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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바이오매스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을 포함한 유기물

바이오에너지란?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얻어지는 연료나 에너지

사진 제공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국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

* 일반적인 원목과 구분됩니다. 출처: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림청고시)

원목 운송 및 이용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BIO
ETHANOL

산불 확산 방지
산림에 과도하게 방치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자칫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됩니다.

국내 자원 이용
에너지, 산업소재 분야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수입산 원료를 
국내 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산촌지역 일자리 창출
수확, 생산, 가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화석자원 대체 효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석탄, 석유 등 화석자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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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쓰나요? 어디에 쓸 수 있나요?어떤 것들이 있나요?

1. 수확, 수종갱신, 산지개발 부산물 2. 숲가꾸기 산물

3. 병해충 피해목
4. 가로수 산물

5. 산불 피해목 6. 풍해·수해·설해 피해목

995백만m3

(2018)

(최근 5년 평균)

출처: 임업통계연보 (2021),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22만톤(2019)

83만톤(2021)

50만톤(2020)

출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확인 자료, 한국임업진흥원

*2021년에는 목재펠릿으로 51만톤, 목재칩으로 8만톤을 이용했습니다.

1,017백만m3

(2019)

1,038백만m3

(2020)

목재펠릿

대체소재 (신소재)

목재칩

산업용 원료물질

바이오에탄올

바이오 플라스틱

우리나라 연간 나무 생장량 : 22백만m3
이용 분야

에너지, 산업용 원료물질, 소재 생산의 원료

우리나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량은?

*수집(공급)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BIO
ETHANOL

병충해

피해목

산불 

피해목

수확, 수종갱신, 

산지개발 부산물

60%
20%

18%

0% 풍해, 수해, 설해 피해목가로수 산물 2%

숲가꾸기 산물 0.5%

[ 에너지 분야 ]

[ 산업용 원료물질, 
  소재 분야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1~4번 사진 제공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1m

1m

1m

1m3 = 평균 0.9톤

원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