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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총설에서는 국내 바이오디젤 생산과 소비, 품질기준 및 시장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바이오디젤

의 원료물질은 대부분 대두유와 폐식용유이고 바이오디젤 생산 업체 중 원료물질 다변화를 위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농림부에서도 바이오디젤 국내 생산을 위해 2007년부터 3년간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7월 이래로 산업자원부와 정유사간 자발적 협약에 의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경유는 BD0.5이며, 2007년과 2008년에 

158400 MT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자원부에서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를 위해 2012년까지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

디젤을 매년 0.5%씩 확대하여 3%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앞으로 바이오디젤의 보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The status of biodiesel (BD) production and consumption, specifications and market status in Korea are discussed in this 

review. The main feedstock to produce BD is soybean oil and waste cooking oil in domestic, and some companies have 

tried to diversify BD feedstocks.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MAF) has begun a pilot project to produce BD feed-

stock from rapeseed for 3 years since 2007. In July 2006,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 Energy (MOCIE) and the do-

mestic oil industry reached an agreement under which BD0.5 is supplied in market, and 158400 MT of BD would be supplied 

between 2007 and 2008. MOCIE reported that it will increase BD 0.5% every year to reach BD3 by 2012. It is expected 

that BD supply would continuously increase domesticall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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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바이오디젤(Biodiesel)은 식물성유

지(쌀겨, 폐식용유, 대두유, 유채유 등)와 알코올을 반응시켜 만든 지

방산 메틸에스테르(Fatty Acid Methyl Ester)로서 순도가 95% 이상인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1]. 바이오디젤 혼합유는 석유제품인 자동차용 

경유(이하 경유)와 바이오디젤을 혼합하여 자동차용 경유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를 말하는데,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에 따라서 

BD20, BD5 및 BD0.5 등과 같이 구분하며, 각각 경유에 바이오디젤이 

20%, 5%와 0.5%가 혼합된 연료이다. 바이오디젤은 경유와 특성이 유

사하여 경유용 자동차의 엔진변경 없이 경유와 혼합하여 사용이 가능

하다. 또한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는 원료작물의 경우 재배 시 성

장과정에서 광합성 작용에 의해 CO2 배출이 저감되고, 연소 시 배출

가스 감소효과가 우수하여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이미 경유대

체연료로 활용이 되고 있다[2,3]. 우리나라는 97% 이상의 에너지를 해

외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석유 의존도 완화, 에너지원 다양화, 온실

가스 감축, 대기환경 개선 및 환경규제 대응 등을 위해 2002년 5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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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005년 12월까지 4년여 동안 바이오디젤 시범보급(Demonstration 

& dissemination) 사업을 추진하였다[1,4-6]. 이후 바이오디젤 시범보

급 고시는 바이오디젤 이용 및 보급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로 

개정이 되어 2007년 12월까지 면세 지원을 하고 있다[7-11]. 이런 사

업을 통해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경유에는 바이오디젤이 0.5% 

혼합된 BD0.5가 판매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바이오디젤 혼합량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에너지 다변화 정책을 통해 발전

용 연료의 경우 원자력과 LNG (Liquefied Natural Gas)를 도입하여 화

석연료에 대한 의존성을 많이 줄였지만 수송부문에서는 대체에너지 

보급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했다. 더구나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교토

협약(Kyoto Protocol)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대상국이 될 가능

성이 높으며 수송용 바이오연료 보급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BD0.5와 같은 바이오디젤 상용화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이며 국내에서 최초로 상용화된 석유대체

에너지로서 교토협약 대응을 위해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바이오디젤

은 재생 가능한 자원이고 CO2 저감과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식물성 오일로부터 반응공정을 거쳐 생산

된 바이오디젤은 기존 경유에 비해 고가이기 때문에 보급 촉진을 위

해 현 시점에서는 세금감면과 같은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BD20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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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sumption of Korean Automobile Industry in 2006[14]

Engine

Type

Number of Registered

Vehicles

Share

[%]

Fuel Consumption

[kL]

Share

[%]

Gasoline 7,915,877  50 9,125,522 26.8

Diesel 5,869,455  37 17,818,619 52.3

LPG 2,047,402  13 7,101,250 20.9

Total 15,832,734 100 34,045,391 100

우 바이오디젤의 시범보급 사업기간 동안 도출된 연료 안정성의 부족

으로 적절한 품질관리가 되지 않으면 필터 막힘 현상, 시동성 악화 및 

금속부품의 부식 등의 초래를 유발하며 적절한 품질관리 문제점이 도

출되기도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바이오디젤의 원료물

질은 대부분 대두유와 폐식용유이며 유럽에서 주로 사용되는 유채유

보다 품질 특성이 다소 떨어진다. 장기적으로 석유대체연료로서 바

이오디젤의 보급이 활성화되기 위해 시범보급 사업 기간 동안에 도

출된 다양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 하며, 식물성 오일의 다변화도 

필요하다.

  본 총설에서는 2002년부터 시범보급 사업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바이오디젤의 보급배경, 현황, BD5와 BD20의 품질 특성 및 시

장현황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2. 바이오디젤 보급배경 및 현황

  전세계 바이오디젤의 생산량은 2000년 10억 리터에서 2005년 35억 

리터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12]. Figure 1에는 1991년부터 2005년까

지 바이오디젤 생산량을 나타냈으며, 해마다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바이오디젤 양을 나타낸 결과이다[13]. 2006년 10월

까지 판매된 바이오디젤은 26,826 kL이며 그 양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

세이다. 특히, 2006년 3월 산업자원부(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 Energy)와 정유사간의 자발적 협약(Voluntary supply agreement)에 

의해 BD0.5가 경유로 판매되고 있으며 2007년과 2008년에 158400 

MT의 바이오디젤이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될 것으로 예측된다[14].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수는 2006년 기준으로 15,832,734대에 이르며 

이중 37%가 경유를 사용하고 있다[14]. Table 1에는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의 수, 연료 소모량 및 사용 연료별 시장점유율을 나타냈다. 휘

발유 차량보다 경유 차량의 시장점유율은 적지만 경유의 사용량은 

Table 2. Demonstration of Biodiesel Between 2002 and 2007[1,4-11]

Demonstration and Dissemination Commercialization

1
st 

02.05∼02.11 2
nd 

02.05∼05.12 3
rd 

06.01∼06.06 4
th 

2006.07∼2007.12

BD5 : Diesel BD20 : Alternative Fuel

Taxation Exemption Exemption Exemption Exemption Exemption

Blending subject Selected G.S.*/Facility Selected G.S.*/Facility BD company Refinery/Import company BD company

Blending ratio 20 ± 3% 20 ± 3% < 5% 20 ± 3% < 5% 20 ± 3%

Object area Near Seoul landfill area Near Seoul,
Jeonnam & Jeonbuk 
province

Whole country Whole country Whole country

Object vehicle Trash trucks Whole diesel vehicles,
Selected Bus &Trucks

Whole diesel vehicles,
Selected Bus &Trucks

Whole diesel vehicles Selected Bus &Trucks,
Having storage, pump and 
self maintenance facility

G.S.* : Gas Station

Figure 1. World biodiesel production from 1991 to 2005[12].

휘발유 사용량의 2배 정도에 이르며 경유 차량이 휘발유 차량에 비해 

크고 연비가 낮기 때문이다.

  경유용 차량으로부터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환경부

는 디젤 차량에 의해 유발되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2002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서울, 인천, 수원지역에 공급되는 자동차용 경유에 

황 함량을 낮추어 도입하게 되었다[15]. 기존 자동차용 경유는 황 함

량이 430 ppm 이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15 ppm 미만까지 낮춘 것이 

초저황 경유(Ultra Low Sulfur Diesel)를 한시적으로 보급하였다. 초저

황 경유의 도입으로 경유의 윤활성이 감소하게 되었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바이오디젤을 경유에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Table 2는 산업자원부와 환경부의 협의를 통해 2002년부터 2007년까

지 바이오디젤의 시범보급 고시 및 이용 및 보급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 바이오디젤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어 온 경과

를 정리한 것이다[1,4-11]. 첫 번째 시범보급사업은 2002년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고, 이 기간 중 판매되는 바이오디젤은 면세 혜택

이 주어졌다. 경유와 바이오디젤은 특정 주유소와 시설에서 혼합이 

되었고, 혼합비는 20 ± 3%, 대상지역은 수도권 매립지 부근으로 한정

을 하였으며 청소차량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었다. 시범보급사업은 

2002년 5월부터 1차 사업이 진행된 이래로 5차 까지 연장되어 2006년

까지 진행되었다. 바이오디젤 상용화는 2006년 7월 1일까지 시행되었

는데 특히 경유와의 혼합비를 5% 이하와 20 ± 3%로 구분하였으며 전

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BD5 (바이오디젤 5% 이하)의 경우 전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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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pecifications of BD100, BD20 and Diesel Fuel[6,16]

Specifications

BD100 BD20 Diesel Fuel

Fatty Acid Methyl Ester [Vol.%] > 96.5 20.0 ± 3
(winter : 10.0 ± 3)

< 5

Pour point [℃] - < 0.0 (winter : < -17.5) < 0.0 (winter : < -17.5)

Flash point [℃] > 120 > 40 > 40

Kinematic viscosity [40 ℃, mm
2
/s] 1.9∼5.0 1.9∼5.5 1.9∼5.5

Distillation property [90% effluence, ℃] - < 360 < 360

Carbon residue [on 10% distillation residue] - < 0.15 < 0.15

Carbon residue [wt%] < 0.10 - -

Sulfur content [mg/kg] < 10 < 30 < 30

Ash [wt%] < 0.01 < 0.02 < 0.02

Cetane number [Cetane Index] - > 45 > 45

Copper strip corrosion [100 ℃, 3 h] < 1 < 1 < 1

Cold Filter Plugging Point [℃] - < -16 < -16

Density @ 15 ℃ [kg/m
3
] 860∼900 815∼845 815∼845

Water and Sediment [Vol.%] < 0.05 < 0.02 < 0.02

Acid value [mg KOH/g] < 0.05 < 0.10 -

Glycerin [wt%] < 0.24 - -

Oxygen stability [110 ℃, h] > 6 - -

Methanol [wt%] < 0.2 - -

Metal [mg/kg]
(Na + K) < 5 - -

(Ca + Mg) < 5 - -

Phosphorus [mg/kg] < 10 - -

Lubricity @ 60 (HFRR wear scar dia., µm) - < 460 < 460

PHA content [wt%] - - < 11

대상으로 모든 경유 차량에 대해 보급이 되고 있지만, BD20 (바이오

디젤 20 ± 3%)의 경우 보급 대상지역은 전국이지만 바이오디젤 저장

시설을 갖추고, 주유기와 차량의 자가정비 시설을 갖춘 곳에만 한정

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사업법에서 의한 바이오디젤의 품질기준은 “석유

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6]에 

명시되어 있으며, 경유는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 [16]에 명시되어 있다. BD100, BD20 및 경유의 

품질기준 세부내용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6,16]. BD20의 경우 지방산 

메틸에스테르 함량의 20% 첨가된 것 외에 경유와 품질기준이 거의 동

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기 질(Air quality) 개선을 위해 환경부의 노력과 재생 가능한 대

체에너지 보급을 위한 산업자원부의 노력으로 바이오디젤의 시범보

급사업을 통해 현재 BD0.5를 대체연료로 분류하지 않고 일반 경유로 

분류하여 보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림부에서는 바이오디젤 원료 

작물 재배를 위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동안 “바이오디젤용 유

채생산 시험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기간동안 1500 ha의 면적을 

대상으로 유채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ha당 17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하며 총 2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17].

Figure 2. Biodiesel sale in Korea from 2002 to 2006[13].

3. 바이오디젤의 시장현황

  바이오디젤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는 대두유(Soybean oil), 유채유

(Rapeseed oil), 팜유(Palm oil) 등이 시장성을 가지며 대량으로 생산되

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바이오디젤 원료물질은 주로 대두유로부

터 생산이 되며, 바이오디젤 사용이 활성화된 유럽에서는 유채유를 

원료물질로 해서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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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nual Feedstock of Soybean Oil and Waste Oil (Cooking 

Oil) and Supply Price in 2006[18]

Annual feedstock

supply

Supply price

(Import price)

Soybean oil 113,000 kL 570∼580 won/L

Waste oil 53,000 kL 510∼540 won/L

Table 5. Wold Production and World Exports of Palm Oil, Soybean 

Oil and Rapeseed Oil in 2005[19,20]

Palm oil Soybean oil Rapeseed oil

Production [kTon] 37,391 33,289 16,027

International trade [kTon] 28,414 9,638 1,393

  Figure 3에 유럽과 한국의 바이오디젤 원료 수급 상황에 대해 나타

내었다. 유럽의 경우 바이오디젤 원료물질로 유채유와 해바라기유

(Sunflower oil)가 각각 83%와 13%가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 대두

유, 폐식용유 등이 사용되고 있다[18]. 한국에서는 사용되고 있는 바

이오디젤 원료물질은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 바이

오디젤 원료물질로 대두유와 폐식용유만 사용되었고 각각 68%와 

32%가 공급되었다. Table 4에는 2006년 기준으로 국내 시장에 공급된 

대두유와 폐식용유의 공급량 및 가격을 나타냈다[18]. 공급된 대두유

와 폐식용유는 각각 113,000 kL와 53,000 kL였으며, 가격은 리터당 

각각 570∼580원과 510∼540원이였다. 폐식용유에 비해 대두유의 리

터당 가격이 30∼70원 정도 높게 공급되고 있다. 바이오디젤의 원료

로 상용되는 대두유는 100% 수입하고 있으며 폐식용유는 국내에서 

회수하여 재활용하고 있다. 대두는 곡물로도 사용이 되고 있으며 곡

물가격의 상승으로 대두유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

한 문제점 때문에 국내의 바이오디젤 생산업체 중 일부는 대두유를 

대체하기 위한 바이오디젤 원료물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팜유와 자트로파 오일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팜유가 다량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바

이오디젤의 원료물질로 유럽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바이오디젤 원료

물질로 활용이 가능한 식물성 오일로는 대두유, 유채유, 팜유, 자트로

파유, 면실유, 해바라기씨유 등이 있다. 하지만 식물성 오일 중 원재료 

수급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것은 팜유, 대두유 및 유채유이다. 2005

년을 기준으로 팜유, 대두유 및 유채유의 생산량 및 국제교역량을 

Table 5에 나타내었다[19,20]. 국내의 경우 바이디젤의 원료물질로 대

두유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지만 전세계 식물성 오일의 생산

량은 팜유가 가장 높고, 국제교역량 역시 팜유가 대두유의 약 3배 정

도에 이르고 있다.

  Table 6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경유와 바이오디젤(BD100)의 가

격을 비교한 것이다[14,21]. 경유의 경우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및 부

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어 시중에 판매되는 가격이 공장에서 출

하되는 가격에 비해서 매우 높다. 2004년 경유의 공장도 가격은 리터

당 425원이었고 각종 세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리터당 가격은 840원이

였다. 2007년 5월 경유의 공장도 가격은 593원으로 2004년 5월에 비

해 168원이 올랐지만 이 기간 동안에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및 부가

가치세 등이 약 46% 정도 올라서 세금을 포함한 경유 가격은 리터당 

840원에서 1199원으로 상승하였다. 반면 바이오디젤의 원료로 사용되

는 BD100의 경우 세금을 포함하지 않는 공장도 가격은 리터당 900∼

950원이였다. 바이오디젤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재정경제부는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당분간은 이런 

Table 6. Price Comparison of Standard Diesel and Biodiesel (BD100) 

[14,20]

2004 2005 2006 2007

Factory price (standard diesel),

[won/L]
425 491 663 593

Tax-added price (standard diesel),

[won/L]
840 971 1,190 1,199

Biodiesel factory price (BD100),

[won/L]
N/A

900∼

950

900∼

950

900∼

950

Table 7. Consumption of Biodiesel with Blend Ratio of 0.5% between 

2002 and 2007[14]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Diesel

consumption

[Ton]

13.7

× 10
7

14.7

× 10
7

14.8

× 10
7

14.8

× 10
7

14.8

× 10
7

14.9

× 10
7

Biodiesel

consumption

[Ton]

1,397 3,304 6,015 13,669 40,304 79,000

Biodiesel

share

[%]

0.01 0.02 0.04 0.09 0.27 0.53

면세정책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7에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경유 소비량, 바이오디젤 소비

량 및 바이오디젤의 시장점유율 현황을 나타낸 결과이다. 바이오디젤

의 소비의 절대량은 경유 소비량에 비해 매우 적지만 꾸준하게 증가

를 하고 있다. 바이오디젤의 보급률은 2007년 0.53%이며, 2006년보다 

2배 정도 증가한 물량이다. 산업자원부와 국내 정유사는 2006년 3월 

자발적 협약을 맺고 국내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들로부터 바이오디젤

을 공급받아 2007년과 2008년에 바이오디젤 0.5%가 혼합하여 경유를 

판매하고 있다. 현재 주유소에서 보급되고 있는 경유에는 BD0.5이며, 

이것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해 석유대체연료가 아닌 

경유로 분류된다. 산업자원부와 정유사간 자발적 협약에 의해 판매되

는 바이오디젤은 2007년 기준으로 79200 MT일 것으로 추정된다.

  2007년 현재까지 국내에 등록된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는 15개사이

다[14]. 산업자원부에 등록된 바이오디젤 생산업체와 생산량을 Table 

8에 나타내었다. 등록된 15개 생산업체의 바이오디젤 생산 가능한 물

량은 531520 MT이지만, 등록된 업체들은 이만한 물량을 생산하고 있

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BD100 생산량은 향후 몇 년 이내에 

700,000 MT 정도될 것으로 예상된다[14]. 앞서 Figure 3과 Table 5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 등록된 바이오디젤 업체들은 대부분 대

두유와 폐식용유를 원료물질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있다(Table 5). 

그러나 에너텍(Enertech Co., Ltd)의 경우 팜유과 대두유를 바이오디

젤 원료물질로 사용하며 연산 80 kL의 바이오디젤 생산능력을 보유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SK 케미칼의 경우 팜유만을 원료

물질로 사용할 것으로 판명하고 있다.

  Figure 4는 BD5와 BD20에 대한 유통구조를 나타낸 것이다[22]. 바

이오디젤 제조업체는 식물성 유지를 수입하거나 회수하여 BD100을 

정유사에 납품하고, 정유사는 이를 경유와 혼합하여 BD5를 제조하여 

주유를 통해 유통시킨다. 경유차량을 소유한 소비자들은 BD5를 사용

한다. 반면 BD20은 BD5와 다른 유통경로를 거치게 되는데, 바이오디

젤 생산업체가 경유와 혼합을 해서 석유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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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omestic Biodiesel Producers Registered in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 Energy and Their Production Capacities[14]

Company Name Production Capacity (MT) Feedstock

KAYA Energy Co., Ltd. 88,000 Soybean Oil & Recycled Frying Oil

Dansuk Industrial Co., Ltd. 52,800 Soybean Oil

BND Energy 44,000 Soybean Oil & Recycled Frying Oil

Echenertech 29,040 Recycled Frying Oil

BDK 17,600 Soybean Oil & Recycled Frying Oil

3M Safety 42,240 Soybean Oil

CNG 7,920 Recycled Frying Oil

Moodeung Bioenergy 5,280 Recycled Frying Oil

Bio Alternative Energy 7,920 Soybean Oil

Samwoo Oil Chemical Co., Ltd. 10,560 Recycled Frying Oil

Nest Oil 87,120 Soybean Oil

Enerteck Co., Ltd 70,400 Palm Oil & Soybean Oil

Bio Doil Korea 10,560 Soybean Oil & Recycled Frying Oil

SK Chemicals 29,920 Palm Oil

Aekyung Petrochemical Co., Ltd. 28,160 Soybean Oil

TOTAL 531,520

     (a) Europe

     (b) Korea

Figure 3. Biodiesel feedstock in Europe and Korea : (a) Europe, (b) 

Korea[18].

통을 시킨다. BD20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저장시설, 주유시설 및 

자가정비시설을 갖춘 업체들에 한하며 주로 버스나 트럭회사 등에서 

사용을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 BD20은 석유대체연료

Figure 4. Distribution infrastructure of BD20 and BD5[22].

로 분류가 되며, BD5 이하는 석유대체연료가 아닌 경유로 분류가 된

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2006년 3월 이래로 산업자원부와 정

유사간 자발적협약에 의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경유는 BD0.5

이며, 2012년까지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을 매년 0.5%씩 확대하

여 3%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23].

4. 요약 및 결론

  본 총설에서는 국내 바이오디젤 보급 현황과 품질기준에 대해 살펴

보았고 바이오디젤의 시장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바이오디젤의 원료물질은 대부분 대두유

와 폐식용유이고 대두유는 아르헨티나와 미국 등에서 전량 수입되고 

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운송료 등의 증가로 대두유를 대체할 수 

있는 팜유를 도입하기 위한 시도들이 국내 바이오디젤 생산업체에서 

진행되고 있다. 농림부에서도 바이오디젤 국내 생산을 위해 2007년부

터 3년간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자

원부의 주도하에 바이오디젤(BD20) 시범보급사업은 2002년 5월 시작

되어 2006년 7월까지 시행되었고 2006년 7월 이래로 산업자원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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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간 자발적 협약에 의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경유는 

BD0.5이다. 유럽, 미국,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바이오디

젤 보급을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산

업자원부에서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를 위해 2012년까지 경유에 혼합

되는 바이오디젤을 매년 0.5%씩 확대하여 3%까지 늘리겠다는 계획

을 발표하였다. 세계적으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바이오디젤의 보

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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