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를

사용하는 만큼 대한민국이 건강해집니다.”

 시범보급 사업 개요

❖   시범보급기간 : 2014. 1. 1. ~ 2018. 12. 31. 

❖   시범보급대상 지정 발전사업자 : 

    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지역난방공사

❖   주요  생산업자 :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회원사

❖   상용화 기반 마련 연구 : 

    석유관리원·전력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100% 바이오중유 사용)>

 바이오중유 보급 현황

❖ 내륙발전소(혼소)와 제주지역발전소(전소) 구분 사용

❖ 2017년 하반기부터 내륙발전소 혼소확대(20%→80%)

❖ 2016년 RPS 전체의무이행율의 약 10% 기여

❖   상용화(바이오중유 사용 확대)를 위한 충분한 생산시설 

완비(약 280만㎘/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추정)

보급량(천㎘) 172 354 432 500

   주요 원료

❖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피치), 동물성 유지, 음식물 

쓰레기 기름(음폐유), 고산가 팜 부산물 등

-   국산원료 비중 : 47%(2014년) → 31%(2015년) → 

39%(2016년) → 60%(2017년 9월)

   생산 공정 

❖   다양한  원료를 품질기준에 맞게 정제·혼합하여 제조

정제 공정

팜 원료

PFAD

팜 올레인

팜 스테아린

BD FFA

바이오디젤 생산 공정폐식용유 등

글리세린
정제 공정

글리세린바이오디젤BD Pitch

RBD 팜 오일

동식물성
원료

소/돼지/어류

캐슈넛 외피

가공 공정

Oleo Chemical

Oleo pitch

Dark oil

CNSL

착유 공정

동물성 유지

바이오중유 생산 단계

전처리 공정

혼합 공정

탱크터미널

발전용 바이오중유

바이오중유 발전 단계

전처리 공정

보일러 연소 공정

발전 공정

전기

분별 공정

PSO

팜 피치

PAO

CPO

착유 공정

Oleo Chemical
생산 공정

   갈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중유 생산 

❖   대량생산 가능한 미래의 바이오중유 원료 

- 미역, 다시마 등 

바이오오일

전처리
(기수분해+탈염)

분쇄

갈조류
친환경 

온사이트 전처리

급속열분해 분류/업그레이딩 발전용/난방용
바이오연료유

   폐식용유를 재활용하여 바이오디젤 생산하는 

과정의 공정 부산물(피치)이 발전용 바이오중유의 

핵심 원료 - 세계 유일의 폐자원 순환재생시스템 

   폐자원을 재활용한 전기 생산

❖ 바이오중유 배출가스 

    -   BC유 대비 먼지 약 30%, 질소산화물 약 35%, 

황산화물 100% 저감

    -   친환경성 입증(100% 사용 시 탈황·탈질설비 가동 

불필요)

 우리나라 발전부문(에너지) 온실가스배출량

❖   전체 배출량의 35%이상 차지

   발전사의 수요증가(RPS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

   다양한 원료 개발 및 이용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 향상

   친환경 발전 연료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및 미세 

먼지 감축

   기존 BC유 발전시설을 그대로 이용(국가 자산 보존) 

 발전용 바이오중유 상용화 추진 

❖   ‘바이오중유 상용화를 위한 기반 마련 연구’ 과제 

종료(‘18.2.26) 이후 각계 의견 수렴

❖ 시범보급 및 실증연구를 통한 품질·성능평가 기준 마련

❖   상용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등 정비 

❖   REC의 상향(혼소 : 1.0, 전소 : 1.5)을 통한 보급 확대 

(환경편익 증대)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 사업 발전용 바이오중유 생산 기술 발전용 바이오중유의 친환경성회원사 홈페이지

http://www.skchemicals.com/ 

http://www.akp.co.kr/

http://www.dansuk.co.kr/ 

http://www.jcchemical.co.kr/ 

http://www.emaxsol.com/

 바이오디젤 추진경위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따른 대기질 및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 (산업부, 환경부)

2002년   5월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범 보급 (BD20)

2006년   7월 정유사를 통한 바이오디젤 전국 보급 (경유에 0.5% 

혼합) 개시 (상용화)

2007년   9월 바이오디젤 보급계획 수립 (산업부 등 5개부처) 

2010년    12월 제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보급계획 발표 (지경부)

2011년  12월 바이오디젤 면세 해지 (기획재정부)

2012년 혼합율 2.0% 혼합의무화 (산업부 고시)

2014년   11월 바이오디젤 의무혼합율 시행령 입법 예고

2015년   7월 RFS 시행령발효 (바이오디젤 혼합율 2.5% 시행)

2018년 1월 바이오디젤 혼합율 3.0% 시행

발전용 바이오중유의 상용화 추진 필요성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43, 한서 B/D 518호

TEL. 02. 582. 6181        FAX. 02. 582. 6183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회원사

발전용 바이오중유 유통흐름도

C중유

바이오중유

50~70℃ 스팀보온

50~70℃ 스팀보온

라인

공급조 스팀히팅

필터

필터

필터

품질검사

혼합조 전처리

바이오
원료1

바이오
원료2

바이오
원료3

Burning
펌프 연소

보세창고

브랜딩

발전사

연료사

원료

전처리
반응기

건조
(감압,80℃)

증류

메탄올

수세

수분

BD

피치바이오중유



   국내에서 생산되는 바이오디젤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폐식용유

   폐식용유 재활용 물량과 오염물질 처리비용 절감 
효과

구분
폐식용유 
재활용  

물량(천톤)

오염물질처리비용 
절감액(억원)

2006~2012년 494 8,420

2013년 150 2,557

2014년 144 2,455

2015년 147 2,507

2016년 152 2,592

계 1,087 1조 8,531

 폐식용유 재활용을 통한 수질 개선 효과

❖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폐식용유 재활용을 통한 수질 

개선 물량은 소양강댐 크기의  150개 규모 

구분
폐식용유 재활용 

물량(천톤)
수질개선 효과
(소양강댐 ×)

2006~2012년 494 68개

2013년 150 21개

2014년 144 20개

2015년 147 20개

2016년 152 21개

계 1,087 150개

석유 자원고갈 위기

폐식용유

에너지 소비 증가

유채 기름

온실가스 배출 증가

삼겹살 기름

자연 생태계 혼란

소 기름

친환경 연료

·   에너지원 다양화, 온실가스 저감 대책, 기간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 파리 기후변화 협약 대응

   동물성 유지(소기름, 돼지기름 등) 및 식물성 
유지(폐식용유, 유채유 등)를 메탄올과 반응 

시켜 생산한 친환경 수송연료

 바이오디젤 보급의 필요성

환경정책 에너지정책 농업정책 산업정책

온실가스 감축 석유위기 대응 농가소득 증대 신산업 육성

대기환경 개선
에너지자립도 

제고
농촌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수출증대

폐자원 활용
에너지원 
다양화

해외농장 개척 
활성화

R&D 활성화

   바이오디젤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CO₂) 감축 
효과

❖   바이오디젤 사용시 2.59CO₂톤/㎘ 감축 

❖ 바이오디젤 사용량은 국내 보급 물량만 적용

   바이오디젤 국내 보급 및 수출 실적 
❖ 주요 수출 지역 : 유럽, 미국 등

(단위:천㎘)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따른 대기질 및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시작(산업부, 환경부, 기재부, 

국토해양부 등 )

   2007년 혼합율 0.5%로 시작, 2010년부터 2.0% 
의무혼합 하여 2015년 7월 30일까지 유지(산업부 

고시 근거)

   2015년 7월 31일부터 수송용 연료 의무혼합제도 
[RFS(Renewable Fuel Standard)] 법령 발효

<RFS 시행령의 바이오디젤 중장기 의무혼합비율(%)>

해당연도 의무혼합비율

2010년 ~ 2015년 7월 2.0%(고시)

2015년 8월 ~ 2017년 2.5%

2018년 ~ 2020년 3.0%

   주요 국가의 혼합 비율 
(2018년 기준)

국가명 %

독일 BD7

프랑스 BD7

브라질 BD5

태국 BD5

말레이시아 BD7

인도네시아 BD11

필리핀 BD5

한국 BD3

국제 에너지 환경 바이오디젤 보급 추진 배경 바이오디젤 보급 현황

   2016년 바이오디젤 원료로 재활용된 폐식용유 
물량은 151,600톤 → 약 1천만개 이상의 폐식용유 

깡통을 종사자가 수작업으로 처리

수거된 폐식용유 분리작업

바이오디젤 보급의 필요성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바이오디젤(BD) 

   환경개선 효과

❖   토양 및 해상 유출시 3주 이내 90%이상 생분해 

(오염 방지)

❖   바이오디젤 1㎘당 2.59톤의 CO₂ 저감

❖   오염물질(발암성 방향족화합물) 배출 거의 없음

❖   산성비의 주범인 황산화물 배출 전혀 없음

❖   폐식용유 재활용을 통한 수질개선 등 

   국산에너지 확보 효과

❖   폐자원(폐식용유, 동물성 기름) 재활용 

(2016년 기준 약 178천톤 = 약 1,400억원)  

❖   국내 휴경지에 유채 및 해바라기 재배를 통한 

원료 공급 가능 

   경제적 효과

❖   연료 내 10% 산소 함유로 완전연소 유도

❖   바이오디젤 플랜트 수출 및 해외 팜 오일 농장 

개발(10,800ha)

❖   신재생에너지 선도국인 유럽, 미국 등지로 수출 

(총 수출 물량 : 약 461천㎘, 약 5,200억원 달성)

❖   경유 차량의 기존 엔진 그대로 적용 가능

❖   바이오디젤 보급 이후, 전국의 폐식용유 수거 

체계 완벽한 구축(신산업 및 대규모[전국 약 

5,000명]인력 창출)

바이오디젤 원료로 재활용되는 폐식용유 바이오디젤 기대 효과

   바이오디젤 의무혼합자(정유사)를 통해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현재 BD5(경유 97% + 바이오디젤 

3%)가 유통

   바이오디젤이 혼합되지 아니한 경유는 가짜 경유      
(불법 유통 대상)

바이오디젤 유통 체계

정유사·수입사

BD 생산업자

동·식물성 유지
생산·수입·수거업자

실수요자 자가 정비·자가
주유시설 사업장

경유차량 운전자

석유제품 유통망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석유대체연료 유통망

·석유대체연료 대리점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경유

제조

경유(BD5)

BD100

BD100 경유

원료

BD100

제조

BD20

경유

구분
바이오디젤 

사용량(천㎘)
CO₂ 감축량(천톤)

2006~2012년 1,824 4,724

2013년 393 1,018

2014년 400 1,036

2015년 470 1,217

2016년 560 1,450

계 3,647 9,445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국내 50 109 195 288 395 389 398 393 400 470 560

수출 - - - - - 27 55 129 76 88 86

계 50 109 195 288 395 416 453 522 476 558 6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