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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6 결론및정책건의∣
제 절 결론1

기후 및 환경현황 종합 분석1.

서울시 기후현황1)

전세계 기후변화와의 비교(1)

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전지구 지표기온은 지난 년간 약IPCC 4 100 (1906~2005) 0.074○ ℃

년 상승하였고 그 중 육상의 기온은 년 년 정도 상승함/ ±0.18 , 0.068 / ~0.084 / .℃ ℃ ℃

이에 반해 서울의 기온 증가는 전지구 육상 기온증가보다 약 배정도 크며 년대2 , 1980○

이후 증가하는 양상이 뚜렷하여 전지구 기온변화 추이를 잘 반영하고 있음.

서울시 기후 변화분석(2)

서울기상대의 최근 년간 의 기상요소별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기상 현황을10 (1996-2005)○

분석한 결과 평균기온 연강수량 평균풍속 상대습도 일, 12.9 , 1,537.9 , 2.1 , 62.7%,℃ ㎜ ㎧

조시간 으로 나타남1,884.7hr .

구분
기온( ) 연강수량

( )
평균풍속

( )
상대습도

(%)
일조시간

(hr)평균 평균최고 평균최저
년1996 12.3 16.8 8.4 1,256.6 2.2 61.5 2,168.1
년1997 13.0 17.7 8.8 1,210.2 2.3 62.0 2,318.3
년1998 13.8 18.4 9.9 2,349.1 2.2 64.7 2,080.2
년1999 13.3 17.9 9.1 1,733.2 1.9 65.2 2,143.8
년2000 12.7 17.2 8.6 1,186.8 2.2 63.7 1,506.2
년2001 12.9 17.4 9.0 1,386.0 1.8 60.9 1,605.3
년2002 12.9 17.2 9.1 1,388.0 2.1 62.1 1,421.4
년2003 12.9 17.0 9.2 2,012.0 2.0 64.6 1,449.7
년2004 13.4 17.7 9.6 1,499.1 2.3 62.0 2,116.6
년2005 12.1 16.4 8.5 1,358.4 2.4 60.6 2,037.1

평균 12.9 17.4 9.0 1,537.9 2.1 62.7 1,884.7
자료 기상연보 기상청: , 1996~2005,

[ ]



서울시 기후 ․ 에너지 지도 제작 차년도(2 )

- 368 -

년 년 기후 현황(3) 2005 , 2006

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연평균
년2005 11.91 24.56 15.41 -2.67 12.30
년2006 12.15 24.63 16.23 0.53 13.30

[2005 , 2006 ]

구분 평균 풍속 풍향 빈도 비고
년2005 1.81 서북서(WNW) 월 로 풍속 가장 빠름4 2.21
년2006 1.73 동북동(ENE) 월 로 풍속 가장 빠름4 2.29

[2005 , 2006 ]․

대기오염도 현황(4)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년 년 이었으며 황사를 제외할 시2005 58 / , 2006 60 /○ ㎍㎥ ㎍㎥

으로 년 이후 감소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그 외 다른 항목도 국가환경기준55 / 2003 .㎍㎥

및 서울시 연간 환경기준 이내로 양호함.

서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산업 활동 및 에너지 사용의 증가 등에 따라 오염물질○

의 배출량이 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정책추진 및 저공1990

해 자동차 보급 등으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구 분 SO2 PM10(TSP) O3 NO2 CO

국가 환경기준 년0.02ppm/ 년70(-) / 시간0.06ppm/8 년0.05ppm/ 시간9ppm/8
서울시환경기준 년0.01ppm/ 년60(-) / 시간0.06ppm/8 년0.04ppm/ 시간9ppm/8

권고기준WHO 년0.019ppm/ - 시간0.06ppm/8 년0.021ppm/ 시간8.6ppm/8
1995 0.017 78(85) 0.013 0.032 1.3
1997 0.011 68(72) 0.016 0.032 1.2
1999 0.007 66(84) 0.016 0.032 1.1
2000 0.006 65(99) 0.017 0.035 1.0
2001 0.005 71 0.015 0.037 0.9
2002 0.005 76 0.014 0.036 0.7
2003 0.005 69(69*) 0.014 0.038 0.6
2004 0.005 61(59*) 0.014 0.037 0.6
2005 0.005 58(56*) 0.017 0.034 0.6
2006 0.005 60(55*) 0.018 0.036 0.6

주 법규개정 으로 환경기준의 변화: (2001. 1.1) : SO2 년 년 기준삭제0.02ppm/ , PM10 70 / , TSP
비황사시 농도( *) PM10

자료 서울특별시 서울의 환경: , , 2005.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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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수송 난방 산업 발전

2000
327,267
(100%)

237,615
(73.5%)

36,167
(9.5%)

51,134
(16.3%)

2,351
(0.7%)

2001
381,601
(100%)

280,434
(73.5%)

36,426
(9.5%)

62,036
(16.3%)

2,705
(0.7%)

2002
388,619
(100%)

292,753
(75.3%)

33,249
(8.6%)

60,776
(15.6%)

1,841
(0.5%)

2003
385,480
(100%)

293,377
(76.1%)

31,459
(8.2%)

58,804
(15.2%)

1,840
(0.5%)

2004
353,623
(100%)

266,039
(75.2%)

36,566
(10.3%)

49,122
(13.9%)

1,896
(0.6%)

2005
357,636
(100%)

264,913
(74.1%)

42,348
(11.8%)

48,349
(13.5%)

2,026
(0.6%)

자료 서울시 년 서울의 대기질 평가보고서: , 2006 , 2007. 4.
서울시 서울의 환경 환경백서, 2006 , 2007

[ ] ( : / )

서울시 에너지원별 사용현황2)

서울시 전력 사용량의 경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년에 비, 2001○

하여 년에 약 백 십만 가량 사용량이 증가함최근 년간 년 년2006 8 5 MWh ( 10 (1996 ~ 2005 )

연평균 씩 사용량 증가5.2% ).

용도별 전력 사용량을 살펴보면 년 기준 서비스업 가정용 공공용- 2005 (58.3%), (28.6%),

산업용 의순이며 농립어업및광업용의경우 미만으로나타나고있음(6.6%), (6.4%) , 1% .

서울시의 최근 년간 년 년 도시가스 사용량은 연평균 의 성장률을 보10 (1996 ~ 2005 ) 5.7%○

이고 있으며 년 동안 약 배가량 증가하였으며 년에 비하여 년도의 겨울, 10 1.6 , 2005 2006

철 평균 온도가 높음에 따라 년 대비 년 도시가스 사용량은 약 감소한2005 2006 2.2%

것으로 판단됨.

년 및 년 도시가스 용도별 사용량은 가정용이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5 2006 60% ,

일반용 약 업무용이 약 를 보이고 있음13% , 15% .

지역난방을 제공하는 두 곳 공사 집단에너지사업팀과 한국지역난방공사 모두(SH ) 2005○

년에 비해 년 사용량이 일부 감소하여 두 곳을 합하면 년에 비해 년 사2006 , 2005 2006

용량이 약 가량 감소함8.7% .

상수도 급수량은 년 이후 년 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절수기 설치와2000 2005 .○

물 절약운동의 전개 및 유수율 제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결과 누수율 감소로 인해

년에 비해 년에 약 가량 감소함2000 200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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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 종합검토3)

도시 열섬 구조 변화(1)

년 월부터 년 월까지와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의 각 해에 대한 연2001 3 2002 2 2006 3 2007 2○

평균 기온의 분포 분석결과 두 해 모두 도시 중심의 동에서 서쪽 방향으로 상대적으로,

따뜻한 영역이 나타나고 북한산과 관악산 근처에 한랭한 지역이 나타남.

서울 경계 지역의 남서 및 남동 지역을 제외하고 기온은 상대적으로 낮고 여러 지점에○

서 고온핵 나타남 그 원인은 지표 피복 물질의 열용량의 차이에 비롯된다고 알려져 있.

음.

반면 년에는 년의 경우와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기는 하나 고온역이 서울의2006 2001○

양천과 영등포 등 서쪽 중심 지역 용산 지역 그리고 송파와 광진구를 중심으로 한 남, ,

동 지역에서 더욱 확대됨 이는 양천 영등포 지역과 송파 광진구 지역의 주거 지역. ․ ․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됨.

서울시 에너지 지도 제작2.

에너지 사용량 와 행정경계 토지이용 지적 등 공간정보를 연계하여 각 에너지DB , , GIS○

유형별, CO2 배출량 등의 지도를 제작함.

에너지 지도 작성범위는 다양한 공간범위 내에서 에너지 사용량 자료를 이용한 현황○

지도를 제작하고 기초 도면인 지형도 토지이용도 등과 연계하여 지도를 작성하고자함, .

분야 항목 범위 구축형식 자료 표출 비고

에너지

이용

지역난방 지역난방 사용량

서울시 자치구별-
서울시 동별-
블록 격자- or
시설물별-

에너지원별-
에너지 총량-

지적도 및
토지이용도
기반 도면

에너지 총량은
를 활용TOE

CO2 배출량은
에너지 사용량
을 활용

도시가스 도시가스 사용량
상수도 상수도 사용량
전력 전력 사용량
석유 석유 사용량구별( )
에너지
총량

지역난방 도시가스, ,
전력 총 사용량

CO2

배출량

에너지원별

전력 도시가스 석유( , , )
CO2 배출량

분포도

서울시 구별- - CO2 배출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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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별 지도제작1)

전력 사용량(1)

서울시 자치구별 전력 사용량 현황은 년 및 년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자치2005 2006○

구는 강남구이며 사용량이 가장 적은 자치구인 강북구에 약 배 가량 많음, 5.2 .

자치구별 전력 사용량(2006) 블록별 전력 사용량(2006)

도시가스 사용량(2)

서울시 도시가스 사용량은 년 대비 년에 약 정도 감소하였으며 사용량이2005 2006 1.4% ,○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이며 가장 적은 자치구는 금천구임, .

자치구별 도시가스 사용량(2006) 블록별 도시가스 사용량(2006)

지역난방 사용량(3)

서울시 지역난방 사용량은 년 대비 년에 총 부과량이 약 정도 감소하였으2005 2006 8.7%○

며 난방으로 쓰이는 에너지량이 가량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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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부과량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이며 가장 적은 자치구는 서대문구임, .○

자치구별 지역난방 사용량(2006) 아파트별 지역난방 사용량(2006)

상수도 사용량(4)

서울시 상수도 사용량은 년 대비 년에 약 정도 감소하였으며 월2005 2006 0.2% , 8, 9, 10○

에 사용량이 높으며 이는 여름철의 물수요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임.

상수도 사용량이 많은 자치구 강남구 송파구 노원구 강서구 서초구 등임: , , , , .○

자치구별 상수도 사용량(2006) 블록별 상수도 사용량(2006)

석유 사용량(5)

석유 사용량 는 한국석유공사의 자치구별 석유 소비량 년 년 자료를 확보DB (2005 , 2006 )○

하여 구축함.

서울시 석유 사용량은 년 대비 년에 약 정도 증가하였으며 자치구별로는2005 2006 4.2% ,○

년에는 강남구 강서구 마포구 서초구 년 기준으로는 강서구 강남구 마포구2005 , , , , 2006 , , ,

서초구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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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석유 사용량(2006) 자치구별 유형별 석유 사용량(2006)

에너지 다소비 업체(6)

서울시에서 제공 받은 년 년에 신고된 에너지다소비업체 를 기준으로2006 2007 DB GIS○

를 이용하여 지도상으로 표현함.

신고업체중 년과 년의 상위 개 업체를 확인한 결과 화력발전소와 지역난방2006 2007 5 , ,○

공사 관련 기관이 에너지 사용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에너지 총 사용량[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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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2) TOE

산출(1) TOE

전력 도시가스 지역난방 석유에 대한 사용량의 를 산출한 결과 년 대비, , , TOE 2005 2006○

년 서울시 에너지 는 천 에서 천 로 천 증가한 것TOE 13,381 TOE 14,115 TOE 734 TOE(5.48%)

으로 나타남 에너지 유형별 비중은 전력 도시가스 지역난방 석유 순서임. TOE , , , .

전력 도시가스 지역난방 석유에 대한 사용량의 를 계산하여 자치구별로 비교 분, , , TOE○

석한 결과 강남구 강서구 서초구에서 환산량이 높게 나타남, , , TOE .

자치구별 사용량TOE (2005) 자치구별 사용량TOE (2006)

이산화탄소 배출량(2)

전력 도시가스 석유에 의한 배출량 현황, ,○

구분 년2005 년2006
전력 16,851,893.7 CO2톤 17,365,593.4 CO2톤

도시가스 10,579,345 CO2톤 10,431,108 CO2톤
석유 14,299.3 CO2톤 15,036.6 CO2톤
합계 41,730,559 CO2톤 42,833,271 CO2톤

에너지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3)

자치구별 에너지 유형에 따른 사용량과 자치구별 토지이용면적 사회적 변수 개발변수, , ,○

연면적 온도변수를 이용하여 상관성을 분석함, .

자치구별 에너지사용량과 토지이용면적 사회적변수 개발변수 연면적변수들 간의 높은, , ,○

상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온도변수에서는 전력과 지역난방냉방부과량은 여름철과 도, ( )

시가스는 겨울철 온도와 상관성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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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에너지 사용량 자치구별 변수

전력 
상관

분석

토지이용면적

사회적변수

도시가스 개발변수

연면적
지역난방 온도변수

[ ]

서울시 기후지도 작성3.

구분 항목 범위 구축형식 비고

현황
도면

온도 평균 기온 연평균 계절별,
1/1,000

수치지형도 기반
제작

대상2005 2006
풍속 풍향 연평균 계절별,
강수량 연평균 계절별,
습도 연평균 계절별,

열대야일수 연간 일수
온도 평가도면 온도 평가 분류 및 등급화 서울시

1:1,000
1:10,000

도시관리,
환경성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기후기능
분석도면

풍향 풍속 평가 서울시
기후톱 토지이용 특성 서울시

[ ]

현황도면1)

온도(1)

년 자치구별 연평균 온도분포를 살펴보면 동대문구가 로 가장 높게 나타나2005 13.22○ ℃

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영등포구 강남구가 임 년에는 년 대비 약, , 13.04 . 2006 2005 0.9℃

정도 온도가 높으며 마포구가 동작구가 수준으로 높은 온도를 나4 , 14.10 , 14.01℃ ℃ ℃

타내고 있음.

온도분포 현황(2005) 온도분포 현황(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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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량(2)

년 년 자치구별 강수량 분포를 살펴보면 도봉구가 가장 많은 강수량 분포를2005 , 2006○

보이며 월별로는 모든 자치구에서 월 월여름철에 많은 강수량 분포를 보임, 7 ~9 ( ) .

연강수 분포 현황(2005) 연강수 분포 현황(2006)

풍향 풍속(3) ･
년 자치구별 풍속을 살펴보면 성동구에서 로 가장 빠른 풍속 분포를 보이며2005 2.33 ,○ ㎧

중랑구 중구에서 비교적 빠른 풍속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장 빠른 풍속을 나타내는 성, ,

동구의 최다 풍향은 남서풍 임 년의 풍속은 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느려(SW ) . 2006 2005

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구와 중랑구에서 비교적 빠른 풍속 분포를 보임, .

(20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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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야 일수(4)

년 자치구별 열대야 일수 분포를 살펴보면 강북구에서 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2005 28 ,○

그 밖에 양천구 일 마포구 용산구 일로 다른 자치구에 비교적 열대야 일수가 많26 , 24․
게 나타남 년에는 양천구에서 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용산구 일 광진. 2006 28 , 26 ,

구 일 서초구 동대문구 일 수준으로 비교적 많은 열대야 일수를 나타나는 것으24 , 23․
로 분석됨.

(2005) (2006)

습도(5)

년 대기측정망과 백엽상의 상대 습도 측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자치구에서2005 ,○

여름철에 높은 습도 분포를 보이며 봄철에 비교적 낮은 습도 분포를 나타냄, .

자치구별 습도 분포를 살펴보면 년에는 은평구에서 월 년에는 서초2005 84.05%(7 ), 2006○

구에서 월 수준으로 가장 높은 습도 분포를 보임85.55%(7 ) .

(20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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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인공열(6)

자치구별 연간 인공열 분포를 산출한 결과 강남구에서 가장 많은 인공열을 배출하며,○

그 밖에 서초구 영등포구 송파구 중구에서 비교적 인공열을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분, , ,

석됨.

연간 인공열 분포를 살펴보면 중구 여의도 강남구 구로구 지역에서 연간 인공열이 많, , ,○

이 배출되고 있음 인공열이 많이 배출되는 지역은 토지이용 현황으로 살펴볼 때 상업.

지역에 주로 많이 해당되며 불투수 포장율과 불투포토율이 높은 반면 녹지율은 적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남.

(2005) (2005)

온도 평가도면2)

자치구별 기온영향 인자 분석 결과 및 선행 연구 자료를 토대로 도시구성요소 가운데○

기온에 영향을 주는 요소평균고도 토지이용현황과 건축물 밀도 에너지 사용량들을( , , )

선정하여 측정소를 기준으로 반경 내의 요소와 년 연평균 계절 평균온, AWS 1km 2005 ,

도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상관관계를 확인함.

토지이용현황에서는 교통시설지 나지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불투수토양포장율 불투, , , ,○

수포장율 녹지비율에서 비교적 상관성이 높고 건축물 밀도에서는 연면적과 공동주택, ,

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상관성이 높은 추출된 영향인자 가운데 지표면 피복현황 토지이용 현황 연면적 등을, ,○

분석하여 각 격자가 어떠한 지역에 해당하는지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류함, 6 .

격자에서녹지 불투수포장면적 불투수토양포장면적 연면적 교통시설지가차- 250,0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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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비율을 산출하여 가지 온도 평가유형으로 구분6

[ (6 )]

유형 지역 유형 특성

1

자연 피복율이 높고 인공 피복율이 가장 적은 지역으로 가장 낮은 온도 분포 인공열 적게 배출함, , .
대기오염 물질 여과작용이 우수하고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를 생성하므로 대기 위생학적 측면과 온,
도관리 측면에서 보전

유지관리되어야 하는 지역 유형

2
다른 유형과 비교해 비교적 자연 피복비율이 높으며 공원 주변 등에 분포,
녹지대로의 공기유입이 용이하여 주변 주거지역으로 신선한 공기를 확산시킬 수 있음.

3 주택지역 비율이 비교적 높으며 유형 보다 약간 높은 온포분포를 나타냄, 2 .

4
주택지역 비율이 비교적 높으며 공동주택 면적율이 이상의 지역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50%
서 인공열이 가장 많이 배출됨.

5
자연 피복비율이 가장 적으며 연면적과 인공 피복율이 가장 높음 상업 및 업무시설 지역의 비율, .   
이 가장 높은 지역 유형으로 적극적인 온도관리가 필요함.

6
인공 피복율이 비교적 낮고 녹지율이 높음 도시에서 열수지 균형 및 높은 습도를 유지하고 주간, .  
에는 주변 온도를 식혀주며 야간에는 열을 발산하여 온도를 조절하는 지역 유형

[ ]

기후기능 분석도면3)

기후기능 분석도면은 각 주제도의 현황분석을 통해 파악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의 토○

지이용현황도 비오톱 도시계획도 지형도 등과 연계하여 분석된 도면이며 기후톱이, , , ,

대표적인 예가 됨 기후톱별 특성 이외에 차고 신선한 공기의 생성지역 유입지역과 이. ,

동경로 등을 표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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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후톱 기후톱 분류기준 작성
토지이용 서울시 비오톱 수치지도 등 활용해 기후톱 분류, ,

호수 하천 평지 산림 공원 전원 교외 도시 도심 상업 준공업- , , , , , , , , ( ) -


바람통로

주풍향 풍속 확인,
대기오염자동측정망 백엽상의 풍향 풍속 활용해 주풍향 풍속AWS, ,

및 바람장 확인

바람통로 확인

지형 녹지 토지이용 유형의 기초자료 활용해 바람통로 확인, ,
산곡풍 사면풍- ,

수고가 낮은 관목이 식재된 공원녹지-
하천 호수 공원 등의 수면과 인접한 수변녹지- ,

기타 오픈스페이스-
넓고 직선형태의 철길 또는 도로-


찬공기 생성지

차고 신선한 공기

생성지역 도출

차고 신선한 공기 생성 가능한 기후톱 확인

호수 하천 평지 산림 공원- , , ,


오염원 분포

점오염원 의 종 대형사업장 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자료 활용해 표시CAPSS 1

도로이동 오염원

교통량 기 종점 자료 활용해

속도별 차종별배출계수 적용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과(PM NOx)


기후생태 보전지역 설정

찬공기 생성지역

찬공기 유입지역

바람통로

토지이용계획 건물배치 계획에 활용,
녹지 또는 초지가 있는 도시 공원 나대지 수면- , ,

[ ]



제 장 결론 및 정책건의6 ∣
　　

- 381 -

제 절 정책건의2

기후현상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행정과제 발굴1.

행정 과제 내용

서울시 기후변화 커뮤니티 구축

기후변화의 예측 영향평가 및 적응부문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 해양 생태, , , ,
환경 수자원 농수산업 산업 경제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및, , , , ,
원활한 정보 교류 및 자료 유통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통합 와 서울시 기후DB
변화 커뮤니티 구축

자연재해 적응방안 마련

극한현상의 종류와 발생빈도 세기의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연재해태풍 홍수 가뭄 열파 해일 등 전망에 근( , , , , )
거하여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필요

자연재해 적응방안을 도출하더라도 이행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적,
응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초기에 많은 예산 필요

산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대책 개발

기후변화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미래의 유망 산업 생산품들을 예견하여 경쟁,
력 향상 예를 들면 에너지 산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
것으로 예상됨.
산업 중에서도 민간에서 주도로 추진하기 어려운 산업을 구분하고 이에 대한,
적응대책 수립 필요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

서울시 공간계획에서 상위 목표로 기후변화 대응 원칙을 수립한 후 기후 에, ,
너지 수자원 방재 등 분야별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공간계획 수립시 기후변, ,
화의 완화와 적응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
기후 에너지 현황 데이터 이외에도 건축물연면적 형태 재질 연도 층수 등, ( , , , , ),
교통량 지형 등의 개별 데이터가 연계되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공간계획 수립 필요

건물에너지 조사
지역에 따라 기후조건이 상이하며 건물의 용도별 건축허가 연도별 규모별 에, , ,
너지 효율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 건물의 속성에 맞는 원단위 설정 필요

효율적인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에 관한 정책개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 특히 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정책개발 필요

서울시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 정책과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하기 위한

정책 개발 중요

개별 분산 관리되는 서울시 기후,
기상 에너지 등 자료 종합 분석,

서울시의 기후 기상의 상세 분석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마련 등 각종 행정, ,
및 개발계획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생산된 자료를 기상관측표준

화법을 통해 표준화되고 품질이 보증된 자료 확보 분석 필요,

서울시 기후변화 시민센터 구축
시민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기후변,
화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지원센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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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지도 활용방안2.

건축물 에너지 사용 관리방안(1)

서울시에서는 년 월 서울 친환경 건축 기준 같은 정책방향을 지원하기 위해서2007 8○ 『 』

는 건축물 단위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현황 파악은 매우 중요함.

그러나 필지별 지도를 제작한 본 과업에서는 한필지에 하나의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그 필지의 에너지 사용량이 해당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이라고 볼 수 있으며 건축물관,

리대장 또는 재산세과세대장과의 연결을 통하여 그에 따른 건축물 단위의 특성을 파악

하고 관리를 할 수 있음.

블록별 에너지 관리방안(2)

규모가 일정 이상인 건축물을 제외하고 건물 유형에 따라 규모가 아주 작거나 또는, ,○

단독주택지 등의 경우 건축물 각각에 대한 관리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 특

성이 반영된 블록별 관리가 효율적일 수 있음.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통계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초단위구를 이용하여 블록별 에너○

지 사용량을 합산하였기 때문에 일반 통계청에서 산출하는 기초통계자료와의 연계가

가능하며 원단위계산 및 현황파악이 가능하고 블록별 유형을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에,

너지정책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환경영향평가시 활용방안(3)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이나 개발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시,○

개발에 따른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등 예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그에 따

른 에너지 저감방안 및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에너지 예측량을 현재의 에너지 사용량과 비,○

교하여 증감정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에너지 저감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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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표준화(4)

중앙정부에서는 실시할 예정인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

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건축물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 표준화가 되면 에너지 관리에 있어 어느 정도 상대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대책 수립 및 정책 방향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임, .

건축면적에 대한 원단위 기준의 표준화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구조 건축년도 등의 대, ,○

해서도 표준화가 가능하고 연도별 구축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의 증감추세 등 지속, DB

적으로 관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기후지도 활용방안3.

도시관리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1) , ,

지역의 기후부담 형태와 그 정도를 파악하고 이용가능한 지역의 긍정적 기후기능을 최,○

대한 이용하며 개선해야 할 곳에 가장 효과적인 기후개선 기법을 도시계획과 토지이용,

계획에 반영시킴.

신선한 공기가 도시 내부에서 외부공간의 대기를 최대한 환기시킬 수 있는 건축물 배○

치 계획 또는 경관축 계획의 기초자료 도시 열환경을 개선하는 녹지계획 수립의 기본,

준거로서 사용될 수 있음.

도시계획 환경성 평가 환경영향평가(2) ,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환경성 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가 수행되는 바 이 단계,○

에서 기후지도를 활용할 경우 선진 외국에서와 같이 유용한 환경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음.

기타 비오톱 지도와의 연계 활용(3)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를 활용하여 도시관리계획 시행으로 인한 비오톱 유형 및 비오○

톱 보전 등급의 변화를 검토함 이 경우 비오톱 유형은 기후톱 유형과 중복하여 검토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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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에의 활용(4)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민간인 참여의 확대는 시민 계획가 건축가 등 도시기후 관련, ,○

비전문가에게 양질의 관련 정보제공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도시기후와 관련한

전문적인 정보를 비전문가도 알기 쉽도록 제시할 수 있는 방법모색이 매우 중요한 의

미를 지내게 됨.

열에너지환경 해석모델 활용방안(5)

기상측정소가 실시간 측정자료를 제공하고 측정자료가 실시간으로 열에너지환경 해석,○

모델이 설치된 시스템과 연계될 경우 실시간으로 공간해상도 혹은 이상의 풍향풍1km ․
속 현황을 분석할 수 있으며 오염배출량자료와 열에너지환경 해석모델을 연계하여 서,

울시 전역에 대해서 고해상도 오염분포를 분석할 수 있음.

서울시의 장기 기후모니터링을 위한 발전방향4.

기후모니터링을 위한 종관관측망 구성을 위한 제안(1)

서울시는 현재 기후 모니터링을 위해 개 지점에서 백엽상 관측기온 습도 개 지90 ( , ), 47○

점에서의 강우량 관측 개 지점에서 대기오염측정 및 개 지점에서 자동기상관측을 수, 3 4

행하고 있음.

현재 기상청 관측망은 자치구별로 대씩 설치하여 정도 해상도의 관측망을AWS 1 5km○

가지고 있음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르면 기상감시의 경우 관측망 해상도는 재. 10km,

해 수문에너지관리의 경우 해상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구별로2.5km , 1․ ․
대씩을 추가로 설치하여 해상도의 최적 관측망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2.5km .

대도시 미기상 관측망 구축을 위한 기술적 검토와 제안(2)

열적스트레스 대비 인지온도 관측망 구축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대도시 미기상 관측:○

망의 목적과 기대 효과는 현재의 열적 스트레스 수준과 앞으로의 변화를 장기간에 걸

쳐 모니터링함으로써 주변의 개발에 따른 열적 스트레스 수준의 변화 정보를 축적하여

모델시스템화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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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오염물질 확산평가를 위한 관측망 구축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의 복잡한 건물 사:○

이의 대기 중에 오염원이 들어왔을 때 확산 속도와 범위를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도시 규모 대기 모델과 빌딩 규모 대기 모델이 결합된 도시 오염물질 확산 평가 모델

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함.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의사결정시스템과의 연계(3)

효율적인 장기 기후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기후변화 예측 기,○

후변화에 따른 영향평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응하기 위한 정책마련 정책, ,

의 효율성을 평가하여 장기 기후모니터링 방법의 개선과 같은 일련의 피드백 과정이

필요함.

기후변화 모니터링을 평가시스템 및 정책결정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대기오염 배출량 모니터링과 연계 대기오염 배출량과 기후 변화와의 연관성을, .

파악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 시나리오 구축 가능함, .

서울시 도시관리 정책대안5.

도시관리 정책 내용

바람길 확보

도심의 지천은 바람의 통로 역할을 하므로 복개 후 도로나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곳은 청계천과

같이 복원하여 바람이 원활하게 흐르는 통로로서 역할을 하도록 함이 바람직함.

서울의 도로는 동서방향으로 넓은 도로를 남북방향으로 교차도로를 배치하는 것이 계절풍이나

지역풍의 소통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며 중랑천 유역은 남북방향으로 주도로로 하고 동서방향을,
교차도로로 조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건물이 바람길을 차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폐율을 낮추고 개발구역의 외곽건물은 낮게하고, ,

중간건물은 높게 배치하며 지역풍이 원활하게 거주지역으로 유입되도록 산림과 인접하는 지역,
은 저층의 건물을 충분한 간격을 두고 배치함.

녹지조성

도시외곽의 대규모 녹지 도시중심의 중소규모의 녹지 도시에 산재해 있는 점점의 녹지 하천, , ,

등을 연결시킴으로 통합적으로 관리 보호하는 것이 중요함.
도시내에 그물망처럼 연결된 가로를 녹화함으로서 그물망형태의 녹지의 연결성을 가술 있을 뿐

만 아니라 가로수의 중간 중간에 중 소규모의 녹지공간을 확보해줌으로써 생태통로의 확보 및

도시인공열 발생 억제 오염원 저감 기능 등이 가능함, .
소공원 학교숲 공개공지 등의 점적인 형태의 녹지는 도심지내 녹지면적이 매우 낮은 편이므로, ,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함.

하천 복원

한강과 지천이 가지고 있는 바람통로로서의 기능이 서울에 보다 더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는 한강과 지천까지의 평균접근거리를 줄여야 함 서울의 모든 하천들이 청계천과 같이 복원되.

었을 경우 서울시의 기온과 습도 조절 도시의 생태적 건강성 보장 바람 통로로서의 역할을 수, ,
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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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평가도면을 활용한 온도관리 대책6.

유형별 온도관리 대책(1)

온도 평가도면에서 가지로 분류된 지역 유형을 관리대책에 따라 가지 대책지역으로6 5○

유형을 구분한 후 가로 세로 크기의 일정한 면적의 격자로 나누어 총 개의, , 500m 2,634

각 격자가 어떠한 지역에 해당하는지 재분류함.

[ ]

유형 대책

1 녹지지역

현재의 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초지 나지 또는 수목 보전하는 것이 중요

보수성 포장 대책

산곡풍의 순환통로를 보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수립

2 주택 밀집지역

보수성 포장 옥상면에 고반사율 재료 적용 건물 배열 감소, ,
부지의 초지

나지화 또는 수목녹화 옥상녹화 벽면녹화, ,
건물밀도 높으므로 재개발 사업시 부지에 초지

나지면 확보 교정 잔디밭화,

3 업무 밀집지역

건물 부지 초지 나지화 보수성 포장 건축물 녹화 옥상면 고반사율 재료 적용, , ,
건물과 교통배열 감소 효과

고층건물 밀집 지역이므로 보행자의 쾌적성 개선을 위해 지표부근의 옥상녹화 벽면,
녹화 간선도로 보수성 포장 대책,

4 혼재지역 보수성 포장 옥상면 고반사율 재료 적용 부지의 초지 나지화 또는 수목녹화, ,

5 하천 및 주변지역
바람길 역할을 하므로 토지이용에서 주택이나 상업시설로 전환되는 경우 바람을 저

해하지 않도록 건물밀도나 형태에 대해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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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용도별 온도관리 대책(2)

유형 대책

오피스 상업

건물

고층화에 따라 창출되는 공지에 자연 피복 재료 사용

저층부 옥상면에 옥상녹화 실시 고반사율 높은 재료 사용으로 옥상표면 온도상승 억제실내, (
에너지 절약화)
인공피복 벽면의 축적된 열 영향 억제위해 벽면녹화 실시

에너지 절약형 설비 및 외부 열 침입 억제

공장 창고

광대한 면적을 활용한 피복대책과 에너지 절약화 병행

강판 슬레이트 옥상에 반사율 높은 재료 사용 옥상녹화,
건물 부지나 주차장 공간 자연 피복 재료보수성 건재 잔디블록 사용( , )
햇빛이 비치는 벽면에 벽면녹화 실내로 일사 침입 억제,

공동주택

옥상면에 반사율 높은 재료 실시 옥상녹화실내 에너지 절약화, ( )
스크린 발을 창에 설치하여 실내에 일사 침입 억제

건물 부지나 주차공간에 자연 피복 재료보수성 건재 잔디블록 사용( , )
부지내 수관이 큰 수목녹화 실시해 나무그늘 창출해 지표면 온도 상승 억제 및 보행자 열환

경 개선

단독주택

현상보다 악화시키지 않은 것이 우선시 됨.
우수나 욕실 물을 활용한 길이나 뜰에 물뿌리기 실시

수세미나 오이 등 덩굴성 식물을 사용한 녹카텐 또는 스크린 설치해 실내 일사 침입 억제

건물내 주차공간에 자연 피복 재료보수성 건재 잔디 블록 사용( , )
옥상면에 반사율 높은 재료 사용으로 축열 억제

도로

보도부에 가로수 실시해 나무 그늘 창출하고 보행자에 미치는 영향 완화,
보도부에 보수성 건재 사용해 지표면 온도 상승 억제

차도부에 보수성 포장 실시 도로표면 온도 상승 억제내구성 소음 대책 검토, ( , )
도로면에 저류수나 하수도 재생수 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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