너지 자립마을이 발생한 이유, 시설 및 운영실태,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면밀하게 조사 분석 했다.
표 1-2. 농촌지역 에너지 자립마을 실태조사(면담조사, 전화조사)
형태
정부주도 자립마을
민간주도 자립마을
사례지역

조사지역
공주 월암마을, 광역시 승촌마을, 완주군 덕암마을, 봉
화군 솔빛마을
부안군 화정마을, 임실군 중금마을, 산청군 갈천마을,
통영 연대도
부안 등용마을

한편, 국제세미나와 전문가 간담회 및 원고위탁을 통해 국내외 청정에너
지 정책 및 성공사례, 에너지 자립마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향후 발전방
향 등을 살펴보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표 1-3. 국내외 세미나 개최
형태
국제
세미나

일시
2010. 6. 15
2010. 9. 10
2011. 9. 30

전문가
간담회

2011. 5. 12

조사 내용
농업분야 청정에너지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국제세미나
주요국의 농업부문 청정에너지 이용실태와 정책에 관
한 국제세미나
농업분야 청정에너지 활용과 과제
농업부문 청정에너지 이용실태와 보급확대방안 전문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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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원고 위탁 내용
위탁제목

위탁내용

위탁기관

에너지 자립마을의 실태와
개선방안

․농촌지역의 에너지 자립마을 실태
․에너지 자립마을 문제점과 개선방안

환경연합

일본의 농업부문
청정에너지 이용실태와
전망

․청정에너지 정책
․에너지 생산․활용 실태, 성공사례

Koizimi

미국의 농업부문
청정에너지 이용실태와
전망

․청정에너지 정책
․에너지 생산․활용 실태, 시사점

Don
Day

독일의 농업부문
청정에너지 이용실태와
전망

․청정에너지 정책
․에너지 생산․활용 실태, 성공사례

Rian
Van

EU 주요국의 청정에너지
생산․이용실태와
시사점

․유럽청정에너지 정책과 동향
․농업부문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
실태
․국내 재생에너지 이용확대 시사점

이광연

중국의 농촌지역
청정에너지 개발․
이용실태

․중국의 청정에너지 수력,
바이오가스 이용사례와 시사점

Zhang
Yuhuan

청정에너지와 영국의 농업

․영국의 풍력, 수력, 목재펠릿,
바이오에너지 이용실태와 시사점

Terry
Carrol

해
외
사
례

이 연구의 구성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
적이고, 2장은 농촌지역에서 가정용과 농사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에너지원
별 실태를 파악하고, 3장은 정부주도의 자립마을 시범사업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민간주도의 자립마을의 실태와 성공사례와 시사점을 다루었다. 4
장은 주요국인 독일, 덴마크, 일본에서 에너지 자립마을의 실태와 시사점
을 정리하였고,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농촌지역을 청정에너지 자원을 기준
으로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고 유형별 청정에너지 시스템구축 기본방향과
추진과제 및 전략을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은 요약과 결론으로 구성
되어 있다.

6 서 론

그림 1-2. 연구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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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지역의 에너지 이용실태

농촌지역의 에너지 소비량은 430만 TOE1 중에서 농사용이 91.1%로 가
정용(8.9%) 보다 높아 주로 생산 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용 에너지 소비에서는 농기계 비중이 48.0%, 다음은 시설 작물에
28.1%를 사용하고 있었다. 가정용 에너지는 8.9%로 대부분 난방과 온수에
이용되며 그 외에 취사, 조명 등에 이용되고 있다.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을 보면 석유류가 79.4%로 가장 많고, 전력 15.4%,
석탄 5.2%, 기타 0.1%, 청정에너지 순으로 나타나, 청정에너지 사용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농촌지역의 청정에너지인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풍
력, 수력, 폐기물, 지열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 자립을 유도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국내 에너지 총 소비량은 2009년에 2억 4천만TOE이며, 이중 농업부문 4
백30만TOE로 1.8%에 해당한다. 국내 청정에너지 사용량은 2009년에 580
만TOE로 2.4%에 해당하며, 농업부문은 2,400TOE로 0.0001%로 매우 낮다.

1 TOE(tonnage of oil equivalent)란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 1석유환산톤
은 석유 1톤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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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청정에너지 공급 잠재량은 9천600만TOE로, 에너지 총사용량 2억
4천만 TOE의 40%에 달한다. 농업부문의 에너지사용량은 430만TOE로 청
정에너지 공급 가능량의 5%를 이용하면 농업부문의 에너지는 자립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
그림 2-1. 농촌지역의 용도별 에너지원별 이용실태

그림 2-2. 에너지소비량과 청정에너지 공급 잠재량

2 단, 농업부문에 청정에너지를 사용가능한 범위는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면 농
기계와 수송용 차량에는 바이오 디젤 등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전량 바이오 디
젤로 대체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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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지역의 청정에너지 정책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에너지부문에 대한 권한
을 지역에 분산하기 위한 지역에너지 정책이 시작되었다. 지역에너지계획
은 각 시․도지사가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 안정적 공급 대책, 신․재
생에너지 사용 대책,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의 배출감소 대책,
집단에너지 공급 대책,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사용 대책, 에너지 시책 등
이다. 이 계획은 5년마다 5년 이상의 계획기간으로 해서 수립하는 것이다.
1996년 시작된 지역에너지사업3은 중앙정부가 시․도별 지자체를 대상으
로 에너지 부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 홍보, 타당성조사와 같은 기반
구축사업,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 분야에 대한 시설보조사업, 정부가
정책목표달성을 위해 실시하는 특정분야의 시설지원사업인 정책기획사업
(도서 및 벽지 태양광 지원 사업, 그린빌리지4 등)을 실시하고 있다.5
농촌지역의 에너지 자립 방안으로는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 대체를 들 수
있다. 에너지 절감은 고효율 전기교체, 주택의 보온시설, 농기계 BD 사용
량 증가 등이 있다. 에너지 대체로는 지역 단위에서 청정에너지를 이용확
대하는 것이다.
지역 단위에서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방안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는

3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1호(2004.1.2)의 ‘지역에너지사업운용지침’과 산업자원
부고시 제2006-9호(2006.1.26)의 ‘청정에너지 설비의 지원, 설치, 관리에 관한
기준에 의해 지원받음.
4 30~50가구 규모의 마을에 태양광발전기와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5 에너지특별회계국고보조금으로 기반구축 사업은 100%, 시설보조 사업은 70%
이내, 정책기획 사업은 80%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음. 지역에너지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급받기 위해 지자체는 공모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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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에너지 자립마을에는 저탄소 녹색마을과 에너지 자립마을로 나눌
수 있다.
그림 2-3. 농촌지역 에너지 절감 정책 구조

에너지 자립마을은 지역에너지의 정의에 부합해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인
식을 가진 주민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마을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감으로
써 환경, 경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드는 것”이다. 에너지 자립
마을은 2009년 정부가 저탄소 녹색마을 정책이 발표하면서 확산되고 있다.
그림 2-4. 농촌지역 청정에너지 보급 추진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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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7개 정부부처(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산림청)가 공동으로 저탄소에너지 생산․
보급을 위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정부는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관계부처협의회(’09.3.24)를 통
해 부처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2년에 2020년까지의 600개 마을 조
성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 추진전략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으로 총 7개 지역(1차, 2차 사업)이 선정되었
고, 1차 사업지로 행안부는 공주시 월암마을, 광주시 승촌마을, 농식품부는
완주군 덕암마을, 산림청은 봉화군 서벽리를 각각 시범사업지로 선택하였
다. 선정된 마을에는 50~60억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산림청이 목재펠릿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처는 모두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을 주로 한다.
2차 추진 지역은 도시형에 경남 거창군 가조면 양기․음기마을, 노동복
합형에 강원도 포천시 영중면 영평․영송리, 산촌형에 강원도 화천군 간동
면 유촌리 느릅마을이 선정되었다.
한편, 지역 특성에 따라 저탄소 녹색마을은 도시형 바이오매스, 농촌형,
도농복합형, 산촌형, 어촌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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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저탄소 녹색마을 유형별 추진 계획 및 특성(1차 선정)
주관부서

사업명

사업비

사업
기간

지원 비율

신청규모

행정안전부
(도농복합형)

녹색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국비 50억 원
지방비 50억 원

20102012

국 비 50%
지방비 50%

가구 수가
1,000가구 이내로서
도시와 농촌지역이
포함된 지역

농식품부
(농진청)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사업

총 169억 원
(농식품부
58억 원)

20102012

국 비 30～50%
지방비 40～50%
자부담 10～30%

농촌마을
읍․면단위 이하
30～50호

환경부
(도시형)

저탄소 녹색
마을(도시형)
조성사업

60억 원

20102011

국비 50%

50 가구 이상, 인구
1,000명 미만
바이오매스
시설지원

산림청
(산촌형)

산림 탄소순환
마을조성사업

50억 원 이내

20102012

사업항목별
비율이 다름

산촌진흥지역 마을
50호 이상, 참여율
전체가구의 70%
이상

주: 어촌형 마을은 현재 미시행 중임.
자료: http://www.greenvill.or.kr

표 2-2. 저탄소 녹색마을 유형별 추진 계획 및 특성(2차 선정)
주관부서

사업명

행정
안전부
(도농복합형)

녹색
에너지
마을

환경부

에너지할용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사업비

진행경과

신청규모

60억

→ 마을 반경 5km내 축산 단지 인
접하여 축분(20톤) 확보 용이
→ 우분 연료화 시설(50톤/일) 설치
및 고체 연료화
→ 일반 가정 및 농가에 축분 연료
용 보일러 또는 비닐하우스 열풍
기 설치 지원가축분뇨
→ 시설 운영 주체로서 영평, 영송
영농조합법인 설립 완료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영평,
영송리373가구,
909명

→ 마을 주변에 대규모 비닐하우스
(딸기, 수박, 화훼 등) 밀집 지역
→ 바이오가스화시설(100톤/일)로 전
기 및 열 생산, 부산물로 액비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양기․음기
마을11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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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저탄소녹색마을(도시형) 조성사업)은 시(市) 지역의 동을 기준으
로 하되, 1,000가구 이내로서 농촌지역이 포함되지 않은 지역으로 도시지
역에서 발생하는 폐자원,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폐식용유, 가로수
및 정원 전지목 등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을이다.
그림 2-5. 도시형 녹색마을

농촌형(농촌형 에너지 자립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읍(邑) 또는 면(面)지
역을 기준으로 500가구 이내로서 도시지역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으로 한
정하여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농업부산물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자연력을 이용한 방법)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었
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농진청)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총 169억원(농식품
부 5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국비 30~50%, 지방비 40~50%, 자부담
10~30% 비율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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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농촌형 녹색마을

도농복합형 녹색마을(녹색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시(市) 또는 읍
(邑)지역의 동․리를 기준으로 1,000가구 이내로서 도시․농촌지역이 포
함되는 지역에서 폐자원, 바이오매스, 자연력을 이용한 에너지원을 활용
하는 마을이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주관으로 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지원 비율 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다.
그림 2-7.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산촌형(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은 면(面)지역을 기준으로 하되 100
가구 이내로서 산림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주력으
로 하여 기타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유형으로 산림청 주관으로 총 5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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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산촌형 마을

어촌형은 시범사업이 미시행 중으로 읍(邑) 또는 면(面)지역을 기준으로
100가구 이내로서 해안지역(도서지역 포함)으로 어업부산물과 같은 동물성
폐자원, 바이오매스 등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마을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림 2-9. 어촌형 마을

정부는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자립형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해 농촌
및 소도시의 에너지 자립도 40% 제고를 목표로 2020년까지 600개의 녹색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2012년까지 10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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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저탄소 녹색마을 성공모델 제시 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
로 진행 중이다.

3. 농촌지역의 에너지 자립마을 확대방안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은 결코 쉬운 사업은 아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석유정점의 위기에서 꼭 확대되어야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
행된 1차 시범사업에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
요하다. 즉, "사업을 어떻게든 시행했다"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본 사업의 밑그림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시행사업들 중 행정안전부 사업이 왜 지역주민들의 반발
로 사업 대상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는지, 바이오매스자원의 확대가 사업의
근본 취지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농수산식품부가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을 활성화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자립마을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토대로 단
계적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기간도 확대해야 한다. 정책수립에 있어 마을
에 어떠한 재생가능에너지를 설치할 것인가보다 마을의 자원순환을 위해
서는 주민들의 주도로 자원 생산․소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
하다.
이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개선을 위해서는 시설의 설치가 시작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주민들의 대한 교육과 운영
방식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더불어 시범사업 마을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들 들어,
지역에너지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위해 주민주도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추
진하고 있는 부안 등용마을, 임실 중금마을, 통영 연대도와 연계하는 방안
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에너지 자립마을은 범부처협력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의 통합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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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사업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사업
계획 시 목표했던 에너지 자립도 향상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지역경
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인지 명확히 평가․결정하여
목적에 부합되도록 본 사업을 설계․구축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농촌지역의 에너지 자립마을은 농업부문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부산물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내 자급자족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농업은 마을, 주민, 지역의 에너지, 지역에서 활
용할 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자원,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이런 활
동을 지원할 행정체계․정책․지원 등이 조합되어야 구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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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주도의 에너지 자립마을

1.1. 월암마을(행정안전부 주관 사업)
공주시청은 2010년 1월 5일 1차 에너지시범사업 대상지(도농복합형 저
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로 처음 충남 공주시 계룡면 월암리마을을 녹색마
을 최적지로 선정했다.
표 3-1. 월암리 마을 개요
대상마을
면적

충남 공주시 계룡면 일원
2

1.60 km

인구

562명(230세대)

사업부지

충남 공주시 계룡명 월암리 101-3 외 3필지

사업장 면적

6581 m (지목 : 답 5681 m , 임야 900 m )

2

2

2

자료: 공주대학교(2010.6), “월암리 녹색에너지 자립마을 기본현황 및 활용방안 조사” 결
과 보고서.

월암리는 주거 밀집지역이고 문화마을 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에너지 공
급이 수월할 것이라는 예상되며, 반경 5km 이내에 대규모 축산시설과 대

3장

제

20 농촌지역의 에너지 자립마을 사례분석

기업 식품가공 공장이 위치해 바이오매스 활용자원이 풍부하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위치적으로 23번 국도가 있어 운송이 쉽고 사업부지는 마을에
서 500여 미터 떨어져 있어 인근 지역에 비해 메리트가 높다.
이 사업은 돈분 35톤/일(외부), 음식물 폐기물 10톤/일(외부), 식품 폐기
물 5톤/일(외부)에서 조달하여 바이오가스 발전시설(50톤/일)을 통해 지역
내 에너지원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표 3-2. 월암마을의 에너지 시설 용량 및 주요 시설
시설용량

주요시설

‣50톤/일
(축분 35톤/일, 음폐수 10톤/일, 기타 식품슬러지 5톤/일)
‣바이오가스 자원화시설
‣지역난방 보조(우드칩보일러), 액비화 시설
‣열병합 발전시설(용량, 예측치)
‣교육홍보관

자료: 공주대학교(2010.6), “월암리 녹색에너지 자립마을 기본현황 및 활용방안 조사” 결
과 보고서.

이 지역은 바이오가스화 플랜트(지역난방 보조시설로 우드칩 보일러 포
함, 열병합발전기)를 통해 시간당 150kW 전력과 47톤/일 액비를 생산하여
마을에서 소비하는 전력의 40%를 자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와 함
께 500톤 규모의 소화조 2개, 50톤 규모의 액비 저장조, 난방배관(약 4km)
과 녹색에너지 체험관 등 건립을 계획하였다.
월암리는 행정안전부의 시범사업 시작에 앞서 저탄소 녹색마을 계획 자
료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선진지 견학과 녹색마을 연구용역 등
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공
주시에 사업유치 반대 성명서 제출(’11.2.16)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인근마을
주민을 포함하는 계획수정안을 요청(’11.2.25), 그 후 공주시 금대리로 사
업을 변경․시행하였다.
변경된 사업은 당초보다 50톤/일을 축소해 15톤/일으로 시작하여 점차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전환했고, 토지매입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용
역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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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업 당시 월암마을의 사업비는 총 46억원(국비 23억, 지방비 23억)
으로 도비와 시비의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다. 공주시청은 배관공사는 일부
마을 주민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바이오에너지 시설에서 추후에
수익이 발생하면 마을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이었다6.
월암리가 사업 포기를 하게 된 주요 원인은 공주시청의 무리한 사업 추
진이 문제였다. 공주시는 도시의 식품공장 부산물과 농촌의 가축분뇨 병합
처리 모델로 행정안전부에 녹색마을을 신청하였고, 한 달 만에 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을 개발위원 등 20여 명의 찬성만으로 사업을 무리
하게 추진하였다. 공주시는 사업 신청 후 지역주민들을 설득하여 사업 참
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었으나 악취 및 소음발생 등을 우려하는 지역주민
들은 반대하였다.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이 월암리에서 금대리로 옮겨진 이
후에도 지역주민들과 지자체의 갈등은 계속되었다7. 이는 월암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바이오가스를 중심으로 하는 저탄소 녹색마을의 경우
공통적으로 이러한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8.
월암리 사례는 에너지 자립마을 추진에 있어서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더불어 저탄소 녹색마을과 관련한 지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 작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6 사업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연간 8,000~9,000만
원 전기료 절감과 가구당 350여 만원의 난방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함.
따라서 전체 마을이 연간 2~3억원 정도의 소득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현실성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7 금대리에서는 ‘6개리(녹색마을 조성) 반대추진위원회’와의 갈등
8 현재는 금대리의 갈등은 지방행정연구원이 조율역할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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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승촌마을(환경부 주관 사업)
광주광역시 남구 대촌동의 승촌마을은 247가구(583명)의 규모가 살고
있는 도시형 전원마을이다. 이 마을은 2010년도 2월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후 지역주민들을 주축으로 2010년 11월 아산
통합형 고효율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을 운영(환경부, 마을 주민 등 90명)하
였다. 승촌마을은 유기농 재배와 하우스재배가 많으며, 81%가 시설농가에
종사하고 있다. 대부분 고추, 피망 등을 재배하는데 현재 363개 동의 하우
스 시설이 있다.
이 지역이 선정된 이유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에너지 수요가 많고 에너지
를 생산했을 때 공급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승촌마을은 비닐하우스
농업부산물 10톤/일(내부, 외부), 음식물 쓰레기 7톤/일(외부), 김치공장 부
산물3톤/일(외부)로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20톤/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
처음의 총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집하장 약 2,000㎡(농업 부산물이 봄,
가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집하장에 저장한 후 지속적으로 사
용), 협기성 소화 시설과 바이오가스 정제시설 등 1,500㎡과 부대시설 약
1,500㎡으로 총 5,000㎡ 면적이 이용되었다.
표 3-3. 승촌마을 사업계획
총사업비
주요 시설 현황

‣ 50억 원(국비 25억 원, 지방비 25억원)
‣ 집하장, 협기성 소화 시설과 바이오가스 정제시설,
부대시설 등 총 5,000㎡ 면적

그러나 2011년 7월 26일 승촌마을도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 반대로 광주
시에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철회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대상지가 광
산구로 바뀌었다9. 따라서 환경부는 승촌마을을 대체해 광산구로 저탄소

농촌지역의 에너지 자립마을 사례분석 23

녹색마을 대상지를 옮겨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광산구 망월마을을 대상
으로 축산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활용으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
다. 광산구에서는 바이오가스 플랜트에서 생산한 폐열을 지역의 공동체 주
거시설에 공급하고, 전력은 한전에 판매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지역에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인력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
토 중에 있다.
승촌마을의 사업 중단 원인은 일차적으로 사전조사에서 마을 내부 에너
지 자원 파악이 잘못되었고, 이로 인해 외부에서 음식물 폐기물을 유입하
는 방식이 결정되면서 주민의 반대에 부딪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3. 덕암마을(농수산식품부 주관 사업)
완주군 덕암마을은 2009년 12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형 에너
지 자립 녹색마을 조성 시범사업’ 계획에서 에너지 자립마을로 선정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촌형 에너지 자립 녹색마을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자
체 설명회(‘09.12.22)를 개최하고, 지자체 공모를 실시(‘09.12.23∼’10.2.1)한
결과 경기 포천, 충북 영동, 전북 완주, 전북 진안의 4개 시군청에서 신청하
였다.
선정된 덕암마을은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50번지 일원에 위치
한 곳으로 총 62가구가 살고 있으며 이 마을에서 저탄소 녹색마을에 참여
하는 농가는 49가구이다.
주요 에너지시설 설치 계획(안)을 살펴보면, 우리밀 축산에서 1만 2,000
두 정도 양돈을 사육하고 있으며 대규모 돈사 인근에 바이오가스 시설 부
지가 확보 가능하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바이오가스 발전 플랜트

9 승촌마을은 지원받은 국비 1억6400만원과 시비 8200만원 총 2억4600만원에서
지출한 조사 용역비 1억5000만원과 주민 해외 견학비용 2000만원 등 1억7000
여만원을 구비로 마련해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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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0톤/일), 지식경제부에서 태양광, 태양열, 풍력, 산림청에서 목재펠릿
보일러, 녹색마을센터 건립, 주택정비, 태양광발전, 태양열발전(공동시설),
펠릿보일러(주택) 설치 등 부처별 사업별로 총사업비 146억을 배정받아 운
영하고 있다10.

표 3-4. 농촌형 에너지 자립 녹색마을 시범사업 추진 체계
구 분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산림청

주 요 내 용
‣사업 총괄 주관
‣경관 개선 및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
‣태양광, 태양열, 풍력 에너지 시설 지원
‣산림계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화 지원

덕암마을은 바이오가스 시설에서 50kW 정도 발전하여 한전에 생산된
전력을 판매함으로써 농가 주민들에게 경제적 편익을 제공할 계획이었으
나 경제성을 이유로 포기하였다. 왜냐하면, 주민 자부담이 10%로, 바이오
가스 33억 비용 중 11억을 자체 조달해야 하는 부담 문제 때문이다. 특히,
아직까지는 운영비용과 판매비용, 감가상각비와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적
자라는 평가가 있다.
한편, 녹색마을센터는 게스트하우스 기능도 하는데 펠릿 제조(파쇄) 과
정에서 소음이 많기 나기 때문에, 제조시설을 포기하고 산림청 지원 사업
으로 개별가구에 대한 펠릿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태양광을 중
심으로 지열을 일부 이용, 교육과 체험을 중심으로 한 사업으로 전환하고,
건축물을 지을 때 패시브하우스로 지어 필요로 하는 에너지양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풍력11은 교육용으로 녹색마을센터에 1kW설치하고, 덕암마을 인근에 자

10 덕암마을의 경우도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발표 내용이 일부 변경됨. 변경된
내용은 태양광 52호이며, 개별가구 50기(3kW), 마을센터(10kW), 게스트하우스
(6kW) / 태양열 1호임. 녹색마을 센터(30㎡), 펠릿보일러 41기는 개별가구 36
기, 마을회관․녹색마을 센터 등 5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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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휴양림이 조성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체험과 농촌체험의 거점이 되는 녹
색마을센터와 연계해 관광․체험효과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2011년에 49개소가 확정된 상태인데, 현재 1kW 당
650만원 정도 소요된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지부와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공단)와 협정을 맺
어 그린홈 100만호 사업(개별 가구 신청)을 국비 50%,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을 보조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시 문제점은 초기 사업비가 146억원12으로 바이오가스 시설을
비롯한 마을에서 필요한 모든 시설(목재 펠릿, 녹색마을센터, 풍력, 소수력,
그린홈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잘못 설계되었다는 것이다13. 이와
동시에 이 지역의 핵심 사업인 바이오가스 시설을 포기하면서 기존의 농촌
개발사업과 차별성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덕암마을 내부 사회적 자원과
생태적 자원이 취약한 상태에서 외부 경제적 자원 중심의 하향식 사업이라
는 한계를 갖고 있다.

11 풍력발전 역시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초기 단계에서는 적
극적으로 고려했으나, 조사 단계에서 거의 삭제되었다고 한다. 투자비 대시 수
익이 낮고 평지라는 마을 입지조건상 충분한 풍량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임.
12 애초 계획대로라면 49가구에 146억을 투자하는 것이므로, 가구당 3억 원 가까
이 지원하는 것임. 재생에너지 종합전시장이자 외부 판매용 설비를 지향하는
과잉투자 계획임. 600개 저탄소 녹색마을에 같은 금액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
능함(이유진, 2010a). 농림부에서는 다른 부처(지식경제부, 산림청)의 사업과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에 따른 자부담도 같이 계산되어 있기 때문
이라고 말함.
13 이후 사업비 91억 4,700만 원(국비 45%, 지방비 35%, 자부담 20%)은 바이오가
스를 포기하면서 6,631백만 원(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으로 재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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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솔빛마을(산림청 주관 사업)
산림청은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 1․2리(159가구 중 121가구, 271명)
의 경북 봉화의 솔빛마을은 에너지 자립마을로 선정하였다. 이 마을은 임
야율이 85%인 산림지역으로, 숲 가꾸기 사업 등으로 상대적으로 산림자원
풍부하고, 목재집하장(최대 5,000㎡)과 생산시설(140톤/일)을 갖추었다.
특히, 산림면적은 1,301ha(국공유 56%, 사유 44%), 태백산과 소백산이
만나는 지역으로, 태백산을 배경으로 시루봉(1,093m), 옥돌봉(1,242m), 문
수산(1,206m) 등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있다. 남한강과 낙동강 수계가 갈라
지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자원으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솔빛마을 시범사업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 중 유일
하게 큰 계획의 변경 없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이 사업의 성공요인은 마
을 주민들이 먼저 결정해서 지자체에 제안하고 서벽마을의 주민 참여도 및
동의도가 높았다는 것이다14. 또한, 녹색마을 조성 여건이 좋다. 이 지역은
집단형태의 마을구조를 형성하여 중앙집중식 난방체계 도입이 용이하다.15
솔빛마을은 사업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센터건립과 주택신축 및 리모델
링, 주변경관 조성 등을 계획하였다. 난방방식은 3MW급 보일러를 설치하여
(개별가구 및 공공기관 이용) 1km 떨어져 있는 두 마을을 한 단위의 녹색마
을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집중식 보일러를 마을 사이에 설치할 예정이다.

14 이는 봉화군청이 제안한 녹색마을 사업 내용 중에 주택 신축 및 리모델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보조금도 높게 책정되어 주민들 반응이 높은 편이었으
나 나중에 자부담 비중도 높아지게 됨. 지역주민들은 사업공동추진위원회 구
성하였는데 전체 159가구 중 76%인 121가구 참여하여 마을법인 등록, 마을공
동기금 확보, 홈페이지개설 및 산촌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에 참여도가 높음.
15 임도(49.6㎞)로 목재수송에 용이, 대형 목재집하장 위치 등 산림수급 환경에 대
해 메리트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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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릿 연료 구입은 자립이나 사업 초기에는 60~70%로 시작하고 나머지
는 수입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여기에 산림바이오매스센터 건립, 주택(18
동)신축은 목재를 활용하여 노후주택을 개축하고, 마을경관 조성계획이 포
함되어 있다.
사업비는 총 50억원(공사비 기준, 농특회계)이고, 사업기간은 3년(1년 설
계, 2년 조성)이다.
솔빛마을은 산림청의 탄소순환마을 정책입안 단계에서 마을 주민들 일
부가 관련 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솔빛촌 법인이 설립되어
있어 운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표 3-5. 솔빛마을 사업추진현황
총사업비

총 50억원: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사업내용

‣산림바이오매스센터건립과 주택신축 및 리모델링, 주변경관
조성 등 계획

그림 3-1. 탄소순환마을 개념도

그림 3-2. 탄소순환마을 계획

봉화군청은 2010년 6월에 산림조합중앙회에 기본계획을 통해 발주하였
다. 계획에 따라 중앙집중식 보일러(3MW급)를 설치하고 가정용 펠릿보일
러를 보급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주택 신축 및 개
량 사업16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52억 4,50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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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중앙 집중과 개별 보일러, 산림바이오매스 센터, 주택 신축 및 리모델
링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17.
한편, 2010년 9월에 국립백두대간 고산수목원 조성사업(중점시설지구
250ha, 총 2,300억원 사업비, 2010~2014년 사업기간)으로 봉화군청 그린타
운 추진단이 구성되었다. 추진단은 다른 녹색마을 사업과 차별적으로 수목
원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수목원과 조화되는 친환경주택 사
업을 포함시켰다.

1.5. 영평⋅영송마을(행정안전부 주관 사업)
경기도 포천시 영평․영송리는 2010년 12월 29일 2차 시범사업 대상지
로 선정되었다. 도농복합 모델로 선정된 포천은 축산농가가 많아서18 녹색
마을 추진에 적합하다. 시설 운영 주체로서 영평, 영송 영농조합법인 설립
이 완료(11.10) 되었고, 미군 사격장 인근 마을로서 지역 주민 혜택 사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2013년을 목표로 관내 300톤(일) 규모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설치
중에 있어, 혐기 소화 고형분 30톤을 확보할 수 있고 바이오가스에서 나오
는 폐열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축분 연료화 시설(50톤/일)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근 마을에 축분
연료 보일러를 설치하여 고형연료를 제조하고, 일반 가정 및 농가에 축분
연료용 보일러 또는 열풍기 설치를 지원(70%)할 예정이다19.

16 단열 효과를 위해 에너지진단을 통한 친환경 주택을 지향(지원 조건에 가급적
이면 목조주택으로 권장하고 친환경 자재 사용)하기로 함.
17 국비 50%(27억 4,500만원), 지방비 35%(15억 2,500만원), 자부담 15%(10억원)임.
18 이 마을은 373가구 90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마을 반경 5km내 축산 단지가
인접해 있어 축분(20톤) 확보가 용이함.
19 고형연료 생산과 보급을 마을 기업 형태로 만들어 판매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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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양기⋅음기마을 (환경부 주관 사업)
환경부가 주관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에는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양기․음기마을이 선정되었다. 이 마을은 227명(110가구)이 거주하는 작은
농촌마을로, 60세 미만이 55%를 차지하는 곳이다. 이 마을 주변에는 대규
모 비닐하우스(딸기, 수박, 화훼 등) 밀집 지역이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가
축분뇨, 농업부산물을 이용한 혐기성 소화 시설(100톤/일)을 갖추고 있다.
양기․음기마을은 병합 소화를 통해 전기 및 열 생산, 부산물로 액비를
생산하고, 폐열을 활용한 온수를 통해 비닐하우스 가온 또는 시설 주변에
소규모 목욕탕을 설치하여 주민 편의시설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 마
을은 액비 사업, 폐자원 수거 등을 사업화하여 사회적 기업화를 검토하고
있다.

2. 민간주도의 에너지 자립마을

민간주도의 저탄소 녹색마을은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에 위치한 등용
마을이 가장 대표적이며 그 외 광주 신효천마을, 제주 동광리 그린빌리지,
대구 시민 햇빛발전소, 창원 가월마을, 임실 중금마을, 산청 갈전마을, 통
영 연대도 등 전국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20. 이 마을들은 지
방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진
마을 구성원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0 부안 등용 마을은 다음 절에서 성공사례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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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화정마을
부안군 주산면 화정마을은 2006년부터 부안 유채와 폐식용유로 바이오
디젤을 이용하였다. 마을의 실거주 가구수는 38가구이며, 2000년부터 우렁
이농법 - 태양열과 지열로 우렁이를 키워왔다. 화정마을의 목표는 3년 안
에 에너지 100% 자립을 목표로 마을 자원을 재활용하고 청정에너지 이용
을 확대하고, 농산물 판로 개척과 관광농업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 마을은 2004년 이후 유채를 재배하면서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폐식용유를 이용하여 바이오 디젤 사업을 다시 시도하였다.21
사업성과를 살펴보면, 2011년 32개 개별가구와 자율방범대, 노인정, 마
을회관, 모두 35곳에 청정에너지 시설을 설치(태양광, 태양열, 지열)하였다.
또한 가구당 개별로 태양광(3kW) 설치하고, 태양광, 태양열, 지열에 대하
여 에너지원당 50만원 부담하고 있다. 지열은 마을 회관 1곳, 개별 가구 1
곳 설치하고, 풍력 3kW는 바람자원이 부족해 설치하지 못하였다.
화정마을은 태양광 설치 이전에는 가구당 전기요금을 3~4만원이 소요되
었으나 현재는 전기요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으며 5~6만원 내던 가구는 1
만원 이내로 비용절감효과를 얻고 있다. 지열(5RT)에 소비되는 전력량은
12월~익년 2월에 가동하는데 한 달에 2,000kWh이 넘게 사용(전기요금 17
만원)하는데 보일러 등유에 비해서는 싼 값이지만 전기요금은 높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마을은 유채를 이용한 바이오 디젤 생산은 농업과 에너지를 연계했다
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특히 폐식용유를 이용한 바이오 디젤을 이
용하여 학교 버스에 활용하는 아이디어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화정마을은 정부 지원에 부안군의 지원을 받아 재생가능 에너지
를 설치했지만 앞으로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21 농림수산식품부의 유채 재배 시범사업으로 지원이 3년으로 끝났지만(헥타르당
국비75만원, 지방비 25만원 지원), 경관작물에 대한 보조로 지원금을 받으면서
유채를 2모작으로 재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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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화정마을 사업추진현황
사업목표

사업추진 3년 이내 에너지 100% 자립

사업내용

‣마을 내부 총 35곳 청정에너지 시설을 설치(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 디젤 생산(유채)

2.2. 중금마을
전라북도 임실군 중금마을은 2009년도부터 에너지 대책 위원회를 통해
등용마을의 에너지 자립비전과 단계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사업성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북LA 21'이 교육을 통해 배출한
‘에코 홈닥터’들을 중금마을에 초청해 에너지 교육을 받고 에너지 효율개
선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2010년, 지식경제부가 지원하는 그린빌리
지에 신청해 11개 가구의 지붕위에 3kW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였다.
이 마을은 집 안의 백열등을 고효율 전구로 바꾸고 멀티 탭 콘센트를 설
치하고, 절수형 샤워 꼭지를 달고 단열과 방풍을 위해 문풍지와 방풍 실리
콘 처리를 했다. 이와 함께 같은 해 마을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이 낮은 집
과 마을회관 건물에 대한 단열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중금마을은 지역에서 유기농으로 지은 농작물을 가공해서 판매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역의 가까운
먹을거리로 이동거리가 소비자와 가깝고, 유기농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가공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게 되면 ‘탄소라벨링' 0
에 가까운 식품을 생산해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금마을의 사업 성공요인은 우선 지역 리더의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쓰
레기 분리수거를 통해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신뢰라는 사회적 자원
을 확보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북의제 21>, 부안 등용마을, 임실
군과 같이 지역의 외부 네트워크와 전문가들의 자원도 적극 활용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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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주요 성공요인 중 하나이다.
이 마을은 현재는 지역의 햇빛 자원을 이용해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해 에
너지를 얻고 있으며, 앞으로 유채를 이용한 바이오 디젤 생산을 시도할 예
정이다.
표 3-7.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지역

가구수

생태

임실
중금마을

31가구
80여명

햇빛, 축분,
농업부산물

기술
에너지 효율개선,
단열개선 사업,
태양광

제도
그린 빌리지
임실군과의 협력 체계

2.3. 갈전마을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에서는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1992년 민들레공
동체가 갈전마을에 자리를 잡고 공동체를 이루어 총 45가구가 살고 있다.
갈전마을은 소형풍력, 자전거발전기, 태양열조리기, 태양광발전, 메탄발
효기, 태양열 집열판, 바이오 디젤 등 다양한 재생가능한 에너지 생산 시설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 중에 있다.
이 마을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2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았
으며22, 행정안전부 마을 기업 만들기 사업(시군구 별 1곳 선정)으로 갈전
마을이 선정되어 지역내에서 생산한 밀과 약초로 기능성 빵을 만들고, 그
것을 태양열 조리기와 바이오 디젤로 빵을 굽는 공장을 설립하였다.
한편, 이 마을의 대안기술센터는 지난 7년 동안 국내에서 재생에너지와
대안 기술을 보편화하고 일반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재생에너지 교육과
대안기술 확대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22 마을 쉼터를 조성하고 별도로 3,800만원을 지원 받아 태양광 9kW를 설치하고
쉼터는 현재 마을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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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확대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타 지역 단체와 활동가들에 대한 교
육이 활발한 편이고, 주민단체나 일반 시민들의 방문도 많은 실정이다.
이 마을의 성공요인은 에너지 자립마을 대상지를 선택할 때에 현재 마을
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인력과 인구유입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여 사업을 추
진하였으며 사업은 반드시 마을의 경제적 자립과 연결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2.4. 연대도
연대도는 통영 인근의 작은 섬으로 48가구(82명)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이다. 연대도는 섬의 자연이 잘 보전되어 있는데다, 주민들이 친환경 어
업23을 하고 있고, 폐교를 외지인에게 팔지 않고 마을소유로 남기고 있는
점이 큰 점수를 얻어 에코섬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통영시는 ‘생태 섬 보호․육성 조례안'을 만들고, 조례를 통해 ‘에코 아
일랜드' 조성을 위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구성원은 총 16명 중 6
명이 주민들이고 그 외 <푸른통영 21>, 지역 언론, 전문가이다.
한편, 에코섬 조성을 위해 다랭이밭 꽃밭(2008년~)을 조성24하였고, 옛
사람들이 지게지고 나무하던 길을 다듬고 안내판을 세워 섬 전체를 여유
있게 둘러볼 수 있는 ‘지겟길’도 복원하였다.
연대도는 2009년 12월 경상남도의 ‘저탄소 녹색마을조성사업’에 선정되
었고, 마을 회관, 경로당, 비지터 센터 공간을 패시브 하우스로 만들었다.
또한 여름에만 운영되는 에코체험센터(폐교 리모델링)를 다시 패시브 하우
스로 만들어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센터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였다(4억
5천). 또한, 에코체험센터에는 30kW 태양광 설비와 자전거 발전기 등 24
개의 자가 발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23 싹쓸이 그물이 아닌 외줄낚시로 조업
24 주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버려 둔 33층 다랭이밭을 야생화 꽃밭으로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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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는 150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산업자원부 신재
생에너지 설치사업비 13억 5천만원)하여, 2011년 3월 완공했다. 마을회관
에 발전량 모니터링 시스템 갖춰 각 가정에 평균 3kW로 들어가고25, 신축
한 비지터센터에 9kW 설치, 태양광 20년 동안 보증을 받았다.
패시브하우스인 비지터센터에 설치한 지열(130미터 깊이 두 개, 5RT)로
바로 옆 건물에도 난방을 하는데 계속 문제가 생겨서 설치 업체가 계속
A/S를 하고 있다. 비지터센터는 국내 마을 회관 중 유일하게 패시브 하우
스를 인증받은 건물로 1층은 마을회관이고, 2층은 비지터센터(숙박 및 회
의공간)로 활용하고 있다. 패시브 하우스의 3중창은 국내 생산 기업이 한
곳이고, 단열의 기밀 테이프는 국내 생산 기업이 없어 독일제품을 이용하
여 운영 중에 있다.
풍력은 기본계획에서 입지조건에 따라 후보지는 결정되었지만, 나중에
설치되더라도 교육적 효과를 고려해서 리모델 중인 에코체험센터에 들어
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섬은 명품섬 Best 10 선정되어 지급되는 사업비 25억(국비 20
억, 지방비 5억)을 이용하여 인근 만지도와 출렁다리 설치 등 마을 숙원사
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연대도의 장기 에너지 자립 계획에는 태양광 발전
과 풍력발전이 들어서고, 지열과 파력, 유채꽃으로 바이오 디젤을 이용할
계획이다.
마을 회관과 경로당을 패시브하우스로 신축한 것은 농촌지역 에너지 계
획에 있어 주목할 만한 사례로 볼 수 있는데 공공건물부터 패시브하우스로
설계할 경우 에너지 비용 및 탄소 배출 절감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에너
지 복지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연대도 마을회관은 우
리나라 공공건물 중에서 패시브하우스 인증을 받은 첫 번째 건물이다.
에너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에너지 자립섬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섬은
마라도, 가파도, 우도, 울릉도 등 다수가 있다. 하지만, 연대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 자립섬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시
25 기본요금에서 100원 정도 추가되는 정도 소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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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설치하는 것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주민들의 참여(80%)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표 3-8. 연대도 추진 사업 주요내용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
‣에코 아일랜드 조성을 위한 추진 위원회 구성
‣다랭이밭 꽃밭 조성사업
‣에코체험센터(폐교 리모델링)
‣패시브 하우스 운영
‣인근 만지도와 출렁다리 설치 등 마을 숙원사업 투자

3. 에너지 자립마을 사례분석(부안 등용마을)

3.1. 에너지 자립마을 실태

3.1.1. 에너지 자립마을 태동동기
전북 부안은 2003년 ‘위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하 방폐장, 핵폐기장)’
추진을 반대하면서 에너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지역 주민
은 2003년부터 2년 동안 핵폐기장 설치 반대투쟁을 했고, 이로 인해 구속
자 55명을 포함하여 300여 명이 사법 처벌을 받았으며 500여 명의 부상자
가 발생했다. 부안 주민들은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각계 각층과과 결합하
여 1년이 넘는 촛불집회와 등교거부, 고속도로 점거 등 수많은 반대운동을
벌인 결과 주민에 의한 독자적인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다. 주민투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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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72%가 투표에 참여하였고, 투표참여자의 92%가 핵폐기장을 반
대하여 부안 핵폐기장 설치는 무산되었다.
핵폐기장에 대한 많은 논란 이후 이 지역에 큰 변화가 있었다. 하나는
정부에서 이 지역에 전국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핵폐기장 인근지역에 주민에 의해 만들어진 ‘에너지 자
립마을’이 있다.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는 2011년 11월 10일에 완공되어
실적이 아직 없는 상태이므로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에 대한 현황만을 소개하고, 주민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3.1.2.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정부주도로 2004년부터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8년
동안 공사 끝에 2011년 11월 10일에 완공되었다. 사업비는 1,050억 원이
며, 국비 800억 원, 도비 150억 원, 군비 100억 원이다.
표 3-9.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소요 자금 내역
단위: 억원

소요금액
비중(%)

국비
800
76.2

도비
150
14.3

군비
100
9.5

계
1,050
100.0

자료: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http://www.nrev.or.kr/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의 주요 기능은 테마체험단지, 실증연구단지, 연구
산업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테마단지 부지는 36,000㎡이며, 건물면적이
3,160㎡(지하1, 지상3)이고 신재생에너지 테마체험을 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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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용도별 주요 내용
단지구분

규 모

비고

테마체험단지

부지 36천㎡, 건물 1동 3,160㎡

4D 홍보관

실증연구단지

부지107천㎡, 건물 7동 18,890㎡

수소연료전지, 풍력,
태양광(열) 실증연구

산업연구단지

부지 213천㎡

신재생에너지 연구소와
기업유치

자료: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http://www.nrev.or.kr/

테마체험단지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체험 학습장으로 체험학습과 녹
색에너지교육, 미래에너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연구와 산업의 메카로서의 테마파크를 홍보하는 장으로 신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의 역할을 담당한다.
실증연구단지는 토지 107,000㎡에 건물 7동(19,053㎡)이 있으며, 주요
기능은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실증 연구 개발을 하며 기업을
지원하는 가능을 가지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2개 연구기관이 테스트베드 전용시설(2개동 2,524㎡)에
46종의 시험장비와 전문 인력 20명을 확보하고 있어 국내 대표적인 테스
트베드로 도내외 200개 기업이 활용하도록 한다.
풍력의 경우, 세계적 수준의 대규모 풍력실험동(5MW급/4,218㎡)이 조
성(120억 원 투자 - 도비 74억 원)되어 있고, 이 시설을 운영할 기술력을
갖춘 한국기계연구원이 3종의 시험장비와 전문 인력 10명을 확보하고 있
으며 앞으로 9종의 장비 보강으로 국제적 역량을 갖춘 테스트베드를 구축
하기 위한 것이다.
수소연료전지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2,891㎡)을 갖추고 올 하반기
200KW급 수송용 및 정지형 대형 시스템까지 개발할 수 있는 장비 26종
(77억 원)이 구축될 계획으로 되어있다.
연료전지분야는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에 대해 다양한 실험․실증 등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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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전지 종합특성평가를 수행하면서 국가 대형 R&D 과제와 기업과 협력과
제를 기획하여 국제 인증수준을 갖춘 실증평가 기반을 조성하였다.
산업단지는 산업용지 31필지 71,105㎡ 중에서 17필지 38,361㎡를 분양
하여 5개 업체로부터 입주계약이 완료되어 분양률이 54%이다. 입주연구기
관과 연계된 기업을 추가로 유치하여 산업단지를 채워나갈 계획이다.

3.1.3. 주민에 의한 ‘에너지 자립마을’
핵폐기장 인근지역 주민에 의해 만들어진 ‘에너지 자립마을’이 부안 등
용마을이다. 등용마을은 30가구에 5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노령인구
가 절대적으로 많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이 마을은 우리나라 최초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설치하여 실천하고 있다.
이유는 핵폐기장 설치를 반대하면서 에너지의 중요성을 주민들이 알았고,
에너지절감과 화석에너지 대체에 대해 주민들이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마을 총 에너지의 50% 이상을 태양
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으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
으로 2007년까지 태양광 발전기, 지열 냉난방 시설, 태양열 온수기 등을
설치․운영하면서 마을의 에너지 자립을 준비하는 시기였다. 2008년부터
는 '전북LA 21', '녹색연합', '에너지관리공단'과 협력해 에너지 절약, 에너
지 효율향상,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라는 단계별 전환을 본격적으로 시작했
다.
에너지 절감방법으로 전력소비를 10%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면서,
집집마다 사용하는 전력량을 기록하고 백열등을 고효율 전구로 교체하였
고, 2009년부터는 마을의 오래된 주택에 단열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에너지
를 절감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기, 태양열 난방
시설, 지열 냉난방시설, 목재펠릿보일러, 소형풍력발전기 등을 설치 운영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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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례지역의 에너지 생산실태
사례지역 등용마을은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발전차액지원
제도에 의해 한전에 판매하고,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여 가정의 온수와 냉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부안시민발전소는 사례지역 등용마을과 등용마을은 아니지만 인근 지역
에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등용마을은 2005년에 부안마중물이라
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였고, 2008년에 마중물 1호기, 마중물 2호기, 부
안시민발전소, 2009년에는 부안나눔 발전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사례지역 인근에 원불교부안교당, 부안성당에 각 3Kw 용량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2005년에 설치하였다.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데 설치비를 정부에서 지원 받지않았다. 태양광
발전소 시설 용량은 44kw이며, 이를 설치하는데 3억 3,500만 원이 소요되
었다. 설치비는 종교단체, 주민 출자, 서울시민 출자, 네이버 해피빈 모금지
원, 시민발전소 수익금 재투자 등으로 이루어졌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표 3-11. 부안시민발전소의 태양광 설치 내역

부안마중물
원불교부안교당
부안성당
마중물 1호기
마중물 2호기
부안시민발전소

시설용량
(kw)
3
3
3
10
10
10

부안나눔

5

발전소명

소계

44

자료: 부안시민발전소, 내부자료

자금조달
문규현신부
원불교
부안성당
주민출자
주민출자
서울시민 50명 출자
네이버 해피빈
모금사업지원
시민발전소 수익금
재투자 등
-

시설금액
(만원)
3,000
3,000
3,000
7,000
7,000
7,000

완공
2005.
2005.
2005.
2008.
2008.
2008.

9
9
9
7
7
7

2,000

2009.12

1,500

2009.12

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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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시민발전소 44kw 시설에서 연간 전기 판매량이 5만 2,254Kw이며
한전에 kw당 716.4원으로 판매하여 총 3천 7백 원 이상의 판매실적을 올
리고 있다. 판매한 금액은 참여농가에게 일부 배당하고, 일부는 재투자를
위해 적립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차액지원제도가 2012년부터 중단됨에 따
라 태양광, 태양열 등 청정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시설투자는 어렵다
고 판단된다.
표 3-12. 태양광에 의한 부안시민발전소 실적
설비용량
(kw)

생산실적(2010년)
생산량(KW)
생산금액(천원)

부안마중물

3.0

3,123

2,237

원불교부안교당

3.0

3,664

2,625

부안성당

3.0

3,314

2,374

마중물(1호기)

10.0

12,855

9,209

마중물(2호기)

10.0

12,704

9,101

부안시민발전소

10.0

12,700

9,098

부안 나눔

5.0

3,894

2,790

계

44

52,254

37,434

주: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의해 kw당 716.4원으로 한전에 전기를 판매함.
자료: 부안시민발전소. 내부자료

사례지역 등용마을은 태양광발전소 이외에 태양열온수기를 설치하여 교
육관 30평에 1,800리터의 온수를 공급하고, 소형풍력은 교육용으로, 펠릿
보일러는 교육관 60평에 난방 및 온수로, 지열 35RT는 개별난방, 사무실,
식당, 교육관의 난방 및 온수로 이용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 등 사례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에너지를 TOE로 환산하
면 24.41TOE이다. 등용마을 30가구가 1년 동안 가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전기, 등유 등)는 28.5TOE26이다. 생산된 24.4TOE를 등용마을 가
26 에너지총조사보고서 자료를 재 추정하였음. 군 지역 에너지소비량(1,539,608TOE)
을 가구 수(1,465,030)로 나누어 호당 소비량을 산출하고 이 지역의 가구 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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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으로만 사용한다면 85.6%로 대부분 발전에 의해 사용 가능하다. 그러
나 태양광발전에 의해 생산된 에너지는 주민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한전
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표 3-13. 사례지역 청정에너지 생산량
생산량

내용

생산량

TOE

태양광

52,254
kWh

10.45

태양열

1,800  온수

1.3

소형풍력

2.4m

0.3

- 2.4m 날개 1개 설치(교육용)

펠릿

60평 온수

2.8

- 교육관 60평(난방, 온수)

지열(기타)

35RT

9.6

- 개별로 5RT 1개, 사무실과 식당에 난방
및 온수 5RT 2개, 교육관 난방 및 온수
10RT 2개

계

- 시민발전소 등 41Kw 용량에서
52,254 Kw/연 생산, 36,495천 원 소득 발생
- 교육관 30평에 태양열시설 14장설치,
1,800리터 온수사용

24.41

주: 태양광, 태양열, 풍력, 펠릿보일러, 지열 등을 TOE로 환산기준: 1kWh=2,150kcal, 원
유 1kg=10750kcal, 집열판 1장 2㎡ 기준 2,800kcal/day, 1kWh으로 하루 3.5시간을
가동하여 1년 동안의 발생하는 에너지생산량 : 1,277.5kWh, 펠릿보일러 용량 30평짜
리=20,000kcal(하루 5시간, 150일 난방할 경우), 3RT=3024kcal/h(1일 8시간 냉난방)
자료: 부안시민발전소. 내부 자료를 재정리

3.3. 에너지 소비실태와 전망
부안군 등용마을의 2008년 전력 소비는 62.73TOE이고 난방용으로 등유
와 경유는 18.16TOE, 수송용 휘발유는 1.77TOE로 총 사용량은 86.03TOE
이다. 2015년은 97.59TOE, 2020년은 소비는 109.2TOE로 추정되어 연평균

호)를 곱해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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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27.
따라서 이 지역이 2020년까지 청정에너지로 가정용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청정에너지 설치 용량이 지금보다 4배 이상 되어야 한다.
표 3-14. 사례지역의 에너지 소비실태

가정
상업
산업
전력
공공
소계
난방
등유
경유
수송
휘발유
총계

2008년
(TOE)
20.38
24.89
17.45
3.37
62.73
8.17
9.99
1.77
86.03

전망
2015년
25.00
28.12
20.49
4.06
77.03
7.45
10.55
1.92
97.59

2020년
28.23
32.26
23.50
4.76
88.15
7.29
11.22
1.94
109.20

연평균
증가율(%)
3.20
2.47
2.89
3.43
3.38
-0.9
1.03
0.79
1.85

자료: 에너지정치센터. 2009

3.4. 사례지역의 에너지 수급
사례지역의 가정용, 상업용, 산업용, 공공용, 수송용 등에 이용되는 에너
지 총소비량은 1년에 86.03TOE이고 청정에너지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양
은 24.41TOE로 천체 소비량의 28.3%를 이다.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71.7%인 61.2TOE를 생산 공급하여야 한다. 지
역의 청정에너지 공급 잠재량은 152.09TOE로 공급 잠재량의 약 57%를
공급해야 지역의 에너지를 100% 자립할 수 있다.

27 에너지정치센터. 2009.11. 농촌지역 자립형 에너지체계 확립방안-부안군 하서
면을 중심으로-. p 53을 이용하여 사례지역를 재추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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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사례지역의 에너지 자립 가능성
소비량 (TOE)
가정
상업
산업
공공

28.55
24.89
17.45
3.37

경유

9.99

휘발유

1.77

수송

계

86.03

공급 잠재량 (TOE)
에너지원
생산량
태양열
1.3
태양광
10.45
수력
풍력
0.3
지열
9.6
임산부산물
2.8
농산부산물
바이오
매스
축산폐기물
도시폐기물
계
24.41

잠재량1)
6.43
2.88
0.31
0.00
89.89
29.80
12.30
10.47
0.00
152.09

주: 공급 잠재량은 전국잠재량통계(신재생에너지자원 데이터센터)에서 부안군 태양열, 태
양광, 지열, 수력, 도시폐기물 자료를 이용하였음. 부안군 잠재량 중 하서면의 면적 비
율 8.77%를 적용하여 구한 후 사례지역은 하서면 마을수로 나누어 등용마을 잠재량을
추정함. 임산부산물은 부안군 잠재량중 하서면 산림면적의 비율 11.18%를 적용, 농산
부산물은 하서면의 논, 밭 합계 비율 6.4%를 적용, 축산폐기물은 부안군 잠재량 중 하
서면 축산면적 비율 8.8%를 적용한 후 하서면 마을수로 나누어 추정하였음. 신재생에
너지자원 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하는 가용잠재량으로부터 태양열 0.6%, 태양광 0.27%,
수력 0.02%, 바이오매스 4.35%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그림 3-3. 사례지역의 에너지 자립 가능성

등 용 마 을

단위: toe

160

152

140
120
100

86

80

57%

60
40
20
0
에너지총사용량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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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례지역의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상
지역의 청정에너지 시스템은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열, 전기 등을 가정용에도 이용하고 농업용에도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태양광을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는 매전하거나 가정용 조명, 가전제품 등
의 전기로 사용하거나 농업용 전기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태양열에 의
해 발생한 전기와 열은 가정용과 시설원예 작물의 가온으로 사용되어야 하
며, 지열은 가정의 냉난방용과 농업부문의 시설원예, 과수, 축산 등의 열원
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바이오에너지인 축산 분뇨를 이용하여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가정용의
취사, 온수 등에 이용하고, 농업부문에서는 건조기 등에 이용되는 전기로
이용할 수 있으며,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생산된 퇴액비는 수도작 등의 비
료로 이용되어야 한다.
그림 3-4. 지역의 에너지 자립마을 이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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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지역은 장기적으로는 마을 내 돼지축사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마을에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생태자원, 기술자원, 제도자원의 타당
성 여부를 주민들과 함께 조사하고 있다. 2012년에는 그린빌리지 사업에
신청할 계획이다.28 지난 6여 년에 걸친 에너지 교육, 견학과 실험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마을의 사회적 자원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
다. 사례지역이 청정에너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수도작의
부산물에서 발생하는 전기 또는 열에너지를 가정 및 농업용 전기 및 열원
으로 이용되어져야 한다. 벼 후작으로 논에 유채를 경작하여 유채에서 바
이오 디젤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며, 바이오 디젤을 농업용 농기계 등에
이용확대 되어야 한다. 양돈 농가는 가축분뇨를 에너지화할 수 있도록 수거
하고, 농가의 음식물 쓰레기와 분뇨를 수거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
도록 한다. 바이오가스는 지역의 전기, 냉난방에 이용하고, 남은 전력은 매
전할 수 있도록 한다.

4. 에너지 자립마을의 시사점

정부는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 완료를 2012년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시범사례지역별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첫 번째로 살펴
본 월암마을은 공주시청이 주도적으로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살려 도시
의 식품부산물과 농촌의 가축분뇨를 병합 처리하는 모델에 대한 계획을 행
정안전부에 녹색마을을 신청했다. 하지만 주민 반발로 이 사업은 무산되었
다. 이는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할 시간적 여
유가 부족해 마을 개발위원 등 소수의견만을 반영하여 사업을 무리하게 추
진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덕암마을은 내부의 인적 자원 기반이 취약하고,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28 등용마을 30가구 중 12가구가 참여를 결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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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확산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점이 사업실패요인으로 나타났다.
정부 주도 저탄소 녹색마을은 바이오매스 자원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
어,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바이오매스 이용 여부가 마을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므로 현재 기준대로라면 바이오매스 활용이 용이하
지 않으면 사업 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다29. 즉, 마을의
물리적 유형 구분만 있을 뿐 사업 내용이 유사하며, 특히 도시형 마을 특
성을 살리지 못할 수 있다.
바이오가스 시설 등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 주민참여 미흡 등으로 갈등 표
출 및 마을 조성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청정에너지 시설 투자 비중
이 높고 에너지 효율에 대한 고려 미흡하다.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사업은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경향이 높아 입지가 제한적이며, 이에 따라 생
산된 청정에너지 활용에 제약이 있다. 일례로 월암리의 경우, 최근 바이오매
스 에너지화 사업에 대한 주민 찬반 입장으로 갈등이 표출되었다30.
한편, 마을 유형 구분에 따라 소관 부처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
써 사업간 연계 및 효과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저탄소 녹색마을은 유형
별 부처 간 협력 및 통합적 지원 체계 부재로 공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
그램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저탄소 녹색마을 중 도시형, 도농복
합형은 그린마을과 대상 지역 및 사업 취지가 유사하나 별개로 추진되며, 기
존의 마을 만들기 사업과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의 연계성도 부족하다.
끝으로 가시적 성과 위주 접근하거나 단기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여 마
을의 실질적 운영 주체인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부문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많은 투자가 수반되는 청정에너지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선순환하는 구조로 연결되지 못하다.

29 평가 기준 총 배점 1,000점 중 대상마을 적합성 지표 230점, 자원화시스템 지
표 200점 등이 폐자원 바이오매스와 관련되어 있음. 환경부 행정안전부(2010),
“’11년도 저탄소 녹색마을(도시형 도농복합형) 시범사업 추진 계획”, p. 2.
30 YTN(2011. 1. 19) “녹색에너지 자립마을 ‘찬반’ 갈등”, 반대 측 주민들은 축산
분뇨와 음식물, 식품공장 폐수 등 하루 약 50톤의 바이오매스가 유입됨에 따
른 악취와 소음발생 등을 우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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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 설비가 아직 투자비 회수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지역주민들
의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의 관광자원과
마을의 에너지 자립을 연계하여 경제적 수익을 도출할 수 있는 계획 수립
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설비운전, 유지관리, 수익금 활용
등에서 지역주민과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 마을 네트워크 없이 일부 시
설만을 도입한 경우 유지관리가 어렵고 전기사용에 대한 의식부재로 에너
지 소비량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학계 전문가나 마을 운영체의 기술적 지원을 통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목표 설정 및 마을환경에 적합한 청정에너지 설비 도입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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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 윤데마을

독일 니더작센주의 괴팅엔 대학에서 ‘바이오매스에 의한 열과 전기의 자
급화’로부터 ‘바이오에너지 마을’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되었다. 바이오
에너지 마을의 목표는 경제적(독립적이며 농업을 통해 생산되며 중기적인
투자비용을 소요)이며, 생태학적(탄소 중립적이며 생물의 다양성과 광물비
료 사용의 감소)이고, 사회적(지역사회 중심적이며, 민주적인 결정에 의해
각자가 책임질 수 있는)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윤데마을은 독일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바이오에너지 마을로 2006년 화
석 연료사용에 대한 대체 에너지로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일
환으로 만들어졌다. 이곳은 800명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로 Lawer Saxony
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에 사용되는 전체 에너지 사용량은 열에너지로
연간 6,500MW가 필요하며, 전기는 5,000MWh가 소비된다.
바이오에너지 마을을 설립하기 위해 이 마을은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7
백5십만 달러를 투자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다.
윤데마을은 농업 및 식품정책과 생산을 하는 소비자로 독일 연방으로부
터 1백 30만 유로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는 연방정부에서 지역별로 재생에
너지 사용에 대한 실증사업을 위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지원
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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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에서는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
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최소 14% 이상의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열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2000년 대체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재생에너지 실행에 따라 2004년과 2009년에 재생 전기 에너지에 대
한 발전차액을 지원했다.
하지만 윤데마을의 주요 성공요인은 독일연방의 정책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바이오에너지 마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이 높다는 것
이다. 지역 주민의 70% 이상은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최소 1,500유로씩 투
자를 하고 이를 통해 지역난방과 각 가정과 연결하는 열공급 망에 구축하
여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다.
윤데마을의 열에너지 공급 프로젝트는 액체상태의 분뇨과 여러 작물의
사일리지를 사용한 바이오가스 시설, 지역 생산 우드칩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 145가구에 공급되는 열공급망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바이오가스 시설은 열복합발전 시설에 공급되어 700kWh의 전기와
750kW의 열을 생산한다. 우드칩 보일러는 전체 용량 550kW로 겨울기간
동안 부족한 열을 공급해 준다. 50m3짜리 두 개의 온수 저장조는 열발전
시설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 항상 각 가정에 온수를 공급한다. 또한 바
이오가스와 우드칩 시설의 고장을 대비할 목적으로 1,300kW의 기름 보일
러를 백업용으로 준비하고 혹시 발생하는 열에너지 부족을 일부 담당한다.
열공급망은 전체 5,500m에 이르며 이 열공급망을 통해 85℃의 온수가
공급되어 건물과 가정에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고 있다. 생산된 전기는 전
력망에 공급되어 각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다. 바이오에너지 발전소는 가정
과 건물에 가장 짧은 거리를 위해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3

바이오가스는 6개 농장에서 나오는 9,000m 의 소와 돼지의 액상 분뇨와
사일리지와 풀로부터 15,000톤 가량의 가스를 생산한다. 가스 생산을 위해
다양한 곡물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분뇨를 이용한 가스발생의 경우
발생하는 가스양이 매우 적다. 분뇨만을 이용하는 경우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 경작지에 옥수수 등의 작물을 심어 바이오가스를 위한 원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31. 바이오가스 생산에 소요되는 작물은 간작 및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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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다. 특히, 수확시기를 앞당김으로 살충제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생산하고 있다. 여름기간 동안 생산되는 과잉의 열은 젖
은 우드칩 건조에 사용하여 우드칩의 열량을 높이고 있다.
표 4-1. 독일 윤데마을 사업내용과 성공요인

주요 사업
내용

‣ 열에너지 공급 프로젝트
- 액체상태의 분뇨과 여러 작물의 사일리지를 사용한 바이오가스
시설
- 지역 생산 우드칩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
- 145가구에 공급되는 열공급망

성공요인

‣ 연방정부의 신재생지원사업 활용
‣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투자기반 확보(협동조합)
‣ 열공급 망에 구축을 통한 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

열 발전소는 지역 협동조합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시설망 관리와 전체
관리를 위한 시설 운영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연간 5,000MWh를 생산
하는 바이오가스 시설을 위해서는 이보다 2배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고 있
다. 바이오가스와 우드칩에 의해 생산되는 열에너지는 연간 6,500MW로
이중 3,200MW의 열이 공급되어 마을 열수요의 99%를 충당한다. 바이오
가스에 의해 운영되는 열복합발전 시설은 마을 전체 사용 열에너지의 85%
정도 공급하며 우드칩을 통해 15%의 열에너지가 공급되고 있다. 열수송에
따른 열 손실은 22%정도로 약간 큰 편이다. 바이오가스 시설은 발효과정
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는데 추가로 필요한 열은 10% 이하이다.
마을에서 필요한 열은 계절에 따라 경제성이 다른데 열복합발전 시설에
서 열 생산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낮지만 전기 생산으로부터 벌어들이
는 수입은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바이오가스로부터 열을 생산하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지게 된다. 여름기간 동안 생산된 열은 우드칩 건조에 사용
31 조사에 따르면 옥수수 알갱이를 사용하는 경우 축분 발생의 6배가 돈분 발생
의 13배의 더 많은 가스가 발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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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이 마을은 열복합발전 시설로부터 연간 3,300톤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
이고 있다. 이는 400,000 의 기름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양과
동일한 양이다. 이처럼 바이오에너지 시설은 환경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다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그 외에
바이오에너지 시설을 통해 냄새나는 분뇨의 저장과 재사용을 통한 소모,
농민과 산림인의 생산품에 대한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마을의 새로운 서
비스를 통한 새로운 수입의 발생 등의 혜택을 얻고 있다.
이와 같이 윤데 프로젝트는 마을 구성원들의 활동적인 참가와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각 가정의 삶의 질을 높여 주었다. 특히, 주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통해 프로젝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동기부
여가 사업을 지속시켜주는 원동력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1. 독일 윤데마을

자료: 전북발전연구원(2009) “농산촌분산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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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악헨탈

악헨탈 프로젝트는 독일 바이어른주의 남쪽 6개 지방자치와 오스트리아
티롤 지방의 3개 지방자치체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악헨탈 생태모델(Achental Ecomodel)로 시작하였는데 이 생태모델의 목적
은 지역경제 활성화, 자연보호, 관광사업이다32.
처음의 악헨탈33 모델은 시민운동 형태로 시작하였다. 이후 환경모델과
에너지모델이 추가되면서 유럽의 대표적인 에너지 자립모델로 발전하였
다34.
유럽의 바이오에너지 프로젝트에 선정된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재생에
너지에 대한 이해가 높고 재생에너지 실현에 유리한 지역적 특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마을 공동의 계획에 의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홍보와 재정문재 해결을 위해 공무원 및 관심있는 단체들을 방문하여
설득하였다. 선정된 이후 프로젝트를 위한 5만 유로의 연구비를 악헨탈 지
역의 지역 잠재 에너지 조사에 투자하였는데 이 연구를 통해 악헨탈 지역
의 잠재 에너지가 지역주민이 사용하고도 남은 양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32 악헨탈 지역은 독일 남부의 대표적인 농촌지역으로 평균 이하의 경제 지역이
었음. 악헨탈 지역의 주 수입원은 농업과 관광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이 전
부였으며 벌어들인 대부분의 수입을 석유와 같은 에너지 소비에 지출하였음.
이러한 이유로 지역에 부가 축적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 처음 에코
모델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관광수입을 좀 더 늘리기 위해 시작했지만 지역
기반 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소비에 지출되는 비용이 줄어들면서 지역의 부가
축적되고 있다고 함.
33 악헨탈은 2008년 독일 내 쏠라리그에서 최고 지역으로 선정됨.
34 유럽연합은 “Achental 생태모델”에 대해 경제성을 높이고 친환경적으로 이용
을 확대하기 위해 경제적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이는 환경은 농업, 에너지,
자연보호, 체험관광이 동시에 달성되어야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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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악헨탈의 열에너지 잠재량은 261Gw가 매년 이용 가능하고 전기 에너지
는 41.5Gwh가 가능하다. 열에너지 공급을 위한 자원으로는 우드칩, 톱밥,
바이오 가스, 초본계 바이오매스, 태양광과 바이오 오일이 조사되었으며
전기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수력, 태양광과 지열이 이용되고 있다.
2005년까지 악헨탈 프로젝트를 통해 공급한 지역 에너지 중에서 전기는
전체 사용대비 12%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의 대부분은 수력을 통해 공급되
는데 15Gwh로 가장 중요한 공급원이다. 다음으로 바이오 가스가 0.9GWh
를 공급하고 태양광이 0.7GWh를 차지하고 있다. 열에너지의 경우 전체 사
용에너지의 10%를 공급하고 있는데 산림에서 생산되는 연료가 열에너지의
주공급원이다. 우드칩과 목재펠릿이 14GW를 공급했으며 전통적인 장작이
27GW, 지열 5GW, 태양열이 1.8GW이다.
악헨탈은 2020년까지 마을 전체 사용에너지의 100%를 지역에서 생산하
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모든 전기와 온수를 공급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수익성 문제로 가동을 중단했던 수력발전소를 다시 가동하고 태양열
사용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표 4-2. 독일 악헨탈 주요 산업 현황
사업목표

‣ 2020년까지 마을 전체 사용에너지의 100% 자급자족
‣ 수력발전소 및 태양열 확대 이용 계획

지역
특성

‣ 풍부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가능
‣ 수력, 태양광과 지열이 이용 가능

사업
내용

‣ 열공급망 구축을 통한 지역 내 에너지 공급사업
‣ 바이오매스 센터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공급 확대
‣ 현장교육, 견학을 통한 관광 수입확보

악헨탈은 프로젝트 초기에 지역 에너지 공급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사업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가장 큰 불만은 어떻게 안정적
으로 연료를 공급해 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 우드칩 보일러로
시설을 변경한 경우 우드칩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보장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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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악헨탈 바이오매스 센
터가 수립되었다.
바이오매스 센터는 3가지 사업을 주요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먼저 재생
에너지에 대한 홍보이고 다음으로 주민들에게 재생에너지의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악헨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발생하는 자
금에 대한 운영이다. 악헨탈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은 지역은행과 사업체들
로 구성된 20인의 투자자금을 기반으로 시작되었다. 이 바이오매스 센터는
2006년 1월에 설립되었는데 설립 다음 해부터 바이오매스 연료의 공급을
시작하였다. 바이오매스 연료 공급을 위해 7.5톤 목재펠릿 운송 장비를 구
매하여 목재펠릿을 공급하고 바이어른주 산주와 목재소로부터 바이오매스
공급에 대한 계약도 체결했다. 또한 2007년에 바이오매스 공급 센터를 착
공하여 이듬해부터 안정적인 연료 공급을 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센터는
현재 지역은행과 보일러 생산업자 그리고 사용자 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표 4-3. 악헨탈 바이오매스 센터 운영 목표
‣신생에너지에 대한 홍보
‣악헨탈 프로젝트 자금 운영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청정에너지 생산자, 소비자 사이의 허브역할)

그림 4-2. 악헨탈 바이오매스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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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헨탈 프로젝트에 조성된 자금은 기존 시설에서 재생에너지 시설 교체
에 투자되고 있다. 사용자의 경우 장기간의 계약에 의해 에너지원을 변경
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게 된다. 악헨탈에 위치한 치밍지역의 호
텔의 경우 10년 계약으로 기존 기름보일러 시설에서 우드칩 보일러로 교
체하였다. 호텔은 교체된 우드칩 보일러에서 공급되는 에너지를 공급받고
이에 대한 기본 임대료와 사용 연료비를 지불하고 있다. 사용 연료비의 경
우 바이오매스 가격 변동분 60%와 유가 변동분 40%를 반영하여 공급가격
이 결정되는데 kW당 약 8~9센트 수준이다. 2008년 겨울 시즌 동안 호텔이
지불한 에너지 사용료는 월 평균 €3,000.00이었다. 또한 2008년 한 해 지
불한 총 에너지 사용료는 €20,000.00이었다. 이 비용은 기존 기름보일러
를 가동할 때 발생한 €60,000.00의 1/3 정도 되는 비용으로 에너지 전환
에 따라 호텔은 추가 이익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열 판매 사업을 통해 모아진 수익은 새로운 시설 변경을 위해 재
투자되고 있다. 가구가 분산된 지역의 경우 몇몇 가구를 묶는 소규모의 열
공급망을 형성하고 가구가 밀집된 곳의 경우 열공급망을 통한 에너지 공급
을 하고 있다.
그림 4-3. 치밍지역 열공급시설(실선표시)과 열 이용시설(점선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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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치밍호텔 에너지 공급사례
에너지공급
사업 내용
사업효과

‣ 10년 계약: 기존 보일러 시설에서 우드칩 보일러 교체
‣ 공급가격: kW당 8～9센트 선
‣ 기존 에너지 사용료 €60,000.00 → 교체 후 €20,000.00/연간
(에너지 전환에 따른 효과: 1/3 비용절감 효과)

최근 150가구의 온수 공급을 위해 600만 €를 투입하여 7.5km의 열공급
파이프 공사를 추진 중이다. 열공급 파이프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2차 예산
으로 2MW 열생산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 다른 대표 성공사례로 Grassau지역의 지역난방 공급사례가 있다.
바이오매스 센터에서는 Grassau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지역난방의 수로는
총 9㎞를 통해 Grassau의 500여 가구 이외 20여개의 업체에 난방을 공급
하고 있다35. 경제성 분석을 해본 결과, 이 프로젝트의 건물 및 수로 비용
은 100억 원으로 정부자금 20%가 보조되고 나머지 비용은 ‘Biomassehof
Achental’에서 자체 조달하여 시작되었다. 지역 소비자의 지불 비용은 7센
트/1kw로 다른 일반 지역의 지불비용과 비교할 때 20~30% 수준으로 매
우 저렴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설 투자 회수기간은 대략 15년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계의 시
설수명은 20~25년, 수로의 수명은 40~50년으로 예상된다.
표 4-5. Grassau지역 사례
․지역난방 총수로: 9㎞
․수로 평균 수명: 40～50년
․난방 공급처: 500여 가구, 20여개 업체
․건설 및 수로 비용: 100억 원
․정부 20% 보조, Biomassehof Achental 80% 조달
․기계시설 수명: 20～25년
․소비자 지불비용: 7센트/kw
․투자 회수기간: 15년
․경제성: 다른 지역에 비해 20～30% 저렴

35 지역 범위를 확장하여 공급할 수 있지만 수로 확장 설치 등 총비용을 고려할
때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Grassau지역에 한정하여 생산․이용하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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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악헨탈은 새로운 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립모델의 표본으로 타 지역 혹은 타국가로
부터 참관 및 견학관련 관광수입도 증가하고 있다.
악헨탈 생태모델 사례는 지역 내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체 공급한다
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즉, 지역에서 생산하는 연료로 난방 등 필요한
에너지를 자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정에너지 보급
사업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3. 덴마크 삼쇠섬

덴마크 삼쇠섬은 주민수 4400명, 1200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1MW
풍력발전기 11기(주민450명 공동출자한 풍력터빈회사 2기 소유나머지 9기
개인농장주 소유), 2.3MW 풍력발전기 10기(지자체 5기 개인투자자 4기 풍
력터빈회사 1기 소유)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풍력발전 2기로 전체 에너지
자립 잉여전력 전력망 판매하고 있으며 지역난방용 밀짚 발전소 3개와 태
양열 발전소, 목재 칩 발전소 1개를 보유하고 있다.
삼쇠섬은 청정에너지관련 연구수행을 위해 2006년 삼쇠에너지 아카데미
설립하고 전력통제 박스개발36 하는 등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
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과감한 투자(금액800억 원)가 뒷받침되어 있다.

36 풍력발전기 생산전력을 공공전력망으로 보내지 않고 필요전력을 바로 쓰는 장
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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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덴마크 삼쇠섬 사업 내용
총사업비

‣ 800억원(정부보조금 7.5%)

사업 내용

‣풍력발전기 설비 보유
‣지역난방용 밀짚 발전소
‣태양열 발전소
‣목재 칩 발전소
‣삼쇠에너지 아카데미설립, 전력통제 박스개발

성공 요인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
‣정부 및 지역주민의 투자확대

그림 4-4. 덴마크 삼쇠섬

자료: 전북발전연구원(2009) “농산촌분산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방안연구”

4. 일본 구즈마키마을

일본 이와테현 구즈마키마을은 86%가 산림인 지역으로 주산업은 낙농
업이다. 이 마을은 바람이 좋고 낙농마을이라 산악도로가 있으며, 풍력 발
전소를 건설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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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가구가 사는 이곳에서는 1만 7,2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구즈마키 에너지 생산 능력은 2만 2,489킬로와트로 이 가
운데 대부분인 2만 2,200킬로와트는 15기의 풍력 발전기로 생산하고 있다.
구즈마키의 공공 목장에서는 축분을 이용해 37킬로와트의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운영하고 있다. 800두 정도가 있는 이 목장에서 나오는 분뇨양은
13톤/1일으로 2톤 정도의 고형분은 퇴비화 시설로 볏짚과 섞어 판매하고
액체(오줌)인 11톤과 음식물 쓰레기 1톤을 섞어 메탄으로 발효한 뒤 열병
합 발전으로 플랜트 자체의 열과 전기로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인 액비는
목초지에 비료로 살포한다.
표 4-7. 구즈마키마을 사업 내용
사업 내용

‣축분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 이용
‣펠릿 공장, 펠릿보일러 설치, 운영
‣풍력발전기 이용

성공 요인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신뢰도 구축
‣재생가능에너지 교육 활성화 (바람과 숲의 학교 운영)

그림 4-5. 구즈마키 바이오가스 플랜트

자료: 전북발전연구원(2009) “농산촌분산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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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은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목질계 바이오가스 발전 시
설을 갖추고 펠릿 공장, 펠릿 보일러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성공요인은 먼저 지역 주민가 지방자치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
자치단체가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을 활성화 시
킬 수 있었다는 것이고 둘째 재생가능에너지 교육(바람과 숲의 학교 운영)
을 통해 사업 투자의 필요성과 효과를 알리고, 지역주민 및 자치단체가 적
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급자족이 가능한 마을을 실현할 수 있다.

5. 외국의 에너지 자립마을의 시사점37

선진국 에너지 자립마을 사례처럼38 우리나라도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청정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지역 발전 전략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시켜야 한다.
우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청정에너지원을 활용하되 청정에너지 생산을
통해 고용 창출, 그린에너지 관광, 에너지 비용 절감 등 파급효과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주민, 공무원, 대학, 전문가, 기업, 시민단체 등 지역의 인적, 물적, 사회
적 자원의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를 통해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지원 등을 통해 지역에 맞는 청정에너지 시설 설치가 요구된다.
에너지 자립을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하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야 한다. 마을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미
활용 에너지 자원 활용, 에너지 자립 마스터플랜 등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모든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37 경기도개발연구원, “경기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추진방향(2011.3)”
38 윤데마을은 농촌의 에너지 자립, 모바흐시는 미군 반환기지 활용, 귀씽시는 화
석에너지 비용 및 실업률 문제 해결책으로 청정에너지에 집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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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모델을 만들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결합하는 단계적 접근
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선진국의 성공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주민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
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청정에너지 생산 및 공급 시설에 주민 혹은 개
인이 투자하는 협동조합 방식 채택, 교육을 통해 주민참여 동기 부여 및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마을 조성 초기 단계부터 주민교
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여타 프로그램과 연계한 교육, 홍보를 활
성화하여 마을 조성 주체인 주민의 인식을 높이고 참여 역량을 높여야 한다.
끝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청정에너지 시설 설치 보조, 청정에너지 고
정가격 매입 제도 등 정부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
다. 200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발전차액제도39(FIT: Feed-In Tariff)와
청정에너지 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40 도입을 통
해 청정에너지의 보급을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2년부터 발전차액제도(FIT)를 통해 태양광 등 청정에너
지 보급과 초기 시장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2009년부터 급격
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 붐이 나타나면서 예산상 제약, 기술개발 촉진 기능
미흡 등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2012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청
정에너지의무할당제(RPS)로 제도를 전환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 사례를 볼 때 두 제도를 병행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RPS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의 많
은 주(州)가 FIT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고 태양광정책의 실패로 선두권에서
멀어진 일본이 최근 FIT제도를 부활하여 선두국가로의 재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FIT 도입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FIT제도를 보완하고 있는 독
일의 사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39 청정에너지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청정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
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임.
40 청정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청정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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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주요 선진국의 청정에너지 관련 정책 비교
정책
청정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

국가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스웨덴 등

발전차액지원제도(FIT)

한국, 독일, 덴마크, 스페인

RPS와 FIT 병행

이탈리아

비고
미국과 일본
RPS→FIT
한국
FIT→RPS

표 4-9. FIT와 RPS의 장단점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시장 확대에 효과적
․중소기업 발전 촉진
장
․청정에너지 분산배치 효과
점
․FIT의 경우 사업리스크가 낮아
RPS보다 PF 융자 용이
․보급규모예측이 어려워
정책효과나 소요예산 규모판단
곤란
․적정가격수준 책정 곤란
․재정 부담이 큼
단
․안정적 사업영위로 기술개발
점
유인이 적어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저해
․에너지원별 불균형 발생
․중소기업 중심의 산발적 발전소
난립으로 환경 훼손 가능성

청정에너지의무할당제(RPS)
․공급규모 예측이 용이
․시장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
․재정 부담이 없음
․기술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경쟁체제 도입 시 외국기술 시장
선점 우려
․공급비용이 낮은 에너지 선호로
일부 청정에너지에 편중 우려
․투자자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중소기업 참여율
저조
․제도서례․정책준수감사․확인에
시간․비용 많이 소요
․FIT에 비해 상대적 리스크가 커
사실상 PF 방식 융자 곤란

따라서 우리나라도 청정에너지 보급초창기에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FIT
가 유지되어야 하며 향후,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및 시장 안정화가 이루어
진 후 RPS 제도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두 정책을 일정기간 병행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41.
41 재정 부담이 큰 FIT 제도의 경우 소비자가 발전차액을 일부 분담하여 재정 부
담을 다소 완화하는 독일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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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청정에너지 이용시스템 구축 방안 제 장

1. 농촌지역의 부존자원량에 의한 유형구분

앞에서 국내외 청정에너지 이용실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역의 청정에너지 이용확대를 위해 에너지 자립마을 또는 녹색마을 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정부주도의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월암마을,
승촌마을, 덕암마을, 솔빛마을 등이 있으나 시범마을이 처음 계획한 데로
설치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계획단계
에서 지역의 청정에너지에 대한 자원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데 있다. 물
론 청정에너지 자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상당한 조사와 연구가 요구
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의한 에너지 절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신재생
에너지원별 부존 잠재량, 가용 잠재량, 기술 잠재량, 공급 잠재량 등이 포
함되어 있다42. 따라서 농촌지역의 에너지 자립마을 또는 녹색마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역의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잠재량 등이 파악되어야

42 부존잠재량은 지역 전체에 부존하는 에너지 총량을 나타내고, 가용잠재량은
에너지 활용을 위한 설비가 입지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한 값으로
활용 가능한 에너지의 양이다. 기술 잠재량은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산출될
수 있는 최종 에너지의 양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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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되어야 한다.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자원량을 제공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원은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이 있고, 바이오매스에너
지는 임산바이오에너지, 농산부산물에너지, 축산폐기물에너지, 도시폐기물
에너지 등으로 나눠 발표하고 있다.
발표되는 신재생에너지 가용잠재량은 기본적으로 시군까지로 풍력은 전
국으로만, 지열은 광역시도까지만 발표되고 있어 향후 읍면까지 세분해서
정보가 제공된다면 지역 에너지 자립마을 계획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
로 보인다.
표 5-1. 신재생에너지원별 잠재량 자료 발표수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임산부산물
농산부산물
바이오매스
축산폐기물
도시폐기물
지열

광역시도
○
○
○
○
○
○
○
○

시
○
○
○
○
○
○
○
-

군
○
○
○
○
○
○
○
-

읍면
-

1.1. 지역의 청정에너지 잠재량

신재생에너지원별 시군별 가용 잠재량을 이용하여 지역별 순위를 살펴보
았다. 발표하고 있는 자료의 한계는 시군 면적이 넓은 지역이 신재생에너지
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단위 면적당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태양열과 태양광 에너지가 많은 지역은 제주도 및 남부지역이
며, 동서로 보았을 때는 일조시간이 긴 서쪽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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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개 시군은 북제주군, 제주시, 이천시, 남제주군, 서귀포시, 여주군,
해남군, 안성시, 화성시이다.
수력은 주로 동부산악지역이 많았으며, 댐이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시군을 보면 영암군이 가장 많고, 홍천군, 인제군, 안동시, 평창
군, 경주시, 상주시, 봉화군, 정선군, 의성군이다.
지열은 표고가 높은 지역으로 상위 10개 시군을 보면 홍천군, 안동시, 인
제군, 경주시, 평창군, 상주시, 봉화군, 의성군, 포항시, 정성군이다.
임산부산물은 주로 산림이 풍부한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상위 10개 시군
은 인제군,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삼척시, 강릉시, 울진군, 봉화군, 영월
군, 화천군이다.
농산부산물은 주로 평야지역이 많았다. 상위 10개 시군으로는 김제시,
의성군, 상주시, 당진군, 익산시, 해남군, 안동시, 인제군, 영주시, 정읍시이
다.
축산부산물은 축산을 대단위로 사육하고 있는 지역으로 홍성군, 정읍시,
이천시, 안성시, 사천시, 당진군, 나주시, 포천시, 익산시, 김해시이다.
표 5-2. 신재생에너지원별 시군 공급 잠재량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북제주군

제주시

이천시

남제주군

서귀포시

농산부산물

김제

익산

김해

군산

부안

바이오 임산부산물
에너지 축산폐기물

울릉

인제

양양

정선

울진

홍성

사천

이천

안성

양주

서울중구

부산중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지 열

홍천

안동

인제

경주

평창

수 력

홍천

인제

안동

평창

경주

태양열․광

도시폐기물

자료: 신재생에너지자원 데이터센터 자료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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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전국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 잠재량

1.2. 청정에너지 잠재량을 이용한 유형구분
농촌지역의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해
야 한다. 지역의 청정에너지원을 파악하고, 농가수, 인구수, 주택 형태, 경
지면적, 작물별 재배면적 등 생산요소에 대한 것을 조사 분석되어야 한다.
지역여건에 맞는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축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목표를
뒷받침할 추진전략과 그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주체별 역할이 확실해야 한
다. 특히,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지가 필
요하고, 주민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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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부존자원을 기초로 농촌지역의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국의 시도읍면별로 태양광, 태양
열, 수력, 풍력, 지열, 바이오에너지의 공급 가능량을 추정하여 지역을 유
형 구분하였다.
제1유형은 농산부산물이 많은 지역으로 정하고, 대표적인 지역이 김제시
이다. 제2유형은 임산부산물이 많은 지역으로 인제군이다. 제3유형은 축산
폐기물이 많은 홍성군이다.
표 5-3. 청정에너지원 기준 유형구분
청정에너지원

시군

제1유형

농산부산물

김제시, 의성군, 상주시

제2유형

임산부산물

인제군, 홍천군, 평창군

제3유형

축산폐기물

홍성군, 정읍시, 이천시

2. 유형별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축 기본 방향

청정에너지 시스템의 특징은 지역자원순환농업과는 차이가 있다. 자원
순환농업은 지역에서 발생한 축산분뇨, 농산부산물, 임산부산물 등 다시
농업에 환원하는 시스템이다. 자원순환농업에서 축산분뇨는 퇴액비를 생산
하여 경종농가에게 순환시키고 임산부산물인 폐잔재 등을 이용하여 톱밥
을 생산해 펠릿을 만들어 열원으로 쓰는 것이다. 또한, 농산부산물은 볏짚,
왕겨 등을 이용하여 볏짚은 버섯 배지나 가축 사료로 이용하고, 왕겨 등도
축산 사료로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청정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에너지를 이용
하여 전기 또는 열원을 생산하는 것이다. 생산된 전기와 열원은 농가용 전
기, 취사, 난방용으로 사용하거나, 농산물을 건조, 가공하는데 열원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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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 유채 등 농산물에서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여 농기계, 수송용의 연
료로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이 장에서는 앞에서 분류한 3개의 유형에 대해 지역의 농업여건과 청정
에너지 공급 잠재량을 이용하여 청정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2.1. 김제시 청정에너지 시스템

2.1.1. 일반사항
김제시 총면적은 5억 4,490만m2이며, 이 중 논이 차지하는 비중이
41.2%, 임야 22.1%, 밭이 10.3%, 목장용지 0.5%, 과수원 0.1%로 수도작
위주의 영농활동을 하는 지역이다.
표 5-4. 김제시 용도별 면적(2009년)
단위: 천㎡, (%)

계
544,904
(100.0)

전
56,587
(10.3)

답
224,821
(41.2)

과수원
1,050
(0.1)

목장용지
3,108
(0.5)

임야
120,736
(22.1)

자료: 전북통계연보. 2010

김제시의 작물 재배 면적은 3만 45ha으로 이 중 쌀 재배 면적이 2만 1,852ha
로 재배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보리와 봄감자는 벼 후작으로 논에 재배
하고 있으며, 고구마는 하계작물로 밭에 재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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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김제시 작물 재배 면적(2009년)
단위: ha, (%)

계
30,045
(100.0)

논벼
21,852
(72.7)

쌀보리
2,305
(7.7)

고구마
992
(3.3)

감자
1,024.9
(3.4)

겉보리
621
(2.1)

자료: 전북통계연보. 2010

김제시 축산은 육계가 500만수 이상이며, 농가는 189농가로 호당 사육
규모는 2만 7천수인데 이는 전국 평균 4만 1천수에 비해 적은 규모이다.
양돈은 25만 5천두이며, 사육농가수가 175호, 호당 사육1,459두로 전국 호
당 평균 사육두수 1,412두와 비슷한 수준이다. 젖소는 1,946두이며 농가수
는 27농가로 호당 72두로 조사되었으며 전국 대비 호당 평균 사육두수(72
두)와 같은 수준이다. 한육우는 호당 평균 26두이고, 전국 평균 사육두수
17두에 비해 많다.
표 5-6. 김제시 가축 사육 두수 및 농가호수(2009년)
육계

양돈

젖소

한육우

수

농가수

두수

농가수

두수

농가수

두수

농가수

5,148,307

189

255,308

175

1,946

27

37,590

1,469

자료: 전북통계연보. 2010

2.1.2. 김제시의 에너지소비량 및 청정에너지 공급 잠재량
김제시 에너지 총소비량43은 2010년에 32만 6,426TOE이다. 산업용이 13
43 지역별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내기 위해 각 지역별 산업의 사업체의 수를 도
단위의 총합으로 나누어 산업 내의 비율을 정한 뒤, 도 단위의 지역 내 총생산
(경상가격)을 통해 각 산업 내의 차지하는 총부가가치의 비율로 나누어 각각의
산업의 비중을 만들었다. 산업의 비중을 만들고 난 후 도 단위의 에너지소비량
과 비율을 나누어 각각 산업별 에너지소비량을 구하고, 구해진 에너지소비량
을 가지고 처음에 구해놓은 사업체수의 산업 내 비율과 곱하여 에너지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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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천TOE로 41.7%로 가장 많다. 다음은 수송용과 가정용이다.
김제시의 청정에너지로 공급 잠재량은 536만 1,585TOE이다. 지열이
52.9%로 가장 많고, 축산폐기물을 이용하여 생산 가능한 에너지는 21.7%
이며, 농산부산물에 의한 에너지는 9.4%로 50만TOE다. 김제시가 농산부
산물에 의한 에너지 공급 잠재량이 축산부산물보다 적었지만, 다른 시군과
농산부산물을 비교할 때 가장 많은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김제시는 청정에너지의 공급 가능량 중 6.0%만 이용해도 청정에너지로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지역이다. 지역의 청정에너지 공급 잠재량의 합계
는 이 중으로 계산되어 많게 추정된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같은 지역에
서 태양열의 공급 잠재량과 태양광의 공급 잠재량은 중복되어 계산된 것이
다44.
표 5-7. 김제시 에너지소비량 및 청정에너지 공급 잠재량
단위: TOE, %

분류
산업
수송
가정
공공
기타

소비량
소비량
136,396
89,063
88,713
12,183
70

공급 잠재량
에너지원
태양열
태양광
수력
풍력
지열
바이오
에너지

계

326,426

계

임산부산물
농산부산물
축산폐기물
도시폐기물

잠재량
265,053( 4.9)
118,868( 2.2)
37,848( 0.7)
0
2,833,812(52.9)
436,584( 8.1)
504,656( 9.4)
1,163,975( 21.7)
788( 0.0)
5,361,585(100.0)

주: 에너지소비량은 각 지역별 사업체의 수를 도 단위의 총합으로 나누어 산업 내의 비율을
정한 뒤, 도 단위의 지역 내 총생산(경산가격)을 통해 각 산업 내의 차지하는 총부가가
치의 비율로 나누어 각각의 산업 비중을 추정했음. 산업의 비중을 추정하고, 도 단위의
에너지소비량과 비율을 나누어 각각 산업별 에너지 소비량을 구했음. 구해진 에너지소
비량을 가지고 처음에 구해놓은 사업체수의 비율과 곱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함.

을 추정했다.
44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할 때 그 면적에서는 태양광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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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김제시의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축 방향
김제시는 경종농업 중심으로 경종부분에서 농산바이오매스를 수거하여
바이오 가스시설에서 전기와 열을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와 열은 가정의 취
사, 전등, 난방에 이용하거나 농산물의 건조 가공에 이용하고 시설농가의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축산농가로부터 수거된 축분을 바이오가스 시설을 통해 열과 전기를 생
산하여 한전에 매전하거나 가정용 난방으로 이용된다. 축분을 바이오가스
시설에서 전기와 열을 생산할 때 축분에서 발생하는 소화액은 경종농가의
비료로 이용한다.
김제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석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많은 부문 대체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농산바이오매스, 축산바이오매스, 태양열, 태양
광, 지열 등이 함께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림 5-2. 농산부산물 중심 지역의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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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홍성군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축

2.2.1. 일반사항
홍성군의 총면적은 4억 4,396만m2이다. 이 중 논이 차지하는 비중이
22.9%, 임야 45.8%, 밭이 13.5%, 목장용지 0.9%, 과수원 0.8%이다. 이 지
역은 논 중심의 경영을 하고 있으나, 축산부산물과 산림부산물도 풍부한
지역이다.
표 5-8. 홍성군 용도별 면적(2009년)
단위 : 천㎡, (%)

면적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443,960
(100.0)

59,751
(13.5)

101,873
(22.9)

3,144
(0.8)

4,169
(0.9)

203,424
(45.8)

자료 : 충남통계연보. 2010

홍성군의 작물 재배 면적은 1만 1,469ha이다. 이 중 쌀 재배 면적이 차지하
는 비중이 82.7%인 9천 996ha로 가장 많고, 다음은 밭에 콩 2.9%, 들깨 2.0%,
인삼 1.8%, 참깨 1.5% 순으로 나타났다.
표 5-9. 홍성군 작물 재배 면적(2009년)
단위: ha, (%)

계
11,469
(100.0)

논벼
9,996
(82.7)

콩
329
(2.9)

들깨
230
(2.0)

인삼
205
(1.8)

참깨
170
(1.5)

자료: 충남통계연보. 2010

홍성군의 닭 사육규모는 230만수 이상이고, 농가는 447농가로 호당 사
육규모는 5,150두로 이는 전국평균 4만 1천수에 비해 매우 적은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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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은 40만 4천두이며 사육농가수가 306호로 호당 사육1,320두이며 전국
호당 평균 사육두수 1,412두와 비슷한 수준이다. 젖소는 4,783두이며 농가
수는 73농가로 호당 65두이고 전국 호당 평균 사육두수 72두와 비슷한 수
준이다. 한육우는 호당 평균 17두로 전국 평균 사육두수와 같다.
표 5-10. 홍성군 가축 사육 두수 및 농가호수
닭

양돈

젖소

한육우

수

농가수

두수

농가수

두수

농가수

두수

농가수

2,301,941

447

404,048

306

4,783

73

58,551

3,371

자료: 충남통계연보. 2010

2.2.2. 홍성군의 에너지소비량 및 청정에너지 공급 잠재량
홍성군의 에너지 총 소비량은 2010년에 99만 4,897TOE이다. 산업용이
81만 6천TOE로 82.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수송용과 가정용이다.
홍성군의 청정에너지로 공급 잠재량은 1,472만 2,144TOE이다. 지열이
72.3%로 가장 많고, 축산폐기물을 이용하여 생산 가능한 에너지는 20.8%
이며, 임산부산물에 의한 공급 가능한 에너지는 4.9%로 72만TOE다. 홍성
군 축산부산물에 바이오 에너지 중에서 가장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홍성군은 청정에너지의 공급 가능량 중 6.7%만 이용해도 청정에너지로 에
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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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홍성군 에너지소비량 및 청정에너지 공급 잠재량
단위: TOE, (%)

분류
산업
수송
가정
공공
기타

계

소비량
소비량
815,613
90,918
74,738
9,949
48

994,897

공급 잠재량
에너지원
태양열
태양광
수력
풍력
지열
임산부산물
바이오
농산부산물
축산폐기물
에너지
도시폐기물
계

잠재량
174,075 ( 1.2)
78,011 ( 0.5)
32,713 ( 0.2)
10,637,639 (72.3)
717,296 ( 4.9)
20,469 ( 0.1)
3,061,602 ( 20.8)
340 (0.0)
14,722,144 (100.0)

2.2.3. 홍성군의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축 방향
홍성군은 축산부산물, 임산부산물 등을 이용한 청정에너지를 공급 이 가
능한 지역이다. 축산농가로부터 수거된 축분을 바이오가스 시설을 통해 열
과 전기를 생산하여 한전에 매전하거나 가정용 난방, 마을회관 등 공공시
설에 이용하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남은 소화액 및 슬러지는 경종농가
의 액비로 사용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홍성군은 산림바이오매스가 많은 지역으로 산림폐목재를 화목보일러에
이용하여 열을 생산하고, 이 열을 마을회관, 가정용 난방으로 이용하고 농
산물 건조, 가공에 이용할 수 있다.
홍성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열이 품부한 지역으로 지열을 이용하여 지
역난방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홍성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석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많은 부문 대체하기 위해서는 축산바이오매스,
산림바이오매스, 지열 등이 함께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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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축산부산물 중심 지역의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축 방향

2.3. 인제군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축

2.3.1. 일반사항

2

인제군의 면적은 16억 4,600만m 로 김제와 홍성에 비해 넓은 지역이다.
이 중 밭이 차지하는 비중이 3.7%, 논이 1.1%, 임야가 88.2%로 넓어 산림
부산물이 풍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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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인제군 용도별 면적(2009년)
단 위 : 천㎡, (%)

면적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 야

1,646,237
(100.0)

60,859
(3.7)

17,748
(1.1)

186
(0.01)

2,406
(0.1)

1,453,079
(88.2)

자료 : 강원통계연보. 2010

인제군의 작물재배 면적은 7,086ha로 홍성군과 김제시에 비해 적은 규모
이다. 이 중 논벼가 가장 많으나, 김제와 홍성에는 미치지 못한다. 밭에 콩,
옥수수 등을 경작하고, 고랭지 지역에 고랭지감자와 고랭지배추를 경작하
는 지역이다.
표 5-13. 인제군 작물 재배 면적(2009년)
단위: ha, (%)

계
7,086
(100.0)

논벼
4,655
(65.7)

콩
650
(9.2)

옥수수
434
(6.1)

감자
347
(4.9)

배추
263
(3.7)

자료: 강원통계연보. 2010

2.3.2. 인제군의 에너지소비량 및 청정에너지 공급 잠재량
인제군의 에너지 총 소비량은 2010년에 15만 9,882TOE이다. 산업용이
10만 727TOE로 63.0%로 가장 많다. 다음은 수송용과 가정용이다.
인제군의 청정에너지로 공급 잠재량은 1,364만 5,850TOE으로 나타나
청정에너지의 공급 가능양 중 1.1%만 이용해도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다.
인제군은 김제시나 홍성군에 비해 에너지소비량이 적었고, 임산바이오
에너지와 지열이 풍부한데, 임산바이오에너지가 79.5%로 가장 많고, 지열
은 15.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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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인제군 에너지소비량 및 청정에너지 공급 잠재량
단위: TOE, (%)

분류
산업
수송
가정
공공
기타

계

소비량
소비량
100,802
26,618
27,809
4,631
22

159,882

공급 잠재량
에너지원
잠재량
태양열
8,298 ( 0.1)
태양광
37,196 ( 0.3)
수력
118,787 ( 0.9)
풍력
지열
2,135,189 (15.6)
임산부산물
10,848,034 (79.5)
바이오
농산부산물
402,756 (3.0)
축산폐기물
95,411 ( 0.7)
에너지
도시폐기물
179 (0.1)
계
13,645,850(100.0)

2.3.3. 인제군의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축 방향
인제군은 임산부산물을 이용한 청정에너지를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다.
임야농가로부터 목재 및 폐목재를 수거하여 화목보일러로 열을 생산하고,
이 열을 마을회관, 가정용 난방으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열을 이용하여
농산물 건조, 가공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인제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열이 품부한 지역으로 지열을 이용하여 지
역난방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인제군은 사용하고 있는 화
석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많은 부문 대체하기 위해서는 산림바이오매스,
지열 등이 함께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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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임산부산물 중심 지역의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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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지역의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축의 추진과제 및 전략

3.1 청정에너지 이용 시스템 추진과제

3.1.1. 농촌실태 파악
농촌지역의 농가구수, 인구수, 주택형태, 경지면적, 산림면적, 작물별 재
배면적, 축종별 사육두수, 임산물 생산면적, 산림 수종별 식재면적 등의 지
역별 실태에 관한 전반적인 기본 자료를 정확하게 구축해야 한다.

3.1.2. 에너지 수급실태
농촌지역의 에너지원별 소비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에너지 소비
는 에너지원별로 주택용, 농업용으로 구분하여 파악되어야 한다. 지역에서
공급 가능한 청정에너지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D/B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태양열, 태양광, 수력, 풍력, 바이오에너지(농산바이오, 축산바이
오, 산림바이오, 폐기물바이오), 지열 등을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다.

3.1.3. 농촌지역의 주민합의 및 주민의지
지역 주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 이용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토론하여 주민의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토론과정
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지역의 리더를 육성하여야 한다. 청정에너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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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을 위해 설립된 시설로 인해 주민의 투자와 수익 등에 대한 토론과 교육
활동을 통해 자세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

3.1.4. 지역여건에 맞는 청정에너지 시스템 목표 설정
지역의 시스템 단위는 행정리 단위로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정에
너지원 생산․이용이 최적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마을 단위, 리, 읍면, 시군
등으로 되어있는데 이를 부존자원의 최적이용을 위한 규모는 행정리로 설
정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의 부존자원을 조사한 후 태양열, 태양광, 지열, 수력(소수력),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의 공급 가능양을 기초로 하여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청정에너지원으로 그 지역에서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를 어느 정도 대체
할 수 있을 것인지 목표설정이 필요하고,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를 어떤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인지의 목표 설정이 필
요하다.
목표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조명, 취사, 냉난방, 온수, 가전제품에 의한
에너지 소비와 지역에서 수도작, 과수, 시설원예, 축산업을 위해 에너지 소
비 총량 자료가 기초로 하여 청정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에
너지 등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공급할 것인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3.2. 청정에너지 이용 시스템 추진전략
지역의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1단계는 계획단계로 실태파악과 주민의 합의, 주민의 의지 고취가 필요
하고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지, 에너지원은 무
엇을 쓸 것인지,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몇 %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수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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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기초로 전문가의 의견, 주민과의 합의 등을 통해 시스템 구축 목
표와 실천 가능성이 맞는지 검토 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만약 서로
의견이 상충될 경우 다시 주민과의 합의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
그림 5-5. 농촌지역의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 시스템 구축 흐름도

2단계는 실행단계로 계획에 의해 시스템 구축을 완성하게 된다. 시스템
이 구축되었으면 시스템이 잘 운영되도록 관련 주체들의 역할이 주어지고,
이를 수행해야 한다. 실행 주체는 지역주민, 농협, 지자체, 중앙정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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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3단계는 평가단계로 청정에너지 시스템이 구동되어 초기 목적에 부합되
는지 아니면 잘못되어 가는지를 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통해 잘되었다면
지속적으로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잘못되었다면 무엇이 잘못인지 목표부터
다시 피드백하여 설계해야 한다.

4. 청정에너지 이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체별 역할

4.1. 지역주민
지역 주민은 생활 내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청정에너
지 활용에 대한 시범사업들에 적극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 내에 에너지화될 수 있는 자원의 회수 및 운반에 적극 참여해야 한
다.

4.2. 연구․지도기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설계하는 데 역할을 다해야 하
고, 농가가 에너지를 생산․이용할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교육 및 지도해야 하며, 초기 설치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한 R&D가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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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방정부
지역에 지원한 시스템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하며, 시행 후 1～2년 지난 후 경영․운영에 대한 정책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문을 찾아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로부
터 사업계획을 받아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해
야 한다.

4.4. 중앙정부
중앙정부는 에너지에 대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중에 정책이 전환됨에 따라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다. 예를 들어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없어지면서 의무할당제도의 도입은 많
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정부 정책 중 청정에너지원별로 지원해 주는 제도와 마을 단위로 지원하
는 제도가 결합되어 마을 단위의 사업에서 이용하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지원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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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결과 요약

1.1. 연구개요
최근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
이다. 신재생에너지를 2020년까지 국가 총에너지 사용량의 6.1%, 2030년
에는 11%로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촌지역도 농업용과 가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기와 석유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농촌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려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에너지 소비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가 시범사
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과 민간주도의 에너지 자립마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와 함께, 주요국의 에너지 자립마을 실태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방향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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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촌지역의 에너지 이용실태와 정책
농촌지역의 에너지 소비량은 430만 TOE이다.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을
보면 석유류가 79.4%로 가장 많고, 전력이 15.4%, 석탄이 5.2%, 기타
0.1%, 신재생에너지 순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은 아직은 매우 미미한 수
준이다.
정부는 농촌지역의 청정에너지인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
력, 폐기물, 지열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 자립을 유도하고 있다. 국내 청정에
너지 공급 잠재량은 9천600만TOE이며, 국내 에너지 총사용량 2억 4천만
TOE의 40%에 달한다. 농업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은 430만TOE로 신재생에
너지 공급 가능량의 5%를 이용하면 농업부문의 에너지는 자립 가능하다.
정부는 농촌지역에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2년에 2020년까지의 600개 마을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현재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으로 총 7개 지역(1차, 2차 사업)
이 선정되었다. 1차는 월암마을, 승촌마을, 덕암마을, 서벽리이며. 2차는 선
정 지역은 양기․음기마을, 영평․영송리, 느릅마을이다.
선정된 마을에는 50~60억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산림청이 목재펠릿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처는 모두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민간주도의 저탄소 녹색마을은 등용마을이 가장 대표적이며, 신효천 마
을, 제주 동광리 그린빌리지, 대구 시민 햇빛발전소, 창원 가월마을, 임실
중금마을, 산청 갈전마을, 통영 연대도 등 전국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
되고 있다. 이 마을들은 지방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기후변
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진 마을 구성원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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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에너지 자립마을의 사례분석과 시사점
사례지역인 등용마을은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시설로 2005년에 부안마중
물이라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였고, 2008년에 마중물 1호기, 마중물 2
호기, 부안시민발전소, 2009년에는 부안나눔 발전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
다.
등용마을은 태양광발전소 이외에 태양열온수기를 설치하여 교육관 30평
에 1,800리터의 온수를 공급하고, 소형풍력은 교육용으로, 펠릿보일러는
교육관 60평에 난방 및 온수로, 지열 35RT는 개별난방, 사무실, 식당, 교육
관의 난방 및 온수로 이용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 등 사례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에너지를 TOE로 환산하
면 24.41TOE이다. 등용마을 30가구가 1년 동안 가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전기, 등유 등)는 28.5TOE이다. 생산된 24.4TOE를 등용마을 가정
용으로만 사용한다면 85.6%로 대부분 발전에 의해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에 의해 생산된 에너지는 주민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한전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지역의 가정용, 상업용, 산업용, 공공용, 수송용 등으로 이용할 경우 에
너지 총 소비량은 1년에 86.03TOE이고 청정에너지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량은 24.41TOE로 천체 소비량의 28.3%를 이다.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71.7%인 61.2TOE를 생산 공급하여야한다. 지역의 청정에너지 공급 잠재
량은 152.09TOE로 공급 잠재량의 약 57%를 공급해야 지역의 에너지를 자
립할 수 있다.
사례지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에너지 자립마을의 주민이 주체가 되
어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 자립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 리
더의 역량이 탁월했고, 청정에너지 생산에 의해 주민의 소득이 창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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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요국의 에너지 자립마을 실태와 시사점
독일의 윤데마을은 정부의 열에너지 공급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바이오
가스 시설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폐목재 등으로 우드칩을 연료로 보일러를
이용하여 주민 145가구에 열공급을 하고 있다.
윤데마을이 에너지 자립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연방정부의 신재생 에
너지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투자기반 확보에 있다.
독일의 악헨탈모델은 시민운동 형태로 시작하였으나 환경모델과 에너지
모델이 추가되면서 유럽의 대표적인 에너지 자립모델로 자리잡았다. 악헨
탈은 2020년까지 마을 전체 사용에너지의 100%를 지역에서 생산하는 신
재생에너지를 통해 모든 전기와 온수를 공급할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지역의 성공 이유는 지역의 부존자원인 목재를 효율적으로 이용했다는 점
이다. 특히, 지역 내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체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의
미가 있다. 이와 같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연료로 난방 등 필요한 에너지를
자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정에너지 보급 사업에 적
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덴마크 삼쇠섬은 1MW 풍력발전기 11기, 2.3MW 풍력발전기 10기 설비
를 보유하고 있다. 풍력발전 2기로 전체 에너지 자립 잉여전력 전력망 판
매하고 있으며 지역난방용 밀짚 발전소 3개와 태양열 발전소, 목재 칩 발
전소 1개를 보유하고 있다. 삼쇠섬은 청정에너지관련 연구수행을 위해
2006년 삼쇠에너지 아카데미설립하고 전력통제 박스개발 하는 등 지자체에
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시민들의 과감한 투자(금액
800억 원)를 기반으로 에너지 자립사업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일본 이와테현 구즈마키마을은 86%가 산림인 지역으로 주산업은 낙농
업이다. 이 마을은 먼저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
자치단체가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을 활성화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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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고 재생가능에너지 교육(바람과 숲의 학교 운영)을 통해 사업 투자
의 필요성과 효과를 알리고 지역주민 및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
록 유도하였다.

1.5. 청정에너지 이용 시스템 구축방안
지역의 청정에너지 부존자원을 기초로 농촌지역의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의 시도읍면별로 태양광, 태양열,
수력, 풍력, 지열, 바이오에너지의 공급 가능량을 추정하여 지역을 유형 구
분하였다. 제1유형은 농산부산물이 많은 지역으로 김제시를 선정하였고 제
2유형은 임산부산물이 많은 인제군, 제3유형은 축산폐기물이 많은 홍성군
으로 구분하였다.
김제시는 경종농업 중심으로 경종부분에서 농산바이오매스를 수거하여
바이오 가스시설에서 전기와 열을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와 열은 가정의 취
사, 전등, 난방에 이용하거나 농산물의 건조 가공에 이용하고 시설농가의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김제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석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많은 부문 대체하기 위해서는 농산바이오매스, 축산바이오매
스,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이 함께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인제군은 임산부산물을 이용한 청정에너지를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다. 임
야농가로부터 목재 및 폐목재를 수거하여 화목보일러로 열을 생산하고, 이
열을 마을회관, 가정용 난방으로 이용하며 열을 이용하여 농산물 건조, 가
공에도 활용할 수 있다.
홍성군은 축산부산물, 임산부산물 등을 이용한 청정에너지 공급이 가능
한 지역이다. 축산농가로부터 수거된 축분을 바이오가스 시설을 통해 열과
전기를 생산하여 한전에 매전하거나 가정용 난방,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에
이용하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남은 소화액 및 슬러지는 경종농가의 액
비로 사용할 수 있다. 홍성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열이 품부한 지역으로
지열을 이용하여 지역난방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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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첫째, 농촌지역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
다. 농촌지역의 농가구수, 인구수, 주택형태, 경지면적, 산림면적, 작물별
재배면적, 축종별 사육두수, 임산물 생산면적, 산림 수종별 식재면적 등의
자료를 정확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에서 공급 가능한 청정에너지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D/B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청정에너지는 태양열, 태양광, 수력, 풍력, 바이오에너지
(농산바이오, 축산바이오, 산림바이오, 폐기물바이오), 지열 등을 조사․분
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주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 이용의 필요성을 교육
하고 토론하여 주민의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토
론과정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지역의 리더를 육성하여야 한다.
넷째, 지역의 부존자원을 조사한 후 태양열, 태양광, 지열, 수력(소수력),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의 공급 가능량을 기초로 하여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의 주체별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주민은 생활 내에서 에너
지를 절약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청정에너지 이활용에 대한 프로그램에 적
극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연구기관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설계하고, 농가가 에너지를 생산․이용하는데 기술적으
로 어려운 문제를 교육 및 지도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지원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시행 후 1～2년 지난 후 경영․운
영에 대한 정책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문을 찾아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야 한다. 중앙정부는 에너지에 대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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