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Bio-based Economy in the Netherlands  
  네덜란드의 바이오 경제 

바이오 경제에서는 플라스틱, 수송용 연료, 전기, 열을 

비롯한 일상의 모든 것들이 화석 연료가 아닌 생물 

자원으로부터 생산된다. 생산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생물자원 활용이 최적화되면서 자원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네덜란드에서 바이오 경제는 지난 10년간 폭넓게 

수용되어 왔다. 그 배경에는 지속 가능성의 추구, 화석 

연료의 유한함에 대한 인식, 재생가능한 생물자원의 

활용이 네덜란드 기업들에게 가져온 경제적 기회,    

이상 세가지 동기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세계적 수준의 농식품/화학산업은 바이오 경제로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 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농식품 

수출량은 세계 2위이며, 화학산업계는 지난 10년 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매출과 생산성 30% 향상, 에너지 

소비 25% 절감이라는 뛰어난 성과를 이룬 바 있다. 

선진화된 에너지 산업과 다수의 혁신적 중소기업, 

국제적 항구, 높은 교육 수준이 함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은 상호 협력하며 바이오 경제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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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최적화된  경작과 바이오매스 생산  

네덜란드가 보유한 200만 헥타르 가량의 농지는 

단위면적 당 유럽 최고 생산량을 자랑한다. 

관련산업을 포함한 농업 분야의 총 부가가치는 

2010년 기준 약 500억 유로로(74조원),          

국가 전체 부가가치의 9 % 를 차지한다 

원예작물 분야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작물 개량과 종묘 재배/거래에만 300여 회사,   

만 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으며, 매년 20억 유로의 

수익을 내고 있다. 전체 수익의 15% 가량은 연구 

개발에 재투자 된다. 종자 시장(씨, 구근, 묘목 

등)에서도 씨감자 국제 거래량의 60%, 과채류 

종자의 35%가 네덜란드산일 정도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민관 협력 지원 

기구인Green Genetics Centre of Excellence가 

설립되어 있고, Rijk Zwaan, Nunhems, Enza, 

KeyGene, Syngenta, Novartis 와 같은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바이오 리파이너리 

네덜란드에서는 농업 부산물 재활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종래 대다수가 가축 사료로 

활용되었던 것에서 나아가 보다 다양한 활용처를 

찾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단백질 

함량이 높은 부산물에서 식용 단백질이나 산업용 

효소를 추출해 내려는 시도가 활발하다.  

Grassa 컨소시엄은 콩과식물로 부터 사료용 

단백질과 제지 공업용 섬유질을 분리해낼 수 

있는 이동식 시스템을 개발했다. Newfoss사 

역시 잡풀, 낙엽과 같은 값싼 잔류물들로부터 

섬유질을 얻는 호기성 공정을 개발했고, 

판지제조사인 Solidpack은 식물에서 추출한 

섬유질을 원료로 제지를 생산하는 시범 플랜트를 

운영하고 있다. HarvestaGG 컨소시엄은 식물성  

 

부산물로부터 단백질과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는 

사업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Avebe사는 

감자 전분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로부터 

고품질의 식용 단백질을 생산하고 있다. 

Cosun사는 사탕무 펄프 가공 시범 플랜트를 

운영하면서 몇몇 성공적 연구 결과들을 대상으로 

상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Synbra, Purac, 

Suikerunie사로 구성된 Dutch Grown 

Polymers 컨소시엄은 사탕무에서 PLA를 

생산하는 공정의 사업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 

  

FloraHol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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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분야도 부산물 재활용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토마토 줄기에서 나온 섬유질로 토마토 

포장박스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SmurfitKappa사가 대표적이다. 독일의 

제약회사와 협력하여 심부전증 치료를 위한 

식물성 원료를 개발 중인 

Emmen/Klazienaveen사와 같이 의약/화장품 

제조에 고분자 화합물을 제공하기도 한다.    

일부 원예 농가들은 조류로부터 단백질, 지방산, 

산화방지제, 착색제 등을 생산하는데도 관여하고 

있다. 

발효공정은 부산물 재활용 관련 핵심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주로 가축 분뇨, 식품 산업 폐기물, 

하수처리 후 침전물을 원료로 하며, 적은 

양이지만 옥수수와 같은 에너지 작물도 이용된다. 

발효공정을 통해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해 메탄 함량을 높인 뒤, 

천연가스망에 공급된다. 현재 바이오가스 

정제에는 다양한 기술들이 상용되고 있다. 

2012년 가동중이었던130개의 혐기성 소화 

플랜트 중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천연가스망에 

공급한 플랜트는 10개소였다. 그 중 4곳이 

매립지형이었고, 소화조, 폐수처리, 복합형이 

각기 2 곳 씩이었다. 개별 플랜트 규모는   

25~750 Nm3/h 사이로 전체 생산량은 3,750 

Nm3/h 수준이었다. 모든 사업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산물 협회는 

제지/식품가공 업체들과 함께 ‘고품질의 바이오 

소재 개발을 통한 자원 순환 달성’을 목표로 

Dutch Biorefinery Cluster(DBC)를 설립했다. 

클러스터에는3만 6천여 농가와 낙농가가 

소속되어, 사탕수수 1000만톤(Cosun), 우유 

800만톤(FrieslandCampina), 

전분300만톤(Avebe), 감자 100 

만톤(LambWeston/Meijer), 펄프 320만톤(20개 

회사)에 달하는 원료를 처리하고 있다.  

 

바이오 화학과 바이오 소재 

화석연료를 바이오매스로 대체할 수 있게 되면서 

화학산업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바이오매스는 재생 가능한 자원이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특정 지역에 

편재되어 있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네덜란드 

화학업계는 향후 25년 내 화석 연료 사용을 

절반으로 줄일 것을 공언했다. 다국적 기업인 

Shell, DSM, AkzoNobel 등이 바이오화학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DSM의 경우 바이오플랫폼화합물(Reverdia, 

Roquette와 공동으로 숙신산 생산),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에탄올(POET와 합작)을 

생산 중이다. CRODA, Nuplex Resins, 

PURAC사는 바이오매스로부터 고분자 화합물을 

제조하고 있고, BioMCN은 바이오 메탄올을 

공급하고 있다. 신규 시장 진입자인 Avantium은 

Coca-Cola, Danone, Solvay, Rhodia,       

Tejin-Aramid사와 협력, 바이오FDCA 

(테레프탈산의 단위체로 주로 PET제조에 쓰임) 

생산 시범 플랜트를 운영하고 있다. 기타 바이오 

플라스틱/화합물 제조업체로는 Synbra, NSP, 

Rodenburg Biopolymers사가 있으며, 바이오 

포장재, 코팅, 건축자재 분야에도 다수의 

제조업체들이 있다.  

 

DSM 
NL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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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연료 

네덜란드의 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용량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 유럽연합이 

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을 

14%까지 늘리기로 결의했고, 네덜란드 정부가 

이보다 높은 16%를 제시하면서 바이오매스 

에너지에 대한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아직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신재생 에너지원들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며 

사용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발전사들은 EU의 

신재생에너지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에 대비하여 바이오매스 혼소 혹은 

바이오매스 전용 발전소들을 건립하고 있다. 

Borssele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를 

바이오매스 발전소로 전환할 계획인 Delta사가 

한 예다. 네덜란드에너지연구센터(ECN)와 

Topell Energy, Foxcoa사 등은 바이오매스 

전처리(건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교통분야에서는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2012년 의무 혼합기준은 

4.5%였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바이오연료 관련 

프로젝트가 계획/실행 초기 단계 중에 있다. 

2012년 말, BioMCN, Siemens Netherland, 

Linde, Visser & Simt Hanab의 합작회사인 

Woodsprit은 유럽연합으로부터 바이오메탄올 

플랜트 건립에 약 3천 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DSM사는 POET과 함께 2세대 바이오에탄올 

사업을 시작했다. KLM은 최근 뉴욕과 

암스테르담을 오가는 항공편에 폐식용유에서 

얻어진 케로신을 혼합한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아래 표는 2005~2012년 사이 바이오 에너지 

생산량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네덜란드의 바이오 에너지 사용현황 

PJ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연료 

바이오 가스 

기타 

스토브(기업) 

스토브(가정) 

혼소 발전 

폐기물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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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 

다음은 바이오경제 관련 주요 민관협력 연구 프로젝트 들이다. 

 

  

프로젝트 중점 분야 참여기관 

ACCRES 신재생에너지·친환경 자원 응용연구센터. 시제품 

테스트와 시범사업 수행 

Wageningen University,   Research Centre 

Plant, Environment Field Studies, WUR 

Animal Sciences Group 

AlgaeParc 해양 바이오매스 연구 센터. 광합성 배양기 간 비교 연구 

진행 

WUR –업계와 협력 가능 

BioSolar Cells (21) 새로운 에너지 매체로서 미생물의 향광성과 광화학 

반응 연구  

Leiden University, WUR, 식품· 화학·바이오 

연료 분야 19개 회사 

Green Genetics 

Centre of Excellence  

작물 개량 분야 산학 협력  Technological centre of excellence (2007) 

Knowledge Centre of 

Vegetable Substances  

원예 부산물 재활용과 고부가가치 추출물 생산에 주력.  

KP로부터 행정절차 관련 도움과 혁신적 프로젝트 

양성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음 

Knowledge centre, Commodity Board for 

Horticulture, Kenniscentrum Plantenstoffe 

(KP) 

CatchBio 생체촉매 반응 연구. 화합물, 바이오 연료, 의약품 

생산과 관련된 촉매 공정에 중점 

UU(코디네이터), WUR, UvA, TUD, TU/e, UT, 

Radboud University, ECN, 11개 회사  

BE-Basic 바이오화학·소재 관련 기술개발에 주력. 연구부터 

실증까지 전 과정을 포괄할 수 있는 시설 갖춤 

(Bioprocess Pilot Facility).   

TUD(코디네이터),  15개 교육기관 

(외국기관 3곳 포함), 14 개 회사 

Dutch Polymer 

Institute & DPI Value 

Centre 

바이오 플라스틱 활용방안 연구.  DPI는 수요중심 

연구를 주도하고, Value Centre는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함  

Technological centre of excellence (1997) 

Bio-based 

Performance 

Materials 

새로운 고분자 물질 개발과 기존 고분자 물질 성능 

개량에 관한 응용 연구  

WUR(코디네이터), TU/e, UU, RUG, 40여  

회사  

Carbohydrate 

Competence Centre 

(CCC) 

탄수화물의 합성과 분해, 바이오 연료·소재로의 전환 

연구  

19개 회사,  6 개 교육기관 

BIOCAB 북부 네덜란드 지역 연합 프로젝트. 농업 부산물로 부터 

섬유질(BIOFIB), 화합물(BIOSYN), 무기질(BIONPK) 등을 

생산하는 기술 개발에 주력 

WUR, RUG, 10 개 회사  

ISPT 친환경 공정 기술 연구. 목질 섬유소의 정제와 농업 

부산물로부터 단백질 추출 등   

가공업계와 교육기관 합작  

AMIBM 

 

바이오 소재 연구기관. 셀룰로오스 섬유, 녹말, 첨가제, 

고무, 플랫폼화합물, 의약품 등 

Chemelot Campus, , RWTH , Fraunhofer 

Chemelot Institute 

for Science and 

Technology 

바이오 의약품과 플랫폼화합물 제조 공정에 중점을 둔 

연구기관  

DSM, TU Eindhoven. 

Shared Research 

Centre Biobased 

Aromatics 

바이오 향료 응용연구 Green Chemistry Campus, TNO, V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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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클러스터  

각 지역마다 유수의 바이오 클러스터들이 

생겨나고 있다. 지방 정부와 참여 기업들의 

적극적 협조로 구성원들 간 원할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경지대에 위치한 

클러스터에서는 이웃 국가들과의 협력 모색도 

증가하는 추세다.  

 

 

 

암스테르담 항 

폐유기물을 재처리해  퇴비, 연료 등 

고부가가치 산물을 생산하는 데 주력 

 Orgaworld, Cargill, Greenmills  

 

델타 South Wing 

로테르담 항 – 바이오 항구 

바이오 기술 특화 캠퍼스 – TU Delft 

델타  

농업 :  Cosun, LambWeston 

화학 : Sabic,  DOW, Purac, Nuplex 

벨기에와 협력 

                                네덜란드 동부 

바이오 에너지 : BTG, Byosis, ROVA 

코팅 : Akzo Nobel, Van Wijhe, Rolsma 

섬유 : Ten Cate  

림부르크 

화학 : DSM, Sabic,  Lanxess, Avantium 

네덜란드 북부 

농업 : Avebe, Friesland Campina, Cosun 

화학 : Bio MCN  

독일과 협력 

Brainport Eindho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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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10년 간 바이오경제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행 초기 

정부의 주된 역할은 어젠다 설정과 네트워크 

구축이었다. 경제부 산하에 바이오경제 전담 

부서를 설치해 각 정부 부처의 관련 정책을 

조정하도록 했고, 유럽 연합 내에서는 프랑스, 

독일과 협력하여 바이오경제로의 이행을 

지지해왔다. 이는 EU 비전 ‘지속 가능한 유럽 

바이오경제를 위한 전략’이 도출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네덜란드는 ‘Top Sector’ 를 

지정하여 지식발전과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Top 

Sector는 헤드쿼터, 농식품, 화학, 에너지, 

생명과학•보건, 원예•종자, 물류, 하이테크 

시스템•신소재, 창조 산업 이상 9개 영역이다. 

바이오경제는 자체 프로그램과 Knowledge & 

Innovation Top Consortium을 갖춘 광의의 

주제로 지정되어 있다. 

경제부는 정부, 기업, 연구기관 사이의 ‘황금 

삼각지대’ 협력을 꾸준히 강조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바이오 분야 신사업 

모델 발굴에 특화된 두 개의 플랫폼을 개설했다.  

 

 

 

  

 

정부는 기업들과 ‘녹색 합의’ 를 통해 바이오경제 

기반 확립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기업들간의 네트워크 형성, 시범 단지 조성 

등 자주 마찰을 빚어온 사안들에 대해 법과 

규제를 과감히 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고분자 화학제조업계와는 바이오 원료 사용 

여부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여 원료 공급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 다른 한편으로는 

보조금과 세제 혜택으로 바이오 에너지 사용 

확대를 장려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네덜란드는 선진농업 기술과 

지식인프라를 바탕으로 바이오경제로의 이행을 

선도하고 있으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바이오경제에 초점을 맞춘 미래 전략을 

수립해나가고 있다. 

 

문의 

주한네덜란드 대사관 과학기술부 

 seoul@ianetwerk.nl 

Holland, 
Waar een klein land 
groot in kan zijn! 
 
How a small country  

can be great  
  

Rijkswatersta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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