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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최근 세계는 심각한 자연재해와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약들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5년 제 21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지구 기온의 2℃ 상승을 막아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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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participating resident awareness of the improvements to forest carbon cycle villages created by 

the Korea Forest Service by introducing a system for district heating basedon forest biomass in mountainous areas. Hwacheon 
Forest Carbon Circulation village was established in Paroho-neureup village in Yuchon-ri, Hwacheon-gun between 2011 and 
2013. However, its operation has not been smooth du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households rapidly leaving the district 
heating system. This study surveyed 76 households that participated in the district heating system using forest biomass in the 
early stages of the project. This includes households participating in the district heating system(participating households) and 
households not currently participating in the district heating system(withdrawal households) from September 2019. Surveys 
focused on the process of participating in forest carbon cycle village projects, and satisfaction in local heating and policy 
requirements. Of the 67 households, excepting those not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survey due to death or having moved 
elsewhere, 36 households participated and 31 households the were in the process of leaving the village were also included. As 
a resul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articipating and exiting households in the motivation and satisfaction level 
of district hea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s to reflect the importance of awareness of residents in the operation of 
the forest carbon cycle village. This will be utilized as an important dataset for improvement as a means to promote the 
re-entry if outgoing households. It will also help set the direction of the forest town revitalization project, utilizing forest 
biomass in the future.

Key words : Bioenergy, Forest biomass, District heating system,  Forest carbon circulation village,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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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이 체결되었고 이를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지구의 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

를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들은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인 보고서를 통해 실천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IPCC 
(Intergovern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특별보

고서에 따르면 2017년 지구는 산업화 이전보다 약 1℃ 

상승했고 온난화 속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2040년 전후

로 1.5℃ 상승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 이상의 온도 상

승을 막기 위한 목표에서는 2030년까지 CO2 순 배출량

을 2010년 대비 45%를 감소시켜 2050년경에는 CO2 
순 배출량이 거의 없는 NET-ZERO에 도달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에너지 부분에서는 2050년까지 

50~6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시스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IPCC, 2018).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

계획을 발표 하였으나 이후 파리협약에 따른 신기후체

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2019년 10월 제2차 기후변화 대

응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제2차 계획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5억 3,600만 톤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9). 온실가

스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 기

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며 산림을 통해 온실가스 흡수를 늘려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에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이 있으

나 그 중에서 바이오매스는 사람의 관리를 통해 에너지 

생산을 조절할 수 있는 자원이다. 특히, 산림바이오매스

는 저장과 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가 편리하고 쉽

게 화석연료를 대체 할 수 있는 자원이다. 또한, 전국토

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을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서의 역할을 평가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조림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산림바이오매

스가 부산물로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이 더욱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산림탄소순환마을은 산촌마을 주택 난방시설의 에너

지원을 화석연료에서 산림바이오매스로 대체하여 저탄

소 녹색생활 실천과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하고자 

2010년부터 산림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Korea Forest Service, 2009). 봉화군과 화천군에 위

치한 2개의 산촌마을에 산림탄소순환마을을 조성하였

지만 봉화군의 산림탄소순환마을은 2013년 조성 후 

2016년부터 운영이 중단되었고 화천군 산림탄소순환

마을은 2014년 조성 후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나 여

러 가지 문제로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이다(Cho, 
2019; Ryu et. al., 2019). 이와 관련하여 조성 과정에서 

사업 모델 및 유형 정립과 대상지 선발을 위한 평가 기

준 및 인자 도출, 마을 현황 조사 및 분석 등 문제점 진단

에 대해 다양한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다

(Seo et al., 2011; Kang, 2012; Seo 2012). 최근에는 

조성 후 화천 산림탄소순환마을의 운영수익과 산림바이

오매스 이용 실태를 분석하여 연료 공급 시스템의 개선

방법을 제시한 연구도 발표되었다(Cho, 2019). 그러나 

전반적인 연구 내용들이 산림탄소순환마을 사업 추진과 

운영에 대한 현황 분석과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 방법

에 대해 접근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사업에 참여주민이 

겪는 문제에 대한 접근은 미진한 상황이다. 마을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와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특히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시범

사업은 마을 경관 개선이나 마을주택 개량 등 주민의 일

시적 참여로 끝나는 세부사업도 포함되어 있지만 산림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보일러와 열배관을 

설치하여 마을의 주택에 지역난방을 하는 시스템 도입

이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조성 후 

지역난방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마을주민

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에너지 자립마을의 경우 마을의 

리더 그룹과 함께 마을의 구성원 모두를 포함하는 마을

주민 전체가 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Lee, 
2014). 그러나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이후 참여주민들의 지역난방 탈퇴가 늘어나면서 

운영 수익 악화 등 운영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

다. 따라서 산림탄소순환마을 시범사업에 운영의 주체

가 되어야 하는 마을주민들의 참여 동기와 조성 과정에

서 마을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인식 그리고 조성 후 운영

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와 개선에 대한 정책요구를 분

석하는 것은 조성된 마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 뿐 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마을사업

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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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2.1.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지역난방 정책 및 사업

2009년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의 실행계

획에 따라 환경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및 산림

청은 범부처 사업으로 저탄소녹색마을 시범사업을 추진

하였다. 저탄소녹색마을의 개념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농

업무산물, 산림부산물, 축산분뇨, 음식폐기물류 등 바이

오매스를 에너지화 및 자원화 과정을 통해 전기, 열, 연료 

등을 생산하여 지역에 공급하고 또한 지역 환경에 적합

한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의 자연력과 병합 이용하여 에

너지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자원순환성을 높여 온실가스 

및 환경부하량을 저감시켜 환경의 지속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이 구축된 마을이다(Park and Park, 
2010, Jang and Kim 2014). 저탄소녹색마을 조성은 

2010년부터 부처별로 4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독립적으

로 마을단위 사업을 추진하였다(Table 1). 
산림청이 추진한 산림탄소순환마을은 산촌형 저탄소

녹색마을로 산촌지역에 풍부한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

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산촌지역의 난방 및 온수 시

설 에너지원을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로 대체하는 바이오

매스 에너지화 시설 도입과 함께 에너지 소비가 낮은 주

택 신축 또는 노후화된 주택의 리모델링 등을 주요 사업

으로 봉화군과 화천군의 2개 마을이 시범사업으로 조성

되었다(Seo, 2012; Ryu et. al., 2019). 다른 부처에서 조

성된 저탄소녹색마을의 경우 대부분 주민들의 반발이나 

예산 등의 문제로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에너지화 시설

의 도입 자체가 무산되거나 도입되어도 생산되는 에너지

를 지역 내에서 이용하는 사례가 없었으나 산림청에서 

조성한 산림탄소순환마을은 지역주민들의 주택용 난방

에너지를 목재펠릿이나 목재칩의 형태인 바이오매스로 

충당함으로써 화석연료 대체로 탄소저감 효과 제고와 지

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사업의 취지를 실현하였다

(Jang and Kim 2014; Lee 2014; Ryu et. al., 2019).
산림탄소순환마을 시범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봉화군 산림탄소순환마을은 2013년 조성되어 목재

펠릿 보일러 가동을 통해 서벽1리와 서벽2리 주민들의 

주택 106호의 난방을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로 공급하

였다. 그러나 설치된 목재펠릿 보일러는 원예시설용 보

일러를 개량한 것으로 핵심부품의 불량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였고 경사도를 고려하지 않은 열배관 설계로 인해 

일부 지역은 온수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난방이 안

정적이지 못한 것과 난방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Department Village Budget(100 
million won) Energy facilities Construction 

period
Construction·operation 

status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Pocheon 
YEONGPYEONG‧

YEONGSONG
72 Pig powder solid fuel 2011 ~ 2013 Fuel production facility 

not in operation

Gongju KEUMDAE 40 Geothermal facility 
garden 2011 ~ 2014

Failure to introduce 
biomass energy-generating 

facilities

Ministry of 
Environment

Gwangsan 
MANGWOL 50 Pig powder 

bio-energyization 2011 ~ 2014 Facility shutdown in 
about 10 months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irs

Wanju
DEOKAM 54 Solar energy, Geothermal 

heat 2010 ~ 2013
Failure to introduce 

biomass energy-generating 
facilities

Korea Forest 
Service

Bonghwa 
SEOBYEOK 53 Wood pellet boiler 

district heating system 2010 ~ 2012 District heating system 
shutdown after 3 years

Hwacheon
YOOCHON 53 Wood pellet‧chip boiler 

district heating system 2011 ~ 2013 Operating district 
heating system

Table 1. Current status of Low Carbon Green Villag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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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지면서 지역난방 참여가구들의 탈퇴가 증가하고 연

료비 및 전기요금 과다 지출로 운영 적자가 심하여 2016
년 1월부터 주민합의로 지역난방 가동을 중단하였다

(Ryu et. al., 2019).
화천군 산림탄소순환마을은 2014년 조성되어 목재펠

릿과 목재칩 겸용 보일러 가동을 통해 유촌리 노인정 2곳
과 주민들의 주택 74호의 난방을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로 공급하였다. 사업초기부터 설치된 보일러 용량은 상

당히 큰 반면 지역난방에 참여하는 가구는 적어서 운영

적자가 심하였다. 현재까지 보일러 가동으로 지역난방을 

하고 있지만 초기 지역난방에 참여했던 가구 중 절반이

상이 탈퇴하여 2018년 9월 시점으로 36가구만 지역난방

을 사용하고 있어 지속적인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보일러 관리자 인건비 및 시설 유지‧보수를 위

한 비용 등은 화천군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난방방식에 따른 차이는 개별 주택에서 소형 보일러

를 이용하여 온수를 생산하여 난방을 하는 개별난방과 

대형보일러에서 생산된 열을 열배관을 통해 개별주택에 

온수를 공급하는 지역난방으로 나눌 수 있다. 사용자 입

장에서 지역난방을 사용하면 개별난방 보일러의 미설치

로 공간 활용과 유지·보수 관련 편의성 편익이 발생하는

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불의사액 분석 연구에서 Gcal 
당 5,775 원을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Lim 
and Yoo, 2016). 공급적인 측면에서 지역난방의 이점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이상적인 조건에서 지역난방이 개별

난방에 비해 약 14%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으로 분석

되어 개별난방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Kim, 2009). 또한 산업연관분석에서 지역난방은 개

별난방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 and Yoo, 2017). 그러나 가정용 열수요에 의존하

는 경우 계절과 날씨 등으로 열수요가 고르지 않고 열부

하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고른 열부하를 갖는 수요처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며 열수요에 따른 최적의 열생산 

및 공급 시설의 설계가 필요하다(Kim, 2009).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지역난방은 개별보일러 미

설치로 인한 편의성  뿐만 아니라 가정용 목재펠릿보일

러 사용자들이 많은 불만을 호소하는 지속적인 연료공급

의 어려움과 고장 시 사후 서비스 지연 등의 불편함을 해

결할 수 있다(Woo and Ban, 2010). 봉화군에 조성된 산

림탄소순환마을은 산림바이오매스센터에 500 kW와 

600 kW용량의 목재펠릿 보일러를 설치하여 열배관을 

통해 2013년부터 마을 주택 106호에 온수를 공급하는 

지역난방을 실시하였으며 화천군에 조성된 산림탄소순

환마을은 산림바이오매스센터에 1,600 kW 용량의 목재

펠릿·목재칩 겸용보일러를 설치하여 열배관을 통해 

2014년부터 마을 주택 74호와 노인정 2곳에 온수를 공

급하는 지역난방을 실시하였다. 산림청은 사업 대상지 

공모 과정에서 산림탄소순환마을의 개념으로 산촌지역

을 대상으로 산림을 가꾸고 필요한 연료 및 주택‧시설자

재 등을 자체 생산한 목재(부산물 포함)로 이용하고 재생

산하는 탄소순환시스템을 갖춘 마을을 제시하였으며 

2010년과 2011년 대상지 마을을 선정하면서 원료 수급

계획과 산림바이오매스 연료 사용에 따른 화석연료 대체

효과 등을 분석하여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의 타당

성을 제시하였다(Seo, 2012). 봉화군 산림탄소순환마을

의 경우 마을의 난방을 산림바이오매스로 화석연료를 대

체할 경우 연간 약 884 tCO2의 탄소가 저감될 것으로 추

정하였다(Kim et al., 2010).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보고

서(2013, 2014)에 따르면 봉화군 산림탄소순환마을은 2
개월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약 66,000 리터의 등유 사용 

절감과 166 tCO2의 탄소저감 효과가 있으며, 화천군 산

림탄소순환마을은 4개월의 시범 운영기간 동안 약 

67,000 리터의 등유 사용 절감과 168 tCO2 탄소저감 효

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

림탄소순환마을 시범사업지 중 지역난방이 가동되고 있

는 화천군 산림탄소순환마을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2.2. 연구방법

화천군 유촌리 파로호 느릅마을에서 목재칩‧목재펠릿 

겸용보일러가 설치된 74가구 중에서 조사 기준일로 설정

한 2019년 10월말까지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있는 참여

가구와 지역난방에서 탈퇴하여 개별난방을 하고 있는 탈

퇴가구로 구분하여 인식 비교분석을 위한 설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의 구성은 지역난방 참여가구와 탈퇴가

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구분하여 개별 제작 후 설문에 

활용하였다. 기본적인 설문구조는 두 집단이 동일하며 

현재 지역난방의 사용 여부가 집단별 상이하므로 설문내

용 일부에 시점별 차이를 적용시켰다. 설문의 내용은 산

림바이오매스 이용 지역난방의 장점과 관련한 지역난방 

유용성, 친환경성, 신뢰성에 관한 인식, 사용과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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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그리고 정책 추진 및 지원과 관련한 향후 발전가능

성 및 지역 환경문제 관심 등의 비교를 위한 5점 리커트 

척도를 구성하였으며, 탈퇴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

내용에 탈퇴하게 된 원인과 향후 재사용 의사 등의 설문

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분석하고자 가구의 세대원수, 연간수입, 세대주 직업 등 

일반사항을 질문하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설문자료 수집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설문조사

지를 활용한 면접조사로 이루어졌으며, 면접조사는 마을

가구 직접 방문을 통해 수집되었다. 설문지는 조사 기준

까지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있는 36가구 중 36가구의 설

문지가 회수되었고, 지역난방을 사용하지 않는 탈퇴가구 

38가구 중 사망이나 이사 등으로 설문이 불가능한 4가구

를 제외한 34가구 중 31가구가 조사되어 총 67가구의 설

문지가 수집되었다. 그리고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내용 

미기입 및 부실한 응답내용이 포함된 설문지가 없었으며 

67부의 설문지가 모두 분석에 사용되었다(Table 2).
집단별로 수집된 설문형태별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객관식 설문의 경우 빈도분석으로 수치화 후 비율로 변

환하였고, 주관식 설문의 경우 유사응답별로 분류하여 

유형화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난방의 친환경성 

및 만족도에 대한 조사 항목은 5점 리커드 척도를 활용하

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필요한 데이터는 

윈도우10 기반의 SPSS ver.18.0 버전을 이용하여 t-test 
분석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일반사항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에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

한 지역난방에 참여했던 가구들의 평균 소득과 세대주 

연령, 세대 구성원수, 그리고 주요 소득원은 참여가구와 

탈퇴가구 두 집단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세부적으

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은 천만원~2천만원 사이의 가구가 

양 집단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세대주 연령 또

한 60대가 양 집단 모두 50% 이상의 분포를 보였다. 세
대 구성원 수는 2인 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소득원은 참여가구의 44%가 농업, 탈퇴가구의 

42%가 농업으로 나타났으며 사업 참여 전 난방유형은 

기름보일러가 각 75%와 84%로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일반 특성의 구성 항목을 통해 조사대상 

마을의 가구는 산촌마을 전형적인 고령화된 2인가구로 농

업중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2.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지역난방 설치 전 정보 습득 

경로 및 참여 동기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과정에서 지역난방 설치 전 산

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지역난방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 

주요 경로는 두 집단 모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알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역난방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서

는 두 집단 모두 경제성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비율은 

67%와 42%로 큰 차이를 보였고 탈퇴가구에서는 국가

보조금을 경제성과 비슷한 35%를 차지한 반면 참여가구

는 국가보조금을 선택한 비율이 11%로 편리성 14% 보
다 낮게 나타났다(Fig. 1, Fig. 2).

3.3. 유용성에 관한 인식 비교

유용성에 관한 참여주민과 탈퇴주민의 인식 비교는 

개별난방 대비 지역난방의 관리 시간과 노력 소요, 난방

비 소요, 안정성, 공간 활용의 용이성 등 4개 항목으로 세

분화하여 집단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4개 

항목 모두 t값이 ±1.678 보다 크게 나타나 다르게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수준 또한 p<0.01 수
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able 4). 세부내용을 

Number of subjects 
surveyed

Households to be 
surveyed

Collected 
questionnaires

Error 
questionnaires

Questionnaires used in the 
study

Participating households 36 36 0 36

Withdrawal households 34 31 0 31

Total 70 67 0 67

Table 2. Number of questionnaires surve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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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ths obtained information. Fig. 2. Motive of participation.

Item Participating households(%) Withdrawal households(%)

Household annual 
income

Less than 10 million won 28 26
10 million won~less than 20 million won 36 42
20 million won~less than 30 million won 17 16
30 million won~less than 40 million won 6 0
40 million won~less than 50 million won 3 10
More than 50 million won 6 3
No  answer 6 3

Age of householder

Under 30s 11 6
40s 22 19
50s 8 16
60s 53 52
Over 70s 6 6
No  answer 0 0

Number of 
household members

1 person 8 1
2 people 16 18
3 people 5 1
4 people 2 4
5 people 2 0
No  answer 3 0

Major source of 
income

Farming 44 42
Self-employment 14 13
Company employee 11 6
etc. 22 39
No  answer 8 0

Heating type before 
participation

Wood boiler 3 0
Coal briquette boiler 0 3
Oil boiler 75 84
Electric boiler 6 13
No  answer 6 0

Table 3. General aspects of the households surveyed



345산림바이오매스 이용 마을단위 지역난방에 관한 주민 인식 분석 - 화천 산림탄소순환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

살펴보면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지역난방이 개별난방에 

비해 적은 관리 시간와 노력이 소요된다는 인식은 참여

가구 4.42점, 탈퇴가구 3.32점으로 참여가구가 높게 인

식하고 있었으며, 적은 난방비 소요 역시 3.97점과 2.39
점, 안전성 4.47점과 3.58점, 공간 활용의 용이성 4.31점
과 3.55점 등 4개 항목 모두 참여가구가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인식 차이를 보이며 탈퇴

가구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은 난방비 소

요(2.39점)에 관한 것으로 탈퇴가구는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지역난방 방식의 난방비 소요에 대해 부정적 인식

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난방 납부 

내역 데이터를 통해 추가 분석한 결과 탈퇴가구의 실제 

연평균 난방비 지출은 147만원으로 참여가구 105만원

에 비해 많은 난방비를 납부한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3.4. 친환경성에 관한 인식 비교

친환경성에 관한 항목은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지역난

방으로 인한 마을 대기환경 쾌적, 환경 보전 도움, 친환경 

에너지 사용이라는 인식 등 3가지 구성으로 설문되었다. 
t-test를 통한 집단간 유의성 검증 결과 3개 항목 모두 유의

하게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 수준은 친환경 에너지 사용 

인식 항목은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대기환경 쾌적, 환경 보전 도움 항목은 p<0.01 수준에서 

Item

Average Standard deviation

t value p valueParticipating 
households

(N=36)

Withdrawal 
households

(N=31)
Group1 Group2

District heating using forest biomass makes the 
atmosphere in the village more pleasant than 
individual heating

4.43 3.45 .83 .72 4.606 .000**

District heating using forest biomass is more 
conducive to environmental conservation than 
individual heating

4.42 3.77 .60 .80 3.727 .000**

District heating using forest biomass is more is more 
eco-friendly than individual heating 4.47 4.06 .65 .89 2.152 .035*

*.p<0.05, **.p<0.01

Table 5. Comparison of perceptions about environment

Item

Average Standard deviation

t value p valueParticipating 
households

(N=36)

Withdrawal 
households

(N=31)
Group1 Group2

District heating using forest biomass requires less 
management time and effort than individual heating 4.42 3.32 .81 .83 5.457 .000**

District heating using forest biomass requires less 
heating bills than individual heating 3.97 2.39 1.13 .95 6.133 .000**

District heating using forest biomass requires is 
safer than individual heating 4.47 3.58 .70 .92 4.499 .000**

District heating using forest biomass makes space 
easier to use than individual heating 4.31 3.55 .79 1.06 3.350 .001**

**.p<0.01

Table 4. Comparison of perceptions about use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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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평균을 살펴보면 참여가구의 경우 3개 항목 평

균이 5점 만점에 4.4점을 넘어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하

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고, 탈퇴가구 역시 각 항목별 

3.45점, 3.77점, 4.06점 등으로 보통 이상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

는 항목은 대기환경 쾌적 항목으로 탈퇴가구는 산림바이

오매스 활용 지역난방이 개별난방에 비해 마을 대기환경 

쾌적에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탈퇴가구도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지역난

방이 개별난방에 비해 친환경 에너지라는 인식(4.06점)은 
조사된 3개 항목 중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Table 5). 

3.5. 신뢰성에 관한 인식 비교

신뢰성에 관한 항목은 운영주체의 신뢰, 사용량 등 정

보 확인의 신뢰, 일관성 있는 운영 정보 제공의 신뢰 등 3
가지 구성하여 설문되었다. t-test를 통한 집단간 유의성 

검증 분석 결과 3개 항목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통계

적 유의 수준은 일관성 있는 운영 정보 제공 신뢰 항목이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지역난방서

비스 운영 주체의 신뢰와 지역난방서비스의 사용량 등 

정보 신뢰 항목은 p<0.01 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난방서비스 운영 주체의 신뢰 항목은 참여가구 4.43점, 
탈퇴가구 3.45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고 조사된 3개 항목 중 탈퇴가구에서 가장 낮은 평가

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비해 운영 정보 제

공 신뢰 항목은 탈퇴가구에서 가장 높은 평가(4.06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이 결과를 통해 신

뢰성에 관한 인식을 해석해 볼 때 탈퇴가구는 지역난방

을 관리하고 있는 산림바이오매스센터의 운영 주체에 대

해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운영 

정보 제공에 있어서는 상대적 신뢰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 운영과 관련한 참여와 비참여에 따른 내부 갈등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Item

Average Standard deviation

t value p valueParticipating 
households

(N=36)

Withdrawal 
households

(N=31)
Group1 Group2

Confidence in the operating body of district heating 
services 4.43 3.45 .83 .72 4.606 .000**

Confidence in information of district heating services 4.42 3.77 .60 .80 3.727 .000**

Confidence in providing consistent information 4.47 4.06 .65 .89 2.152 .035*

*.p<0.05, **.p<0.01

Table 6. Comparison of perceptions about reliability

Item

Average Standard deviation

t value p valueParticipating 
households

(N=36)

Withdrawal 
households

(N=31)
Group1 Group2

Overall complexity of the use process 2.03 2.52 .94 .81 -2.256 .027*

Takes a lot of time to become familiar with how to use 1.97 2.71 .91 .97 -3.204 .002**

Psychological burden on use 1.89 2.77 1.09 1.26 -3.088 .003**

*.p<0.05, **.p<0.01

Table 7. Comparison of perceptions about the us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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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용과정에 관한 인식 비교

사용과정에 관한 항목은 복잡성, 사용법 숙지, 사용의 

심리적 부담 등 3가지 구성하여 설문되었다. t-test를 통

한 집단간 유의성 검증 결과 3개 항목 모두 유의하게 나

타났다. 통계적 유의 수준은 사용법 숙지와 사용의 심리

적 부담 항목이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고, 복잡성 항목은 p<0.01 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결과를 살펴보면 사용과정의 

복잡성, 사용법 숙지, 사용의 심리적 부담 등 모든 항목에

서 탈퇴가구가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용과정의 전반적인 복잡성은 참여가구 2.03점, 탈퇴가구 

2.52점으로 가장 낮은 차이를 보였고, 사용의 심리적 부

담 발생에서 참여가구 1.89점, 탈퇴가구 2.77점으로 가

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이 결과

를 통해 사용과정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해석해 보면 사

용과정의 복잡성이나 시간소요로 인한 지역난방 탈퇴보

다는 사용에 심리적 부담이 탈퇴 원인에 더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알 수 있다. 

3.7.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지역난방 정책지원에 관한 인

식 비교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지역난방 정책지원에 관한 인식

과 관련하여 향후 발전가능성과 지역 환경 문제의 관심을 

비교분석하였다. t-test를 통한 집단간 유의성 검증 결과 

2개 항목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 수준은 

향후 발전가능성과 지역 환경문제 두 항목 모두에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세부적인 결

과를 살펴보면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해 참여가구 4.06
점, 탈퇴가구 3.35점으로 평균 이상의 응답을 보였고, 탈
퇴가구가 참여가구에 비해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환경 문제 관심 항목에서도 참여가구 

3.94점, 탈퇴가구 3.29점으로 탈퇴가구가 참여가구에 비

해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두 항

목간 비교에서는 두 집단 모두에서 향후 발전가능성을 지

역 환경문제 관심보다는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추가적으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지

역난방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으로 지속적인 연

료공급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수익시설 추가적인 설치에 대한 응답이 있었다. 집단별

로는 참여가구에서 주민참여방법의 개선, 탈퇴가구에서

는 기존 지역난방시설 정비 필요의 답변이 도출되었다. 한
편, 탈퇴가구를 대상으로 향후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지역

난방의 재사용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에서 77%
가 재사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4. 결 론

화천 산림탄소순환마을의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지역난방에 참여했던 가구들 중 사업 참여 동기부터 사

업에 대한 인식과 참여 후 만족도 등을 참여가구와 탈퇴

가구 간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분석 하였다.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경로는 거의 유사하였으나 지역난방에 대한 

기대와 인식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탈퇴가

구 집단에서는 참여가구에 비해 국가보조금 혜택을 참여 

동기로 선택한 비중이 높았으며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

한 지역난방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긍정적인 

평가는 다소 낮았다. 사용 후 지역난방 사용에 대한 만족

도에서는 참여가구는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매

우 높았으나 탈퇴가구는 평균적으로 편리성과 안전성에

서는 보통 이상의 긍정평가를 하였으나 경제성에서는 보

통 이하로 평가하였다. 지역난방 운영에 대한 평가에서

는 탈퇴가구 집단은 전반적으로 참여가구에 비해 낮은 

Item

Average Standard deviation

t value p valueParticipating 
households

(N=36)

Withdrawal 
households

(N=31)
Group1 Group2

Development possibility of district heating using 
forest biomass 4.06 3.35 1.01 .75 3.167 .002**

Interest in local environmental issues 3.94 3.29 1.04 .86 2.772 .007**

**.p<0.01

Table 8. Comparison of perceptions about policy for district heating using forest bio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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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를 보였으나 응답 결과는 보통이상으로 평가하였

다.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지역난방의 유용성 항목에서 

도출된 난방비 소요에 대한 탈퇴주민의 낮은 만족도와 

두 집단간의 비교에서 난방비와 관련한 항목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결과는 탈퇴의 직접적인 영향에 미

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부과된 난방비를 바탕

으로 연평균 난방비를 계산 하였을 때 탈퇴가구는 147만
원으로 105만원인 참여가구에 비해 많은 난방비를 납부

하였다. 따라서 탈퇴가구들의 탈퇴이유를 난방비로 선택

한 것은 납부한 비용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 때문일 가능

성이 크다. 분석된 사례의 세대 구성원 수는 두 집단 모두 

평균 2명으로 가구의 일반적인 상황은 큰 차이가 없기 때

문에 참여가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방비를 많이 납부

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지역난방 운영에 대

한 불만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현장 설문조사에

서 탈퇴가구의 경우 노후 주택이 많았는데 두 집단 간 난

방비의 차이는 주택의 단열효과에서 난방비 차이를 유발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탈퇴가구의 재참여를 유도

하기 위한 추가 사업이 지원된다면 노후 주택의 단열효

과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Kang et al.(2014) 등은 산림바이오매스를 산림에서 

수확하여 연료로 가공한 후 열과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

하는 시스템에 대해 타당성 분석를 살펴보면 열의 경우 

열 판매 단가와 열 이용률에 따라서 산림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격에 큰 차이를 보였으나 

열이용률이 80% 이상에서는 급경사 지역에서의 산림바

이오매스 이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스템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기의 경우 전기 판매단

가와 이용률이 121.6원/kWh와 80% 이하일 경우 경제

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 

있는 화천 산림탄소순환마을의 연간 연료 사용량을 기준

으로 발열량을 계산하여 가구당 난방으로 이용되는 열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48가구가 지역난방에 참여한 2017
년 열이용률이 37%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 2019). 따라서 운영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탈퇴가구의 재참여를 유도하고 추가적인 열 사

용처를 발굴해서 열이용률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대책

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행히 탈퇴가구의 77%는 향후 재

사용 의사가 있다고 하였으며 지역난방 추천 의향이 높

은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참여가구의 증가로 열사용률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탈퇴가구와 참여가구 모두 

지속적인 연료공급 시스템 개발을 정책지원 요구 사항으

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는데 2018년 겨울부터 화천군 산

림탄소순환마을은 인접한 국유림에서 매년 산림바이오

매스를 수확하여 지속적으로 연료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가고 있어 산림탄소순환마을의 발전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지속적인 연료 공급 시스템의 안정화를 통

해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주민의 참여방

법 개선을 통해 탈퇴가구와 참여가구 모두 산림바이오매

스를 활용한 지역난방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도록 유도한다면 화천군 산림탄소순환마을은 운영 수익 

개선을 통해 마을의 경제적 이익 창출뿐만 아니라 친환

경 에너지 사용을 통한 마을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이에 

따른 파급효과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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