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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1

∥해외�주요�도시�사례�요약∥

◻�온실가스�감축(총괄)�

도시명 감축 목표 목표연도 기준연도

런던 40% 2020 1990년

시드니 70% 2030 2006년

도쿄 20% 2020 2000년

바르셀로나 20% 2020 2008년

뉴욕 30% 2030 2005년

베를린 40% 2020 1990년

<표 요약-1>�도시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생산� (총괄)�

도시명 생산 목표 도달연도

호주 30% 2030년

베이징 6% 2015년

<표 요약-2>�도시별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

1. 도쿄(일본)

o (배출현황)� 2012년�기준�도쿄의�온실가스�배출량은�6,961만�톤이며�2000년�대비�약� 13%�증가

o (감축목표)� 2020년까지� 2000년�대비�에너지소비량� 20%�감축�목표�

2. �바르셀로나(스페인)

o (소비현황)� 바르셀로나의� 에너지� 소비는� 1999에서� 2008년간� 0.91%의� 연평균� 성장률로� 증가

하였으며,� 1999년� 15,664GWh에서� 2008년� 17,001GWh로�증가함

o (감축목표)� 2020년까지� 2008년�대비�온실가스�배출량� 20%�감축�목표�

3. �베를린(독일)

o (배출현황)� 2005년�기준�베를린의�온실가스�배출량은�6,941만�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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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감축목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배출량� 40%�감축� 목표,� 2050년� 1990년� 대비�

85%�감축�목표

4. 런던(영국)

o (배출현황)� 2008년�기준�런던의�온실가스�배출량은� 4,471만톤임

¡ 런던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영국 전체 배출량의 8.5%에 해당하며,�런던의 1990년 기준 배

출량과 비슷한 수준임

o (감축목표)� 런던시는� 1990년� 대비� 2015년에� 20%,� 2020년에는� 40%� 감축� 목표,� 2025년에는�

60%�목표

�

5. �뉴욕(미국)

o (감축목표)� 2030년까지� 2005년�대비�온실가스�배출량� 30%�감축�목표�

6. 시드니(호주)

o (감축목표)� 2030년까지� 2006년�대비�온실가스�배출량� 70%�감축�목표�

7. 시드니(호주)_재생가능에너지

o (소비현황)�시드니�시의�지방�정부�지역에서�소비되는�전력의�90%는�석탄�화력

o (생산목표)�시드니�시는�2030년까지�소비전력의� 30%를�재생가능에너지로�대체

8. 베이징(중국)

o (생산현황)� 2010년� 본� 시의� 신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 총량은� 223만TCE1)로�

2006년� 대비� 2.7배� 증가했으며,� 연� 평균� 증가� 속도는� 30.1%에� 달함.� 이는� 베이징� 시� 전체�

에너지�소비�총량의� 3.2%에�해당하는�양임�

o (생산목표)� 베이징시는� 2015년까지�신에너지와�재생가능에너지의�비중을�전체�에너지�소비�총

량�대비� 6%까지�높일�계획임

1) TCE(ton of standard coal equivalent) : 석탄 1톤 발열량에 해당하는 에너지 단위. 중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1TCE는 순발영량으로는 5.0Gcal(0.5TOE), 총발열량은 5.377Gcal(0.5377TOE)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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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ankyo.metro.tokyo.jp/basic/plan/white_paper/2014.htm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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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요약 ●

o 비전�및�목표

Ÿ 스마트 에너지 도시 구현 목표

Ÿ 기후변화에 선구적으로 대응하는 저탄소 도시

Ÿ 오피스의 지적생산성 향상

Ÿ 고도의 방재도시 실현

o 관련지표

Ÿ 2020년까지 2000년 대비 에너지소비량 20%�감축

o 현황

Ÿ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2년� 기준� 상업� 부문� 35.4%,� 가정부

문�24.4%,�수송부문� 22%,�산업부문� 8.9%로�구성됨

o 주요�사업

Ÿ 민관 연계 재생에너지 펀드 운영

Ÿ 건축물에서의 환경부담 저감대책 시행

Ÿ 지속가능한 환경 교통 시책 전개

Ÿ 온실가스 배출 총량 감축 의무와 배출권 거래제도 실시

Ÿ 열섬현상 관련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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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도쿄도�환경백서(東京都環境白書)는�도쿄도에서� 1~4년에�한� 번의� 빈도로�발행하는�것으로� 2010

년부터� 2014년까지�최근� 5년�동안은� 2011년을�제외하고�매년�발행되었다.�도쿄도�환경백서는�환

경보전을� 위해� 도쿄도�환경기본계획(東京都環境基本計画)에� 입각하여�분야별로�앞으로의�목표를�
세우고�그�목표를�실현하기�위한�정책들을�소개하는�것이�주된�내용이다2).� �

　

도쿄도는� 도내� 에너지� 소비량을� 2020년까지� 2000년� 대비� 2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분

야별�대응책을�세우고�있다.�도쿄도는�특히�태양에너지를�중심으로�한�재생에너지의�보급�확대를�

위한�정책�및�사업�실시에�중점을�두고�있으며� ‘민관�연계�재생에너지�펀드’와�같은�투자도�적극

적으로�시행하고�있다.�

본고는� 도쿄도� 환경백서� 2014(2014東京都環境白書)� 중�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정책에� 관한�

내용을�발췌하여�요약�번역하였다.�

2) 도쿄도 환경국 홈페이지. http://www.kankyo.metro.toky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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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1년� 3월� 11일에�발생한�동일본대지진이라는�재해�앞에서�일본은�그�아픔을�채�느끼기도�전에�

발생한�후쿠시마�원전사고로�인해�이전에는�없던�에너지�문제에�직면하게�되었다.� 특히�후쿠시마�

제1원전으로부터�생산되던�전력을�공급받는�지역�중�하나인�도쿄도는�에너지�문제를�해결하기�위

해�움직여야만�했다.� 2012년에는�일본�의�모든�원전이�가동�중단되는�상태가�됨으로써�국가적으

로� 재생에너지� 확대의� 움직임이� 더해졌고,� 같은� 해� 7월에는� ‘재생가능한� 전력� 고정가격매입제도

(FIT)’도�실시되었다.�

일본의�중심에�있다고�할�수�있는�도쿄도에서�발행되는�도쿄도�환경백서의�최신판인�도쿄도�환경

백서� 2014를�통하여�도쿄도의�향후�에너지�정책�파악뿐만이�아닌�일본의�에너지�정책의�전반적인�

방향성을�읽을�수�있을�것이다.�

2. 현황�및�목표

2.1 도쿄도가�목표로�하는�도시의�모습

동일본대지진� 직후에� 찾아온� 심각한� 전력부족을� 경험한� 이후� 에너지� 정책의� 수정과� 새로운� 정책

을�진행시킬�필요성이�생겼다.�지금까지�시행해�온�기후변화�대책에�더하여�에너지�안정공급을�유

지하기�위한�자립·분산형�에너지�확보와�도시의�쾌적함을�유지하면서�에너지�이용의�효율화�및�적

정화를�목표로�하는�에너지�관리�등이�요구되고�있다.�

도쿄도는� 2012년� 5월� ‘도쿄도�에너지절약�매니지먼트�추진방침� � 절전을�위한�스마트�에너지�도

시로-(東京都省エネ·エネルギーマネジメント推進方針~節電の先のｓマートエネルギー都市へ)’
를�책정하였다.�이는�기후변화�대책에�솔선수범하여�대응하고,�재해에�대비하며�도시의�매력과�지

적�생산성의�향상을�함께�추구함으로써�저탄소(기후변화에�선구적으로�대응),� 쾌적함(오피스의�지

적�생산성도�향상),�방재력(고도의�방재도시의�실현)을�동시에�실현시키는� ‘스마트�에너지�도시’를�

목표로�하는�도쿄도의�노력을�나타내고�있다.

도쿄도는�스마트� 에너지� 도시의� 실현을� 위해� 에너지� 절약을� 지금보다� 더욱�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의�이용을�확대하며�차세대�에너지로서�기대를�모으고�있는�수소�에너지의�보급�확대�등에�힘을�

기울이는�선구적이며�적극적인�정책�시행을�전개해�나가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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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쿄도의�에너지�소비와�온실가스�배출량

도쿄도의� 에너지� 소비는� 2005년� 이후� 감

소하는�경향이�있다.� 2012년의�에너지�소

비량은� 674페타줄(16.1백만TOE)로� 2000

년의� 802페타줄(19.2백만TOE)에�비해�약�

16%� 줄었고,� 전년도인� 2011년에� 비하면�

약� 0.9%가�줄었다3).� 이러한�에너지�소비

량의� 감소에는� 도내� 사업장� 및� 가정� 등

에서� 지금까지의� 기후변화� 대책(에너지�

절약� 정책)� 경험을� 살린� 절전,� 에너지� 절

약�대책이�크게�기여하고�있다.

<그림 1-1>�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추이

(2012년은 속보치)

또한� 도쿄의� 2012년� 온실가스�배출량은� 6,961만톤이며� 2000년의� 6,183만톤에� 비해� 약� 13%� 증

가했다.�에너지�소비가�감소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온실가스�배출량이�증가하고�있는�것은�도쿄

도내에� 공급되는� 전기의� CO₂배출계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CO₂배출량의�

추이만으로는� 사업자나� 도쿄도민의� 에너지� 절약� 노력의� 성과를� 알기� 힘든� 상황이기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대신한�새로운�목표로� ‘2020년까지�도쿄도의�에너지�소비량을�2000년�대비� 20%�감

축한다’는�에너지�소비�그�자체에�착목한�목표를�내걸었다.� � �

3. 주요�사업

3.1 에너지�공급

3.1.1 재생에너지와�같은�분산형�에너지의�확보

도쿄도는�전력소비에서�차지하는�재생에너지�비율을� 20%� 정도로�높이는�것을�목표로�하고�도내

외의�재생에너지�도입�확대를�추진하고�있다.

도쿄도� 내에서는� 2009년부터� 4년간� 실시한� 도쿄도의� 보조제도� 등을� 통하여� 태양광발전의� 대폭�

이용�확대를�목표로�해왔으나�앞으로도�도쿄라는�도시의�특성을�살려�태양광발전�이외의�바이오

매스�발전이나�소수력�발전�등을�추진해나갈�계획이다.�토쇼지역4)에서의�재생에너지�도입�잠재력

3) 페타줄(PJ) : 1PJ = 1015 J = 23,889TOE ( 1TOE는 원유 1톤의 발열량에 해당하는 열량으로 107 kcal임) 
4) 島しょ地域-도쿄에서 태평양 쪽의 바다에 있는 여러 섬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으로 도쿄도에 포함된다,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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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고려하여�이용�확대를�검토하고�구체화시킬�것이다.

도쿄도� 외� 지역의� 대규모� 발전� 사업에� 대해서도� 민관연계펀드를� 통한� 투자� 등을� 통하여� 도입을�

확대해나갈�것이다.

또한� 열병합발전� 이외에� 태양열이나�지열과�같은� 열� 이용에�대해서도� 전력� 수요� 축소에� 기여시킬�

것은� 물론이고�에너지� 수급의�안정,� 도시의� 방재성을�강화시키는�관점에서도�확대를�목표로�하고�

있다.

1)�태양에너지�이용�확대

도쿄도는� 국가의�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비� 보조� 중단(2005년)에� 의해� 침체된� 태양에너지� 시장의�

부활을�목표로�관련사업자나�지식인�등을�불러� 2007년� 3월에� ‘태양에너지�이용�확대�회의(太陽エ

ネルギー利用拡大会議)’를� 열었다.� 그� 결과� 태양에너지� 이용� 기기의� 확대를� 목표로� ①설치비용�
저감�및�경제적�이득을�창출하는�구조�만들기,�②태양광�발전에�관한�이해�촉진과�안심하고�설치

할�수�있는�구조�만들기,�③제품의�성능�향상과�계통�안정화를�위한�국가의�대응이라는�세�가지

가�필요하다는�결론이�났다.�또한�설치비용�저감을�위해�도쿄도는� 2009년부터� 2개년�태양에너지�

이용�기기�도입�촉진�사업을�실시하였다.

거기에� 더해� 2011년� 6월부터� 2012년까지� 태양광�발전과�같은� 가정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기�

등의�도입을�지원하였다.� 결과�태양광�발전은� 2012년� 1개월�당�도입량이�보조�전에� 비해�약� 16

배�확대되었다.� 이와�같은�태양광발전�이용�확대로�인해�설치비용이�대폭�감소하였고,� 2012년� 7

월에는� 재생가능에너지의� 고정가격� 매입제도(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固定価格買取制度)가� 시행되
어�도입�방해�요인이던�비용문제가�크게�개선되었다.�

도쿄도내의� 주택과� 같은� 건물에는� 태양광� 발전� 기기� 설치� 잠재력이� 풍부하다.� 도쿄도는� 이것을�

‘지붕의�힘(屋根ちから)’� 이라고�이름�짓고� 2013년� 2월부터� ‘지붕의�힘(屋根ちから)’� � 솔라�프로

젝트를�전개하고�있다.� 2014년� 3월에는� ‘도쿄�솔라�지붕�대장(東京ソーラー屋根台帳)’을�공개하
고�각�자치체와�연계하여�도쿄도내의�건물에�태양광발전�시스템이나�태양열�이용�시스템�설치�촉

진을�꾀하고�있다.

 
2)�태양열�이용�확대를�위한�대응

가정의�에너지�수요의�약�절반은�저온�열이며�그렇기에�태양열을�이용하는�것이�효과적이다.�태양

열은� 에너지�변환� 효율이� 태양광�발전보다�높다는(태양광�발전의� 변환효율은� 10� ~� 20%임에� 비

해�태양열�이용�변환효율은� 40� ~� 60%)� 등의� 이점이�있으나�태양광�발전과�비교하여�이용의�확

대는�진행되지�않은�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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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는�이러한�상황을�고려하여� 2011년부터� 5년간�특히�앞으로의�보급에�쓰일�신기술을�선정한�

후에� 주택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태양열� 이용� 시스템의� 도입� 지원을� 실시하고� 새로운� 태양열�

주택� 모델을�내놓고� 있다.� 또한� 2013년� 말부터� 공동주택,� 단독�주택�이외에도�소규모�사회�복지�

시설이나�진료소와�같은�건물도�설치�보조�대상으로�하고�있다.�

신기술로는�디자인성이�뛰어난�지붕�일체형의�시스템이나�발코니�설치형�시스템,�대규모�공동주택

에�설치�가능한�시스템�등�다양한�사례가�나와�있어� 2013년�말까지�합계� 72건이�인정되었다.�앞

으로도�이러한�움직임을�포함하여�태양열�이용�확대를�진행시킬�계획이다.

또한� 도쿄도는� 재생가능한� 열에너지� 이용에� 대한� 도쿄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열은�

열로(熱は熱で)’� 캠페인을�실시하여�급탕이나�난방�등�비교적�저온인�열을�얻기� 위해서는�태양열

이나�지열과�같은�재생에너지를�이용하도록�홍보하고�있다.�

2012년부터는�쿠토켄시5)와�연계하여�태양열�인지도를�높이기�위한�세미나를�개최하여�PR�동영상

의�작성과�같은�보급�방법�계발을�위해�노력하고�있다.

종류 건수

공동주택 18건 1,443채

단독주택 15건 125채

합계 33건 1,568채

<표 1-1>�태양열 이용 시스템 도입 보조 사업 실적 (2011년 11월부터 2014년 5월말까지 누적 신청 건수)

3)�민관�연계�재생에너지�펀드(官民連携再生可能エネルギーファンド)
‘민관� 연계� 재생에너지� 펀드(官民連携再生可能エネルギーファンド)’는� 재생에너지를� 도쿄도내에�
보급하는� 것을� 확대하고�토호쿠지방(東北地方)등에서의� 광역적인� 보급� 확대를�목적으로�하며� 도

쿄도의� 자금을� 계기로� 민간의� 자금과� 노하우를� 재생에너지� 활용�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2014년�

내에�창설하는�것을�예정하고�있는�재생에너지�특화�민관�연계�펀드이다.�이�펀드는�투자사업�유

한책임�조합법에�근거한�투자사업자�유한책임�조합이며�도쿄도가�출자�범위�내에서의�유한책임을�

지는�투자가(유한책임�조합원)로서�두�개의�펀드에�각각� 15억엔(합계� 30억엔)을�상한으로�출자한

다.�이러한�조합원으로부터�모은�자금을�통해�펀드는�발전(發電)�사업에�투자�및�융자를�하게�된

다.� 도쿄도는� 2014년� 5월� 펀드� 운영사업자�공모를�개시하였고�같은� 해� 10월� 하순에는�운영사업

자를�선정하고� 2015년� 2월에는�펀드�계약을�체결할�예정이다.

이러한� ‘민관� 연계�재생에너지� 펀드(官民連携再生可能エネルギーファンド)’는� 도내� 투자�촉진형�
펀드와�광역형�편드의�두�가지�타입으로�구성되어�있다.

5) 九都県市, 도쿄도, 카나가와현, 치바현, 사이타마현, 요코하마시, 카와사키시, 사가미하라시, 치바시, 사이타마시의 
관동지방 남부를 일컬음,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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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도내�투자�촉진형�펀드

도내� 투자� 촉진형� 펀드는� 도쿄도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투자� 및� 융자를� 하는� 펀드이다.� 이�

펀드는�투자가들로부터�모은�자금을�도내�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들에게�투자�및�융자해준다.�그�

후� 펀드는� 발전� 사업자로부터의� 배당을� 통해� 자금(출자금)을� 회수한다.� 이� 자금은� 발전사업자가�

전기를�판�수입�등으로�얻은�자본이다.

펀드의� 법적인� 형태는� 투자가의� 유한책임성을� 담보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응모자의� 제안을� 기준

으로� 결정된다.� 도쿄도는�출자�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을�맡는� 투자가로� 펀드에�출자한다.� 투자가

는�도쿄도�뿐이며�출자액의�상한은� 2억엔이다.

n 광역형�펀드

광역형� 펀드는� 도쿄전력,� 토호쿠전력� 관내�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 및� 융자를� 하는�

펀드이다.�이�펀드의�법적인�형태는�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법을�기반으로�한�투자사업�유한책임�

조합이다.� 도쿄도는� 투자�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을� 맡는� 투자가(유한책임� 조합원)로� 펀드에� 출자

한다.�운영사업자는�무한책임�조합원으로서�그�운영을�맡는다.� �투자가는�도쿄도�및�민간�투자가

이며�도쿄도의�투자�상한은� 10억엔이다.�펀드�규모는�40억엔�이상으로�예상하고�있다.

이� 펀드의� 운영� 사업자는� ‘도내� 투자� 촉진형� 펀드’와� ‘광역형� 펀드’� 양� 쪽� 모두� 운영해야� 한다.�

또한�지역주민과�지역의�기업이�투자할�수�있는�프로젝트에� 1건�이상�관여해야�한다.�

도쿄도는� 2012년� 4월에�펀드�운영�사업자�공모를�개시하여�같은�해� 6월에�운영�사업자를�두�사람�

선정하여�각각의�펀드에�투자�사업자�유한책임�조합�계약을�체결하였다.

두� 개의� 펀드는� 주식회사� IDI� 인프라스트럭쳐스(株式会社IDIインフラストラクチャーズ)가� 무한책
임�조합원으로서운영하는� ‘IDI�인프라스트럭쳐스�2호�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IDIインフラストラク

チャーズ2号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
과　스파쿠스그룹주식회사(スパークス·
グループ株式会社)가�무한책임�조합원
으로서� 운영하는� ‘스파쿠스� 민관연계�

그린에너지�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ス

パークス·官民連携グリーンエナジー
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이다.� 펀드� 규

모는�양�쪽을�합쳐서�약� 300억엔�정도

이다.�
<그림 1-2>� ‘민관연계 재생가능에너지 펀드’에서의 ‘도내 투자

촉진형 펀드’와 ‘광역형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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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민관연계 인프라펀드’의 구조

3.1.2 열병합발전(Co-generation� system)�등의�보급�촉진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고효율� 열병합발전시스템(Co-generation�

system)이나� 주행� 시� CO₂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는� 도시의� 저탄소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분산형�에너지원으로서�재해�예방에�기여하기에�앞으로도�보급확대에�대한�기대를�모으고�있다.�

도쿄도에서는�이러한�기기의�도입을�위해�각종�보조�사업을�실시함으로써�보급�확대를�목표로�하

고�있다.

3.1.3 수소에너지�보급�촉진

2014년� 4월�각의�결정된�새� ‘에너지�기본계획’에서�수소는�미래�에너지의�중심적인�역할을�할�것

으로� 기대를�모았다.� 또한� 같은� 해� 6월에는� ‘수소·연료전지� 전략� 로드맵(水素·燃料電子戦略ロー
ドマップ)’이�책정되었다.�

그러나� 수소에너지� 보급에는� 수소의� 안전성에� 관한� 충분한� 이해와� 수소� 스테이션� 같은� 인프라�

정비�등�해결해야�할�과제가�많다.�이에�도쿄도는�본격적인�수소사회의�막을�열기�위해�수소에너

지�보급�촉진을�목표로�한�적극적인�노력을�기울일�예정이다.

도쿄도는�수소에너지에�관한�기초적인�정보�수집�및�과제�정리를�시행하고� 2014년에는� ‘수소사회

의� 실현을� 위한� 도쿄전략회의(水素社会の実現にむけた東京戦略会議)’를� 설치하여� 산학관(産學
官)이�논의를�통해�보급을�위한�전략을�공유하고�수소에너지�보급을�위해�노력할�것이다.�전략회

의에서는� 2020년에� 개최될�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서� 수소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환경정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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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수소에너지�활용�가능성�및�해결해야�할�과제�등�도쿄도가�대응할�사항들에�대해�검토할�

계획이다.�또한�도쿄도민들의�수소에너지에�대한�이해를�높이기�위한�이벤트를�실시하여�수소사회�

실현에�있어서의�사회적�수용성을�향상시킬�것을�목표로�하고�있다.

3.1.4 에너지�환경계획제도

2000년부터� 전기� 소매� 자유화가� 시작되었다.� 현재� 특별� 고압� 또는� 고압으로� 공급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일반� 전기�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신� 전력도� 전기� 구입처로�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전기�

공급�사업자가�다양화되고�있다.� 2005년� 3월�환경확보조례�개정에�의해�도내에�전기를�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CO₂배출계수6)와� 그�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발전량� 등의� 목표� 및� 실적을� 기재한�

계획서�및�보고서의�제출을�의무화하는�에너지�환경계획서�제도를�도입하여�운용하고�있다7).

본� 제도의� 목적은� 이러한� 사업자에게� CO₂배출계수의� 감축을� 계획적으로� 추진시키는� 것에� 의해�

도내에�공급되는� 전기의�환경성�향상을�목표로�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사업자들의� 대응� 내용

을�공표함으로써�전기�사용자가�환경을�고려한�사업자를�선택하는�것이�용이해진다.

3.2 건물�부문

3.2.1 가정�부문�대책

도쿄도�내의�가정으로부터�배출되는�CO₂는�도쿄도�CO₂배출량�전체의�약� 30%를�차지한다.�가정

부문의� CO₂감축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고효율� 기기나� EMS(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에너지�절약�및�관리를�진행시키고�각�가정에�대한�에너지�절약이나�절전�방법의�보급�및�계발을�

실행하는�것이�중요하다.�이에�도쿄도는�가정에서의�에너지�생산�기기�등의�도입을�위한�보조�사

업을�실시하고�있다.�또한�각�가정에서의�자주적인�절전�촉진을�위한�지원도�하고�있다.

1)�스마트�맨션�도입�촉진�사업

도쿄도는�도내�주택의�약� 70%를�차지하는�공동�주택의�에너지�관리를�진행하기�위해� IT� 기술을�

활용한�MEMS(맨션�에너지�관리�시스템)�도입�보조�사업을� 2014년부터�시작하였다.�신청�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이다(보조금� 지원도� 2018년까지).� MEMS어그리게이터8)라는� 사업자가�

6) 전기를 1kWh 공급할 때에 배출되는 CO₂의 양.
7) 2014년의 대상 사업자는 37 사업자.
8) MEMS 어그리게이터: 클라우드를 통한 집중관리시스템을 보유하는 사업자로 맨션 등 공동주택에 MEMS(Mansion 

Energy Management System)를 도입하여 에너지 관리 서비스나 MEMS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계속적인 
서비스로 절전 사업을 행하는 자. 일본의 Mansion은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유사한 주거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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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S를�활용하여�사유�부분과�공용�부분의�에너지�관리를�함으로써�에너지�사용�효율화�및�전

력수요�억제를�통해�무리�없이�절전을�할�수�있게�된다.

2)�가정의�에너지�생산�및�관리�촉진�사업

도쿄도는� 가정의� 전력� 소비� 상황을� 시각화하고,� 전력� 소비의� 효율화� 및� 최적화를� 실현하기� 위해�

HEMS(가정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을� 조건으로� 열병합� 시스템(연료전지� 등),� 축전지,�

Vehicle� to� Home(V2H)� 시스템� 및� 태양광� 발전� 시스템� 도입에� 지원을� 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213년부터� 2015년까지이다(보조금�지원은�2017년까지).

3)�기업�및�단체와�연계한�가정의�에너지�절약·절전�행동�추진

도쿄도는�가정으로부터�배출되는�CO₂감축을�위해�기업�및�단체와�연계하여�각�가정의�에너지�절

약,� 절전� 조언을� 하는� ‘가정의� 에너지� 절약� 어드바이서� 제도(家庭の省エネアドバイザー制度)’를�
실시하고� 있다.� 도쿄도는� 가정과� 관계가� 깊고,� 에너지� 절약에� 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

및� 단체를�통괄�단체로� 인정하여� 해당� 단체의� 구성원� 중� 연수를�받은� 자를� 에너지� 절약� 어드바

이서로� 인정한다.� 그렇게� 선정된� 에너지� 절약� 어드바이서가� 점검� 업무� 등의� 기회를� 활용하여� 각�

가정에게� 실현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 절약,� 절전� 방법이나�가전제품의�올바른�사용법을�제안한

다.�또한�통괄�단체는�에너지�절약�어드바이서를�세미나�또는�스터디�강사로�파견하는�등의�활동

도�하고� 있다.� 희망하는�가정은�각자의�상황에�맞는� 세부적인� 에너지�절약,� 절전�포인트나� 기대

할�수�있는�에너지�절약�효과�등을�설명해주는�에너지�절약�진단도�받을�수�있다.� � �

�

또한�도쿄도는� 2002년부터�소비자가�가전제품을�구매할� 시에� 에너지� 정보를�알� 수� 있도록� 에너

지� 절약� 기준� 달성율을� 5단계로� 구분한� 상대� 평가와� 런닝코스트를� 표시하는� 에너지� 절약� 라벨�

캠페인(省エネラベルキャンペーン)을� 개시하여� 2006년에는� 전국� 23개�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동
시에� 도쿄도는� 2005년� 7월부터� 환경확보조례에� 의거하여� 가정에서의� 소비전력량이� 많은� 에어컨,�

냉장고,� TV를� 5대� 이상� 판매하는� 점포에� 제품� 본체�에너지� 라벨� 표시를� 의무화하고�있다.� 이로�

인해� 2006년� 10월부터는�전국�통일�라벨�양식이�도입되었다.

이� 외에도� 가정에서의�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해� 학교� 교육을� 통한� 에너지� 절약� 대책� 보급�

촉진을�꾀하고�있다.

3.2.2 도시�계획�분야�대책�추진

도쿄도의�업무�및�가정�부문에서�소비하는�에너지의�비율은�전체의�절반을�차지하기에�기후변화�대책

을�추진시키기�위해서는�사무실이나�아파트�등의�건축물에서�환경부담을�저감시키는�것이�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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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도쿄도에서는�많은�건축물들이�개축할�시기를�기다리고� 있기에� 그러한� 건축물을�환경� 친화

적으로�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00년� 12월� 환경확보조례�제정에� 의해� ‘건축물환경계획제

도(建築物環境計画制度)’를�창설하였다.� 또한� 2002년� 3월에는� ‘도쿄도건축물환경배려지침(東京都
建築物環境配慮指針)’을�책정하여�같은�해� 6월부터�시행하였다.�그�후� 2008년� 7월에는�환경확보

조례의�일부를�개정하여�대상이�되는�건축물�범위를�확대하는�등�제도를�강화하였다.� 또한�국가

의� 에너지절약법(省エネ法)의� 판단� 기준을� 개정(2012년)하고� 2013년을� 목표로� 에너지� 절약� 성능�

기준치�등을�개정하였다.

2005년� 3월에는� 환경확보조례를� 개정하여� ‘맨션환경성능표시제도(マンション環境性能表示制度)’

를�창설하고�같은�해� 10월에� 시행하였다.� 이는� 건축물환경계획서의�대상이�되는�건축물�중�과반�

수� 이상이� 공동주택(맨션,� 아파트)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2008년� 7월에는� 환경확보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대상� 규모를�중간� 규모� 맨션으로� 확대하고,� 지금까지� 대상으로� 해� 온� 분양� 맨션에� 더

하여�임대�맨션까지�대상으로�하며�태양광발전이나�태양열�이용�설비도�새로운�표시�대상으로�하

고�있다.� �

1)�지역의�에너지의�효율적인�이용�계획서�제도

최근�도심부를�중심으로�대규모�재개발이�이루어지는�도쿄도에서는�개발�후에�대량�또는�고밀도�

에너지�수요가�발생하고�있다.�이�때문에�도쿄도는�환경확보조례를�개정(2008년� 7월)하여�이러한�

도시개발에서의�환경부가가�적은�저탄소형�도시�형성을�추진하기�위해� ‘지역의�에너지의�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제도(地域におけるエネルギー有効利用に関する計画制度)‘를� 2010년� 1월부터�
시행하고�있다.

2)�대규모�개발�시의�에너지의�효율적인�이용

도쿄도는�하나의�구역에서� 1건�또는� 2건�이상의�건축물�신축을�행하는�사업에서�신축�등을�하는�

모든�건축물의�면적�합계가� 5만m²가�넘는�대규모�개발�사업의�개발�사업자에�대해�개발�계획을�

책정하는�단계에서�에너지의�효율적인�이용에�관한�조치(신축�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성능�목표치

를�설정,�미사용�에너지�및�재생에너지�도입�검토,�지역냉난방�도입�검토)를�구하고�있다.� � � �

3)�지역냉난방�구역의�상황

도쿄도는�지역�냉난방�지정�기준을�정하고�적합성을�인정해줌으로써�구역의�지정을�행하고�있다.�

그리하여� 2014년� 4월� 현재� 81구역,� 약� 1425.7ha를� 지역� 냉난방� 구역으로� 지정하고� 76구역에서�

열�공급을�실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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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냉난방은�열원을�집약시킴으로써� NOx�농도의�감축�및�에너지�효율�향상을�통한� CO₂배출량�

억제에� 기여하며�하수나�하천수의� 외부� 기온과의�온도차,� 청소� 공장,� 하수오니�소각시설,� 열병합

의�배열,�지열�등�미이용�에너지를�유효하게�이용함으로써�일차�에너지�사용량의�감축도�가능하다.

또한� 지역� 냉난방� 시설에� 축열조를� 설치함으로써� 전력이용의� 피크� 시프트나� 재해시의� 물의� 확보

(커뮤니티�탱크로�활용)가�가능하게�되는�등�BCP로의�기여도�기대를�모으고�있다.�

3.3 운송�부문

3.3.1 운송�부문�CO₂배출�현황

도쿄도의� 2012년� 운송� 부문의� CO₂배출량은� 1,104만톤으로� 2000년에� 비해� 구성비는� 약� 8%� 감

소했으나�도쿄도내�전체�CO₂총�배출량인� 5,017만톤의�약� 20%나�차지하고�있다.�그�중�약� 90%

가�자동차에서�배출되는�것으로�특히�승용차의�비율이�높다.

또한� 도쿄도내의� 자동차� 주행량은� 이전까지� 증가� 경향을� 보였으나� 2005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

다.�그러나�혼잡시�평균�주행�속도는�여전히�느린�상황이다.

이에� 도쿄도는� 수도권� 삼화상� 도로(首都圏三環状道路)나� 골격신칸센도로(骨格新幹線道路)의� 정
비사업,� 연속�입체�교차�사업이나�교량�네트워크�정비�추진을�통해�혼잡�시의� 평균�주행�속도를�

향상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안쪽 원:� 2000년(합계 5,888만t-CO₂)
바깥쪽 원:�2012년(합계 5,017만t-CO₂)
(*)2012년도는 속보치

<그림 1-4>�도쿄도의 CO₂배출량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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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운송�부문�대책

1)�지속가능한�환경�교통�시책의�전개

도쿄도는� 2008년� 3월에�

책정한� ‘환경기본계획’� 중�

2020년까지� 도쿄�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

년� 대비� 25%를� 감축시키

기� 위해� 운송� 부문에서의�

지속가능한� 환경� 교통� 시

책을�전개해왔다.

2009년� 3월에는�환경확보

조례를� 개정하고� 저공해,�

저연비� 자동차의� 보급이

나� 에코� 드라이브� 추진�

등� 지구온난화�대책�강화

를�꾀하고�있다.
<그림 1-5>�지속가능한 환경교통의 실현

2)�저공해·저연비�자동차�보급�및�이용�촉진

융자 알선 제도 자동차 저공해화 촉진기금

도쿄신용보증협회가 보증하고,� 취급 금융 기관이 장기 플레임 레이트

이내에서 융자한다.�도쿄도의 보조는 다음의 표와 같다.

구분 대상 이자 보조 보증료 보조

교환
지정

저공해·저탄소자동차
1/2 2/3

보조 제도

우량 하이브리드(HV)�버스
·�보조대상 경비에서 국가 보조금을 제외한 1/2

·�예정 적용 차량 수:�10대

우량 하이브리드(HV)�트럭
·�보통 차량과의 가격 차이에서 국가 보조금을 제외한 1/2

·�예정 적용 차량 수:�640대

차세대 자동차

·�외부 충전이 가능한 전기 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일 것

·�국가 보조금의 1/2(상한 있음)

·�예상 전기자동차 수:�120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160대

·�보조대상 자동차를 2대 이상 구입할 경우 Vehicle� to� System도 지원

<표 1-2>�2014년의 지원제도



       ｜해외도시 에너지계획18

도쿄도는� 환경확보조례를� 통해� 도내에서� 200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도쿄도지사가� 정하는� 저공해·저연비� 자동차�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저공해·저연비� 자동차

의�도입을�촉진시키기�위해�중소기업을�대상으로�각종�지원제도를�실시하고�있다.�

3)�차세대�자동차�보급�촉진

2009년부터� ‘도쿄도� EV·PHV� 보급� 촉진� 프로젝트(東京都EV·PHV普及促進プロジェクト)’가� 시작

되어� 도쿄도는�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활동을� 진행함과� 동시에� 보급�

촉진을�위한�경제적인�지원을�하고�있다.

4)�에코드라이브�추진

급가속,� 급감속� 및� 공회전� 등을� 하지� 않는� 환경을� 고려한� 자동차� 운전인� ‘에코드라이브’� 추진을�

위해�도쿄도는�여러�정책을�펼치고�있다.�도쿄도는�환경국�홈페이지에�에코드라이브�교습�사이트

를�만들고�에코드라이브의�효과를�기재한�팜플릿을�배부하고�있다.

또한� 도쿄도는�사단법인�도쿄지정�자동차교습소협회� 및� 일반� 사단법인� 에너지절약�센터� 등과� 연

계하여�도쿄도내�모든�지정�자동차교습소�교관의�대표자를�에코드라이브�추진의�핵으로�하는� ‘도

쿄도� 에코드라이브� 인스트럭터’로� 육성하였다.� 그리고� 2010년과� 2011년에는� 에코드라이브� 보급�

이벤트를�실시하여�많은�도민과�사업자들이�참가하였다.�이외에�앞으로도�아홉�개의�도·현·시와의�

연계를�통한�강습회�개최,�포스터�기재,�스티커�배부,�에코드라이브�강습회를�지원하는�등�에코드

라이브를�적극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이다.

5)�바이오매스�연료�이용�촉진

도쿄도는� 2007년� 도쿄도� 운영� 버스(이하� 도쿄도� 버스)의� 바이오� 디젤� 연료의� 솔선적인� 도입,� 수

소화�바이오�디젤�연료를�사용한�도쿄도�버스�시범�주행�실시를�하고� 2010년에는� FTD(GTL)� 연

료에�수소화�바이오�디젤�연료를�혼합한�차세대�합성�연료로�도쿄도�버스�실증�주행을�실시하는�

등�자동차에서�배출되는�CO₂배출량�감축과�바이오매스�연료�이용�방법을�검토하고�있다.

6)�자동차�교통량�줄이기�및�소통�원활화

도쿄도는�지역�특성을�고려하여�공동�운송과�같은�물류�효율화의�추진이나�파크&라이드(パーク＆
ライド)9)의�일환으로�신주쿠�지구에서�파크&버스라이드를�실시하는�등�대중교통의�이용을�촉진시

킴과�동시에�자전거�이용�확대에�효과적인�자전거�쉐어링10)� 홍보를�적극적으로�행하고�있다.�자전

9) 교통 정체 완화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차를 역 주변 주차장에 주차하고(Park), 전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함으로써(Ride)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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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쉐어링은�코토구(江東区),�치요다구(千代田区),�미나토구(港区)에서�시범�시행이�행해지고�있다.

7)�자동차�환경관리계획서�제도

도쿄도는� 도내에서� 30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 특정사업자(약� 1,800� 사업자)에� 대해�

자동차�환경관리계획서·실적보고서�작성�및�제출을�의무화하고�있다.

3.4 산업�부문

3.4.1 대규모�사업장에�대한�‘온실가스�배출�총량�감축�의무와�배출권�거래제도’

1)�제도의�개요

도쿄도는� 2002년� 4월�대규모�사업장을�대상으로�온실가스�배출량의�산정,�보고,� 목표�설정�등을�

요구하는� ‘지구온난화대책계획서� 제도(地球温暖化対策計画書制度)’를� 도입하였고,� 2005년부터는�
감축� 대상에� 대한�도쿄도의� 지도,� 조언� 및� 평가,� 공표� 구조를�추가하여�사업자의�자주적이며�계

획적인�대책�실시를�요구해왔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대책� 수준을� 끌어올리며� 도내의� CO₂배출� 총량의�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2008년� 6월�환경확보조례(環境確保条例)를�개정하여� ‘온실가스�배출총량�감축�의무와�배출권�거래
제도’를� 도입하였다.� 감축� 의무는� 2010년� 4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본� 최초의� Cap�

and�Trade제도인�동시에�오피스�빌딩도�대상으로�하는�세계�최초의�도시형�제도라고�할�수�있다.�

� �

배출권�거래제도는�대규모�사업장�간의�거래와�도쿄도내�중소�크레딧,�재생에너지�크레딧과�같은�

크레딧도� 활용할� 수� 있다.� 대상� 사업장이� 스스로� 감축� 대책과� 배출량� 거래에서의� 감축� 달성을�

실현함으로써�경제적인�측면에서�합리적으로�대책을�추진할�수�있는�구조이다.�

2)�세부�사항

n 대상�사업장

대상 사업장 연료,�열,�전기 사용량이 원유 환산하여 연간 1500kl이상인 사업장

총량 감축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가스 연료,�열,�전기 사용에 따라 배출되는 CO₂

총량 감축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소유자(원칙)

<표 1-3>�대상이 되는 사업장 및 감축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가스,�대상자

10) 지역 내 각 장소에 사이클 포트라고 하는 상호 이용 가능한 자전거 정차장을 설치하여 이용자는 원하는 시간에 원
하는 장소(사이클 포트)에서 자전거를 빌리고 돌려주는 것이 가능한 자전거 공동 이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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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감축�계획�기간

제� 1�계획�기간(2010� � 2014년),�제� 2�계획�기간(2015� � 2019년),�이후� 5년씩으로�한다.

n 의무�내용�및�기준배출량

총량 감축 의무
감축의무량의 산정 =�기준배출량 ×�감축의무율
※�5년간의 배출량을 다음에서 정하는 배출가능 상한 양 이하로 할 의무
(기준배출량 ×�감축의무율)�×�5년간

기준배출량
원칙적으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동안 연속되는 3년간의 평균
배출량(어느 기간의 3년간을 고를 것인가는 사업자가 선택 가능함)

※배출량 보고(매년),�기준 배출량의 신청 등에 관해서는 등록검증기관의 검증이 필요

<표 1-4>�의무 내용 및 기준배출량

n 감축의무율의�설정�방법

Ÿ 2020년까지�도쿄도의�온실가스�배출량을� 2000년�대비� 25%�감축하기�위해�필요한�업무·산

업부문의�감축율은�17%

Ÿ 제�1�계획기간(20102014년)은� ‘대폭�감축을�위한�전환시동기’로�총량�감축목표를�6%로�설정

Ÿ 제�2�계획기간(2015~2019년)은�

‘더욱� 많은� 양의� CO₂감축을�

정착·전개하는� 기간’으로� 하여�

총량�감축�목표를�15%로�설정

⇒�이�사항들을�전제로�하여�계획�

기간�별로�감축의무율을�설정�
<그림 1-6>�감축 계획 기간 및 감축 목표

n 감축의무율

Ÿ 제� 2� 계획기간의� ‘더욱� 많은� 양의� CO₂감축을� 정착·전개하는� 기간’이라는� 지침에�따라� 특

별히�배려

①�중소기업�등에�대한�대응

중소기업�등이�1/2�이상�소유하는�사업장은�감축�의무�대상�제외

②�전기사업법�제� 27조에�관한�감축의무율의�완화조치

전기사업법�제� 27조의�사용제한�완화조치(감축율� 0%�또는� 5%)의�요건을�만족시키는�수요

설비의�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의� 배출량의� 1/2� 이상인� 사업장은� 제� 2� 계획기간에� 한하여�

감축의무율을�완화(4%�또는� 2%)�

③�제� 2�계획기간에서�새롭게�감축의무�대상이�되는�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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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계획기간과�동등한�감축의무율(8%�또는�6%)을�적용

Ÿ 탑레벨�사업장에�대하여

‘지구온난화�대책의�추진�정도가�특별히�우수한�사업장’으로� ‘도쿄도지사가�정하는�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시� 탑레벨�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에� 적용시키는� 감축의무율을�

1/2(준�탑레벨�사업장의�경우�3/4)로�감소시켜�적용�

구분
감축의무율

제1계획기간 제2계획기간

Ⅰ�-� 1
오피스 빌딩 등¹⁾과 지역냉난방시설
(구분 Ⅰ-�2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8% 17%

Ⅰ�-� 2
오피스 빌딩 등¹⁾� 중 지역냉난방을 다량 이용하
고 있는²⁾�사업장

6% 15%

Ⅱ
구분Ⅰ-� 1,�구분Ⅰ-� 2�이외의 사업장
(공장 등³⁾)

6% 15%

주1)�오피스 빌딩,�관공청사,�산업시설,�숙박시설,�교육시설,�의료시설 등
주2)�사업장의 전 에너지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지역냉난방에서 공급받는 에너지 비율이 20%�이상
주3)�공장,�상수도 시설,�폐기물 처리시설

<표 1-5>�감축 대상 사업장의 구분 및 감축의무율

n 총량�감축의무의�이행�수단

Ÿ 스스로�감축

-�고효율�에너지�소비�설비�기기로�갱신하거나�운용�대책을�추진하는�경우

-�저탄소�전력�및�열�선택�구조(제� 2�계획기간부터)

:� 에너지� 수요� 측인� 사업장의� ‘저탄소� 전력이나� 열� 공급� 사업자’� 선택행동을� 장려하기� 위해�

공급사업자의� 배출계수의� 차이를� 일정�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배출량� 산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구조로�제� 2�계획기간부터�도입

Ÿ �배출권�거래

①�초과감축량 대상 사업장이 의무량을 초과하여 감축한 양

②�도쿄도내 중소 크래딧 도쿄도내 중소규모 사업장의 에너지절약 대책을 통한 감축량

③�재생에너지 크래딧 재생에너지 환경가치(그린에너지 증서,�생그린 전력 등을 포함)

④�도쿄도외 크래딧 도쿄도 외의 대규모 사업장의 에너지 절약 대책을 통한 감축량

※�①� -�④의 양은 도쿄도에 등록된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도쿄도에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함(그린에너지 증서에 대해
서는 이미 인증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검증은 불필요)
※� (1),� (2)�①� -�④에 대하여 제 1�계획기간 중의 감축량을 제 2�계획기간에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함

<표 1-6>�배출권 거래(다음의 양을 거래를 통하여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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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사이타마현(埼玉県)과의�연계
2011년� 4월� 사이타마현에서는� 목표� 설정형�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였다.� 도쿄도는� 사이타마현

과의�협정을�체결하여�초과감축량을�중소�크래딧으로�상호이용�가능하게�하였다.

n 실효성의�담보�

감축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부족량을� 감축하도록� 조치명령(의무부족량� ×� 1.3배의� 감축량)�

⇒�명령을�위반했을�경우�벌칙(상한� 50만엔),� 위반�사실을�공표,� 도쿄도지사가�명령�부족량을�조

달하여�그�비용을�청구함�

3.4.2 중소규모�사업장에�대한�대책�강화

도쿄�도내에는�전국의� 10%�정도를�차지하는�약� 69만�곳의�중소규모�사업장(에너지�사용량을�원

유로� 환산했을� 시� 1,500kl/1년� 미만의� 사업장� 등)이� 존재하며,� 도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산업�

부문의� 약� 60%에� 상당하는� CO₂를� 배출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규모� 사업장은� 지금까지� 도쿄도

나�일본�제도의�직접적인�대상이�되지�않았으므로�에너지�절약을�위한�대응이�충분하지�않았다.�

�

이러한� 이유로� 도쿄도는� 2008년� 환경확보조례를� 개정하고� 도내� 전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간단

하게�CO₂배출량을�파악하여�구체적인�기후변화에�대응할�수�있는� ‘지구온난화�대책�보고서�제도

(地球温暖化対策報告書制度)’를�창설하였다.� 2010년� 4월부터�제출이�시작되었고,� 매년� 3만� 건을�
넘는�사업장의�보고서가�제출되고�있다.

제출 사업자 수 제출 사업장 수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1,619 1,847 1,993 34,006 34,010 33,528

<표 1-7>�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보고서 제출 현황

이�제도의�보고서를�제출하는�사업자�중에는�의무�제출자와�임의�제출자가�있으며,� 의무�제출자

인�경우�본사�등이�사업장별� ‘지구온난화�대책�보고서’를�정리하여�일괄시켜�제출하고�공표할�의

무가�있다.� �

2012년에는�제출된�보고서�정보를�바탕으로�자기평가지표(저탄소�벤치마크)를�작성하여�공표하였

다.�또한� 2013년에는�지구온난화�대책�목표를�임의�기재할�수�있도록�개정하였다.� 이를�통해�목

표�설정을�하고�그�다음�해에�달성�상황을�확인함으로써�더욱�효과적인�대책�실시가�가능해졌다.�

도쿄도�내의� CO₂배출량에서�상당�부분을�차지하는�중소규모�테넌트�빌딩은�건물주가�에너지�절

약� 개보수를�해도� 광열비� 감축� 효과의� 많은� 부분은� 입주하는�테넌트가�감수하기�때문에�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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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이� 원활히� 진행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건물의� � 에너지� 절약,� 저탄소화를� 추진시키기� 위

해서는�테넌트�입주자�등이�에너지�절약�성능이�높은�건물을�선택할�수�있도록�유도하고,�건물의�

가동률을�향상시키는�등�건물주의�수익의�안정과�확대에�기여할�수�있는�구조가�필요하다.

� �

이�때문에� 2014년� 6월�저탄소�벤치마크를�활용하여�중소규모�테넌트�빌딩의�에너지�절약,�저탄소�

수준의�시각화를�목표로�건물주가�입주자나�입주�희망자에게�건물의�에너지�절약�레벨을�제시할�

수� 있는� ‘탄소리포트(カーボンレポート)’� 양식� 제공을� 시작하여� 이를� 통해� 에너지� 절약� 성능을�
홍보할�수�있게�되었다.�

도쿄도는�부동산�시장에서�저탄소�건축물에�대한�평가를�확립하고�부동산�투자가나�테넌트�사업

자가� 투자� 물건으로� 중소규모� 건물을� 평가하고� 선택하게� 함으로써� 저탄소� 건물의� 보급� 촉진을�

목표로�하고�있다.

도쿄도는� ‘도쿄도�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센터’를�중소규모�사업장의�대책�거점으로�각각의�사

업장의�실태에�입각한�무료� ‘에너지�절약�진단’이나�기후변화�대책에�대한�기본적인�내용에서�실

전적인�지식까지�배울�수�있는� ‘에너지�절약�연수회’�등의�지원을�실시하고�있다.�

또한�각종�지원책이나�제도의�유효한�기능화를�위해�지구온난화�대책�보고서를�접수하고�에너지�

촉진세(稅)의�대상이�되는�기기의�공표와�신청� 접수도�실시하여�중소규모�사업장이�한� 번에�기후

변화�대응,� 에너지�절약�지원을�받을�수� 있는�체제를�구축하고�있다.� 그리고�이� 외에도�여러�가

지�방법을�활용하여�중소규모�사업장에서의�에너지�절약�대책을�종합적으로�추진하고�있다.

또한� 보일러,� 냉온수� 발생기,� 가스� 히트펌프와� 같은� 업무용� 소규모� 연소기에� 대해� 저(低)NOx와�

저(低)CO₂의�두�조건을�모두�만족시키는�환경성능이�뛰어난�기기의�보급�확대에�힘쓰고�있다.

3.5 기타�부문

3.5.1 열섬현상�대책

1)�도쿄도의�현황�및�대책

지구온난화와�열섬현상의�진행에�의해�도쿄에서는�과거� 100년간�평균�기온이�약� 3℃상승하였다.

2005년� 7월� 도쿄도는�민간사업자와�도민이�건물의�신축이나�리모델링을�할�시에� 지역의�열�환경

에�맞는�열섬현상�대책을�취할�수�있게�하기� 위해� 열�환경� 지도,� 지역특성별�대책�메뉴�및�건물�

용도별� 대책� 메뉴를� ‘열섬현상� 대책� 가이드라인(ヒートアイランド対策ガイドライン)’으로� 정리
하여�정보를�제공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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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도쿄도의 열대야 일 수 <그림 1-8>�도쿄도의 겨울날 일 수

2)�열섬현상�대책�추진�지역의�선정�

도쿄도에서는� 2005년� 4월� ‘열섬현상� 대책� 추진� 지역11)’으로� 4곳을� 선정하였다.� 이� 지역들은� 열�

환경�지도를�기반으로�대기에�미치는�영향(열부가)이�큰�지역(업무�밀집�지역�및�주택�밀집�지역)

으로� 추출되었으며� 친환경적인�방식의� 민간� 개발을�유도할�수� 있는�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의�

핵심이� 된다.� 그리고� 이� ‘열섬현상� 대책� 추진� 지역’에� 민간� 재개발� 등을� 통한� 대책을� 유도함과�

동시에�보수성�포장,�옥상�및�벽면�녹화�등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다.�또한�이�지역들은�국가

의� ‘지구온난화� 및� 열섬현상� 대책에� 관한� 모델� 지역’으로도� 채택되어� 있으므로� 국가의� 시책과도�

연계해�나가며�대책을�추진하고�있다.

이� 외에도� 장래� 광범위한� 개발이� 예상되기에� 열섬현상� 대책을� 취하며� 도시� 개발을� 계획해야� 할�

지역을�선정하였다.

지역 명칭 지역 특성 면적 특징

도심 지역 업무 집적 지역 대책 약 1600ha
업무용 빌딩,�아스팔트 등 인공적인 피복면에서 발생하는
열부가,�건물 비열이 크고 심야에도 기온이 높은 지역

신주쿠 지역 업무 집적 지역 대책 약 600ha
업무용 빌딩,� 주택,� 아스팔트 등 인공 피복면에서 발생
하는 열부가가 크고 심야에도 기온이 높은 지역

오사키·메구로

지역
주택 밀집 지역 대책 약 1100ha

주택이 밀집되어 지표면에서 열부가가 크고 야간에도
기온이 내려가기 어려운(열대야가 빈번한)�지역

시나가와역

주변 지역
개발 계획에서의 대책 유도 약 600ha

장래 광범위한 개발이 예상되어 다시 열섬현상 대책을
취하며 도시개발을 계획적으로 해야 할 지역

<표 1-8>�열섬현상 대책 추진 지역

 
3.5.2 도쿄도청�및�도쿄도�소유�시설에�대한�대책

도쿄도는� 사무�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지구온난화� 대책� 도청� 플랜(地球温暖化対策都

11) 도심 지역, 신주쿠 지역, 오사키·메구로 지역, 시나가와역 주변 지역의 4곳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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庁プラン)’을�책정하여� ‘2009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2004년�대비� 10%�감축’시키기�위한�대책을�
추진해왔다.�그�결과�2009년의�도청�전체의�온실가스�배출량은�2004년도�대비�약�9.6%�감소했다.

그� 후� 2011년� 3월의�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전력공급� 부족이� 발생하였기에� 그� 대응도� 겸하여�

계획의�개정을�검토하였고,� 2012년� 3월에�새로운�계획으로� ‘2014년�지사부국(知事部局)에서�배출

되는� 온실가스를� 2000년� 대비� 20%� 감축시킨다’는� 목표를� 건� ‘온실가스� 감축� 도청� 행동계획(温
室効果ガス削減都庁行動計画)’을� 책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①지속적이고� 현명한� 에너지� 절약
을� 통한� CO₂감축,� ②설비� 개보수� 등을� 통한� 저탄소�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 ③재생에너지� 도입�

촉진이라는�세�가지�대응�방침을�기반으로�목표�실현을�위한�대응을�실행하고�있다.�그리고�결과

적으로�2012년�지사부국의�온실가스�배출량은� 2000년�대비� 16.6%�감소했다.

공영기업에�대해서는�각�국의�경영방침을�고려한�대응이�추진되어�본�계획의�대상은�아니지만�공

영기업�전체의�온실가스�배출량이�2000년�대비� 13%�감축될�것이라�예상되고�있다.

2014년� 5월에는�차기�계획�책정이나�전� 청(庁)의� 대응�추진을�목적으로�한� ‘스마트�에너지�도청
추진회의(スマートエネルギー都庁推進会議)’를�설치하여�검토�및�조정을�하고�있다.
또한�환경확보조례를�근거로�도쿄도의�대규모시설에�대해서도� 2010년부터�온실가스�배출량�감축

의무가� 지어져있다.� 도쿄도청사는� 2009년� 3월에� ‘도청사의� 감축의무달성을� 위한� 대응� 방침(都庁
舎における削減義務達成にむけた取組方針)’을�책정하여�도청�전체를�범위로�추진하고�있다.�

�

도쿄도가�소유하는�시설은�최신�에너지�절약�설비나�다양한�재생에너지�설비에�대한�내용을�담고�

있는� ‘에너지절약·재생에너지� 도쿄� 사용(省エネ·再エネ東京仕様)’(2011년� 7월� 책정,� 2014년� 6월�
개정)을�적용하여�온실가스�감축을�위해�노력하고�있다.�

3.5.3 도쿄도민과�기업과의�연계

1)� <도쿄판>�환경감세

도쿄도에서는� 2009년부터� 저탄소형�도시� 실현을�위해� 에너지� 절약�노력을�위한�인센티브로�중소

기업용� 에너지절약� 촉진세제(법인사업세� 및� 개인사업세� 감면)와� 차세대� 자동차� 도입� 촉진세제(자

동차세·자동차�취득세�면제)�두�가지�환경감세를�독자적으로�시행하고�있다.

2)�에코�금융�프로젝트

도쿄도는�사업자뿐만�아니라�도민들도�개입하여�환경에�기여할�수�있도록�금융�구조를�활용하는�

‘에코�금융�프로젝트(エコ金融プロジェクト)’를�창설하였다.�이미� 2009년� 1월부터�도쿄도내�금융�

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시작하여� 도쿄도의� 70억엔의� 자금을� 활용,� 도민의� 참가를� 통해� 가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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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기업이�행하는�친환경�사업을� 5년�동안�지원하고�있다.

4. 맺는�말

도쿄도의�에너지�정책을�살펴보는�것은�해외�타�도시의�에너지�정책을�검토하는�것과는�다른�의

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1986년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처음으로� 레벨7의� 원전사고가� 발

생하였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원전이� 가동되지�않음에�따라�발생하는� 전력� 수요를�도쿄도가�어

떻게�메울�것인지에�대해�세계�각국에서�주목하고�있다.�

도쿄도�환경백서� 2014를� 통해� 본� 결과� 에너지� 부문에서�도쿄도는�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정책�

시행에�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태양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움직임과� 재생에너

지� 특화� 민관� 펀드와� 같은� 항목들은� 참고로� 할� 만� 하다.� 또한� 별도로� 다루고� 있는� 수소에너지�

보급�확대�의지를�보여주는�항목을�통하여�수소�폭발�위험성�등의�과제를�향후�도쿄도가�어떻게�

극복해�나갈�것인지�지켜봐야�할�것이다.� 건물�부문�및�운송�부문에서도�다양한�에너지�절약�정

책들을�시행�중이며�계획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그리고�산업�부문에서�시행하고�있는�배

출권� 거래제도와� 같은� 정책도� 주목해야할� 것이다.� 또한� 열섬현상� 대책을� 도시� 개발에� 적용시킨�

것도�참고가�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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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 시 요약 ●

o 비전�및�목표

Ÿ 도시�내�에너지�효율성�증진�및�에너지�소비�절약

Ÿ 온실가스�배출�증가량�감축

Ÿ 도시의�대기�질�개선

Ÿ 에너지�공급질�개선

o 관련지표

Ÿ 2020년까지 200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0%�감축 목표

o 현황

Ÿ 에너지�소비는�2008년�기준�상업�부문�29.9%,�가정부문�27.9%,�

수송부문�24.1%,�산업부문�17.2%로�구성됨

o 주요�사업

Ÿ 85개�도시�프로그램(city� programme)과�23개�시정부�프로그램

(municipal� programme)�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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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며

2002년� 바르셀로나� 시의회는� ‘바르셀로나� 에너지� 증진� 계획(the� Barcelona� Energy�

Improvement� Plan,� PMEB)’을� 승인했다.� PMEB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바르셀로나� 시� 에

너지�계획으로� 59개의�프로젝트를�포함하고�있었다.� 현재는� PMEB를�통해서�바르셀로나�시가�에

너지�효율성�개선,� 경제적�이득,� 지역�에너지원�증진,� 온실가스�배출량�감소를�동시에�달성하였다

고�긍정적으로�평가된다.� PMEB의�계획에서는�바르셀로나�시뿐만�아니라�시의�사회·경제적�동반자

들과�일반�대중들이�함께�적극적으로�프로젝트들에�참여했다.� 이런�긍정적인�에너지계획의�연장선

상에서�바르셀로나�에너지기구(the� Barcelona� Energy� Agency,� AEB)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의� 새로운� 에너지� 계획인� ‘바르셀로나� 에너지,� 기후변화,� 대기질� 계획� 2011-2020(the� Energy,�

Climate� Change� and� Air� Quality� Plan� of� Barcelona� 2011-2020,�PECQ)’을�내놓았다.�이�계

획에서�바르셀로나�시는�에너지�계획과�더불어�도시에�영향을�주는�기후변화와�대기오염을�포함시

킴으로써,� 기존의� PMEB보다�더욱�확장된�계획을�수립하고�있다.� PECQ는�바르셀로나�시의회�주

도� 아래� 현재� 바르셀로나의�국내외적� 위치를� 더욱� 격상시키고,� 바르셀로나� 시가� 맞이한�오늘날의�

도전�상황들에�맞서는�계획이다.� 이�계획의�목적은�오염물질�배출량을�감축하고,�에너지원을�효율

적으로�사용하며,�온실가스�배출량을�감축함으로써�바르셀로나�시민들의�건강을�증진하는�것이다.

PECQ�계획은�기존의�PMEB계획을�개정함과�동시에�범분야(cross-cutting)에�걸친�구체적인�행동

계획을�포함하고�있다.� 또한� 2020년까지�시�활동과�연계된�온실가스�배출량을� 2008년�대비� 20%

까지� 감축한다는� 유럽연합� 시장협약(the� European� Union’s� Covenant� of� Mayors)의� 프레임워

크의�목표를�달성하기�위한�계획이다.�이�계획에서는� PECQ를�보다�성공적으로�시행하기�위해�앞

선� PMEB�계획�중�실행된�범위를�재점검하고,� 미래의�목표�및�전략을�설정하고�있다.�바르셀로나

는�이�목표를�위해�서로�상호보완적인�두�가지�프로그램� �도시�프로그램(city� programme)과�시

정부� 프로그램(municipal� programme)으로�나누어�각자�상세한� 데이터를�제시하며� 역할을�구분

하고�있다.

2. 보고서의�범위와�목표

2.1 범위

PECQ� 계획의� 범위는� 바르셀로나� 시에� 한정되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십년의� 계획을� 다루고�

있다.�총� 7개의�프로그램과� 108개의�프로젝트로�구성되어�있으며,�지역적으로는�크게�두�개의�프

로그램으로�나누어진다.�이�중�도시�프로그램은�일반적인�도시의�문제를�다루고�있으며,�총� 8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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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프로젝트로�구성되어�있다.�이�프로젝트�내에는�주거,�상업,�산업,�도로교통,�대중교통,�에너지�

생산�및�폐기물�관리�등이�포함된다.

반면� 시� 프로그램은�시당국이�직접�운영하는�프로그램으로서�총� 23개의�프로젝트로�구성되어�있

다.� 여기에는� 시� 소속의� 건물,� 전등,� 공공서비스,� 녹지,� 차량� 및� 폐기물� 수집� 등에� 관련된� 활동�

들이�포함된다.

앞선� PMEB� 계획에서� 이미� 다루어졌지만,� 최근에� 오면서� 더욱� 중요해진�다양한�이슈들을� PECQ�

계획에서는�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1)� 수요관리,� 의사소통관리,� 의식관리,� 2)� 교통망� 및�

전기�공급,� 3)�신�연료�및�신�에너지원,� 4)�대형�인프라�시설의�영향,� 5)�현재�산업�현황,� 6)�시정

부�소유의�에너지�시설�및�서비스의�에너지�성과기가�그�대상�범위다.�

자료 출처:�PECQ� 2011-2020,� Barcelona

<그림 2-1>� PECQ�계획의 관점

2.2 목표

바르셀로나� 에너지,� 기후변화� 및� 대기질� 계획� 2011-2020은� 지역� 행정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1)�도시�내�에너지�효율성�증진�및�에너지�소비�절약,� 2)� 온실가스�배출�증가량�감축,� 3)�도시의�

대기�질�개선,� 4)� 에너지�공급질�개선을�목표로�하고�있다.�동시에� PECQ�계획은� 2020년까지�시

당국의�활동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배출량을� 20%까지�줄이는�목표를�위한�도구이기도�하다.�위

에서�제시한�목표�달성을�위해서� PECQ� 2011-2020�계획에서는�일련의�구체적이고�전략적인�목표

들을�제안하고�있다.

우선�전략적�목표로서� 1)� 바르셀로나가�까딸루니아,�스페인,� 유럽�내에서�어떤�역할을�하는지�재

조명하고,�에너지�전략을�위한�새로운�목표들과�계획들을�세운다.� 2)� 기후변화�및�대기질과�관련

한�시당국의�전략을�수립하고�이를�에너지�전략과�완전히�연계시킨다.� 3)� 위�문제에�관해�시당국



       ｜해외도시 에너지계획32

의� 정책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새로운� 계획을� 시행하는데�주체들이�참여할�수� 있는� 분위기

를�만든다.� 4)�에너지�효율성,�재생에너지�생산,�대기질에서�2020년�쯤�바르셀로나시가�경쟁력�있

는�도시가�될�수�있도록�한다.

보다� 구체적인�목표로서는� 1)� 일반� 대중들이� PECQ� 계획에�참여할�수� 있도록�하고,� 2)� 현재� 및�

앞으로�계획된�다양한�수준의�계획�및�통합적인�지령과�법률을�통합한다.� 3)�미래에�실행�가능한�

계획과�실행하고자�하는�계획에�관한�미래�시나리오를�설정하고,�시나리오에�따라�수치화된�목표

를�제시한다.� 4)�목표�시나리오를�수행하기�위한�행동�및�프로젝트를�결정한다.

3. 바르셀로나�현황

3.1 도시�프로그램

3.1.1 에너지�소비

1)�최종�에너지�소비

2008년� 바르셀로나는�최종�에너지를� 17,001.78GWh�소비했다.� 이� 수치는�서비스�부문(29.9%)과�

주거부문(27.9%),� 교통부문(24.1%)이� 비슷한� 비율로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17.2%를�산업부문,� 0.8%를�기타부문에서�소비하고�있다.

자료출처:�PECQ� 2011-2020,� Barcelona

<그림 2-2>�분야별 최종 에너지 소비

� � � � � � � � �
자료출처:�PECQ� 2011-2020,� Barcelona

<그림 2-3>�에너지원별 최종 에너지 소비

에너지원별�구분에�따르면� 44.5%가�전기를�사용하며,� 31.8%가�천연가스,�디젤이� 15.4%,�휘발유

가� 7.0%,� LPG가� 1.4%를�차지하고�있다.� 태양에너지를�통해�생산된�열� 에너지도�소비되고�있지

만,� 아주� 작은� 비율(0.3%)이다.� 현재� 이� 에너지� 소비량은� 2008년� 스페인� 전체� 에너지� 소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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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를�차지하고�있다.

바르셀로나의�에너지�소비를�놓고�보면,� 최근� 1999-2008년의�기간�동안� 0.91%의�연평균�성장률

로�에너지�소비가�증가하는�추세가�나타나고�있다.� 전기,� 천연가스,� LPG,� 차량연료를�모두�포함

해서� 바르셀로나의�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1999년� 15,664.78GWh에서� 2008년� 17,001.78GWh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런� 증가추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데� 2005년� 말까지는� 3%가� 넘는� 성

장률이� 나타났었지만,� 이후로� 4.03%로� 에너지� 소비량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거주인�

당�소비�역시� 1999년에서� 2008년�사이에� 0.119%�증가하였지만,� 1999년부터� 2005년까지로�계산

해보면� 2.24%로�그�증가세가�꺾이고�있음을�알�수�있다.

자료출처:�PECQ� 2011-2020,�Barcelona

<그림 2-4>�바르셀로나 최종에너지 소비추세(19922008년)

1999년부터� 2008년까지의�바르셀로나�에너지�소비량의�증가는�분야별로�다른�배경이�있다.

Ÿ 주거분야

1999년� 4,556GWh에서� 2008년� 4,749GWh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을�

자세히�분석해보면�에너지�소비는� 2005년까지�증가하지만,�그�해를�기점으로� 5.85%�비율로�하락

했음을�알�수�있다.�따라서�사실상� 1999년부터� 2008년�사이에�주거분야의�에너지�소비는�사실상�

증가하지�않고�있는�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거분야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천연가스의� 소비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는�점을�염두에�둘�필요가�있다.�천연가스가�다른�에너지원에�비해서�소비가�줄어든�이유는�난방

용� 소비의� 감소� 때문이다.� 2006년이� 2005년보다� 따뜻했으며,� 2008년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에너

지를�대대적으로�절약한�것으로�나타난다.�뿐만�아니라�신축�건물과�시설물에서의�에너지�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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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증가하였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이다.� 이와� 반대로� 전기� 소비량이�증가했으며� 이는� 가정에서�

전자제품의�사용이�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Ÿ 서비스�부문

1999년� 4,049GWh에서� 2008년� 5,083GWh로�에너지�소비가�증가하였다.�이�기간�동안�에너지�소

비�연평균�성장률은� 2.56%로서� 2008년에�에너지�소비의�감소에도�불구하고�주거부문과�같은�이

유로� 전체적으로는� 증가하였다.� 서비스부문에서의� 지속적� 에너지� 소비� 증가는� 전기에너지를�사용

하는� 기술이� 크게� 많아지고,� 경제적� 활동이�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천연가스� 소비는� 소폭�

감소하였다.

Ÿ 산업�부문

2008년�총�소비는�2,929GWh로서� 1999년의� 2,993GWh에�비해�소폭�감소하였다.�연도별�분석에�따르

면�다양한�이유�덕분에�2005년�이후로�지속적으로�에너지�소비가�감소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Ÿ 교통�부문

1999년에서� 2008년� 사이에� 2,965MWh에서� 4,100MWh로� 소폭� 증가하였다.� 하지만� 교통부문의�

소비는�사실상� 2005년�이후로는� 1.69%하락하고�있어,�안정세에�접어들었다고�해석된다.

이는�정부�정책의�결과로서�전기를�사용하는�대중교통(지하철,�기차,�트램)의�수가�점차�증가하였

으며,�동시에�버스에�천연가스를�사용하는�경우가�증가하였기�때문이다.�하지만�전기�및�천연가스�

에너지�소비가�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승객�당�에너지�소비는�증가하였다.�반대로�개별�차량에�

관해서는�통행차량�수가�감소하였으며,�또한�연비가�증가하였다.�

Ÿ 기타�부문

기타�부문은�일차에너지,� 건설부문,�공공부문을�일컫는다.� 전반적으로� 1999년에서� 2008년� 사이에�

기타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3.68%� 증가하였다.� 하지만� 도시� 전체� 소비� 에너지의� 0.8%를� 차지하

는�부문으로서�크게�중요한�부문이�아닌�것으로�다뤄지고�있다.

2)�에너지원별�소비

에너지� 소비의� 변화를�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1999년에서� 2008년� 사이에� 가장� 큰� 소비� 증가는�

전기�소비�때문으로�연간� 2.91%의�증가율을�보인다.�반면�가장�큰�소비�감축의�변화는�천연가스�

및� LPG이다.� 그� 이유는� 천연가스� 소비가� 2006년부터� 좋아진� 날씨로� 인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이� 지역에서� 에너지� 소비가� 가장�많은� 겨울에�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량용� 연료,� 휘발유,� 경유� 소비의� 증가세가� 꺾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개인� 차량이� 줄어들고�

차량의�에너지�효율이�높아졌기�때문으로�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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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energy� consumption� in� Barcelona,�by� energy� source

1999[GWh] 2008[GWh]

Electricity 5,824.20 7,536.66

5,381.83Natural� gas 5,699.67 5,381.83

LPG233,12 414.98 233.12

Automotive� oil 3,725.93 3,850.17

Total 15,664.78 17,001.8

Total� per� inhabitant 10.42�MWh/inhab. 10.52�MWh/inhab.

자료출처:�PECQ�2011-2020,� Barcelona

<표 2-1>�에너지원별 바르셀로나 최종 에너지 소비

3)�일차에너지�소비

2008년의�바르셀로나�최종에너지�수요(17,001.78GWh)를�맞추기�위해서,� 30,783.60GWh의�일차에

너지가�필요했었다.�이는� 1999년에�비해� 9.3%가�더�많은�것으로�까딸루니아�전력생산�후�일차

에너지에서� 최종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에너지�손실�및�에너지부문�자체의�소비�등을�포

함하고� 있는� 수치이다.� 전체� 일차에너지양의� 65.7%

는� 전력을� 생산하고� 송전하는데서� 쓰이고� 있다.� 반

면� 나머지� 에너지는� 천연가스(21.2%),� 차량용� 액화

연료(12.3%),� LPG(0.8%)에서� 쓰이고� 있다.� 전력을�

생산하는데�필요한�일차에너지�중� 68.2%가�핵에너지

에� 의해� 생산되며,� 16.9%는� 천연가스로� 생산되고�

있다.� 최근�까딸루니아에서�전력생산을� 위한� 병합발

전이� 이루어지면서� 핵에너지� 비율이� 9.7%� 포인트만

큼�감소하였다.�

자료출처:�PECQ�2011-2020,� Barcelona

<그림 2-5>�바르셀로나 일차에너지원

3.1.2�에너지�생산

2008년� 바르셀로나시와� 베소스시(Besos,� 바르셀로나�근처)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서� 5,243.2GWh

의� 에너지를� 생산하였으며(2006년� 기준� 5,684GWh),� 태양열� 에너지� 52.4GWh를� 생산하였다.� 이�

에너지�중� 93%는�기존의�주요�생산�시설을�통해�기존방식(the�Ordinary� Regime)으로�생산되고�

있다.� 나머지� 7%는� 신재생�에너지�시설과� 폐기물�에너지� 환수�시설�등을�통한�소규모로�공동생

산�중이다.�후자의�에너지�생산�시설을�특수체제(the� Special� Regime)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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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특수체제에서의�에너지�생산

바르셀로나는�재생가능에너지원과�전기,�열�공동생산�과정을�포함하는�특별방식� (SR)으로�운영되는�

소규모의� 전력� 생산� 발전소가� 있

다.� 대부분의� 에너지는� 천연가스�

공동생산� 발전소(45.4%)를� 통해�

생산되며,� 고형� 폐기물� 환수� 발전

소(34.9%)도� 있다.� 전력은� 매립지

에서�통제되어�생산되는�바이오�가

스를� 사용해서도� 만들어진다.� 최근�

몇� 년� 간� 특별방식을� 통한� 전력생

산은�총�연간�약�400GWh이다.

자료출처:�PECQ� 2011-2020,�Barcelona

<그림 2-6>�특수체제 방식의 전력생산량

3.1.3�재생에너지

바르셀로나의�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은�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최고� 96.53GWh로서� 전체� 에너지�

소비(전기,� 천연가스,� 차량용� 연료� 및� LPG)의� 0.57%를� 차지한다.�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을� 위한�

에너지원으로는�태양광�에너지(photovolatic� energy),�태양열,�소수력�및�바이오가스�등이�있다.

Renewable�
energies[GWh]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Electricity�with�
biogas(Garraf+Ec

opark)
0.00 0.00 0.00 2.66 28.40 54.95 36.08 32.58 35.57 35.04

Mini-hydraulics�
Trinitat

6.22 5.71 5.16 6.30 6.13 5.11 5.11(*) 5.11(*) 3.34 1.47

Photovoltaic 0.003 0.0024 0.046 0.130 0.158 0.758 1.009 1.227 1453 7.620

Solar�Thermal 0.464 0.664 6.410 12.633 16.560 20.846 26.842 34.155 43.299 52.405

Total�renewables�
production

6.68 6.40 11.62 21.72 51.25 81.66 69.03 73.07 83.66 96.53

Renewable�
energies[㎡]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Solar�Thermal 580 830 8,013 15,791 20,700 26,058 33,552 42,694 54,123 65,506

자료출처:�PECQ� 2011-2020,� Barcelona

<표 2-2>�바르셀로나 1999-2000년 재생에너지원 사용한 에너지 생산 추세

Ÿ 태양열에너지

태양에너지는� 바르셀로나� 내� 주요한� 재생가능� 에너지원이며,� 태양열에너지는� 재생가능에너지� 총�

생산량의� 52%를�차지하고�있다.�최근에는�바르셀로나에서�가장�광범위하게�사용되는�에너지로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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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바르셀로나�시의회가�태양열에너지를�보급하기�위하여� 1999년�총회에서�태양열의�포집을�일

반�환경�조례(the� Barcelona� Solar� Thermal� Ordinance,� OST)에�추가하였기�때문이다.�이때부

터�처음으로�신축건물과�재건축중인�건물에�온수�수요를�맞추기�위한� �태양에너지�시스템을�통합

시키는�것을�의무화하는�규제가�승인되었다.

2002년�바르셀로나�시의회는�PMEB�

계획을� 승인하여� 일차� 에너지에서

의� 재생가능� 에너지원,� 특히� 태양

열의� 사용을� 증진시키려고� 했다.�

이는� 2010년까지� 96,300m²의� 태

양열�패널을�설치하는�목표를�내세

우기도�했다.� 자료출처:�PECQ�2011-2020,� Barcelona

<그림 2-7>�태양열에너지 생산량 추이

건축�및�주거부문이�도시�내�태양열�사용�장소�표면적의� 69%를�차지하고�있어�가장�높은�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호텔이� 16%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태양에너지� 조례(the� solar� Ordinance)의�

결과로� 2008년� 12월� 31일까지� 1,226개의� 건물에� 온수사용을� 위한� 태양열� 사용� 체계가� 형성되었

다.�해당�조례로�인해�태양에너지�시설의�설치가�의무화되었으며,�이를�통해서�연간� 50,255�MWh

의�에너지를�절약하고�있다.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새로운� 법규에� 영향을� 받는� 건물의� 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 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태양에너지를�설치하는�표면적�수는�크게�늘어나지�않았는데�이는�태양열에너

지를�통합할� 의무가� 있는� 새로운� 건물이�많지� 않기� 때문이다.� 태양에너지�조례의� 결과로�태양열

을�사용하는�표면적의�괄목할만한�증가는�태양열�사용�표면적이� 65.506m²를�초과했음을�의미하

며�이는�태양에너지�조례�이전과�비교해서� 40배나�사용�면적이�넓어졌음을�의미한다.

Ÿ 태양광�에너지

2008년� 바르셀로나에� 설치된� 태양

광�에너지의�용량은�총� 6,116.5kWp

로서� 시행정� 부문에� 27%가� 설치되

어� 있고,� 기타� 개인� 사유영역에�

73%가� 설치되어� 있다.� 이� 수치는�

이전� 두� 해의� 296kWp,� 832kWp의�

용량과�비교하면�괄목할만한�성과이
자료출처:�PECQ� 2011-2020,� Barcelona

<그림 2-8>�소유자별 바르셀로나 태양광 설치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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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용량의�급격한�증가는�우선�시의�정책과�행동이�재생가능에너지를�증진시키는�방향으로�자리

를� 잡았기� 때문이다.� 바르셀로나� 시는� 포럼을� 통해� 태양광� 설비를� 초기단계부터� 시작하였으며,�

보다� 최근에는�학교� 등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시가� 소유한� 시설에도� 270kWp� 더�

태양광에너지를�도입함으로서�포럼(Forum)에�태양광�발전소� 650kWp의�용량을�확보함으로써�태

양광에너지�정책�두�번째�단계를�완료하였다.

또한�태양광의�보급은�옥상에�태양광�설비를�서리하는�것에�대한�경제적�인센티브의�제공의�결과

이기도�하다.� 이� 정책은�민간부문이�다양한�산업용�건물�옥상에�태양광�패널을�설치하게�하는데�

박차를� 가하도록� 했다.� 태양광을� 통한� 에너지� 생산은� 2008년� 7.62GWh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4년�이후로�매년� 226%가�증가한�수치다.

Ÿ 바이오�가스

바르셀로나의�폐기물을�처리하는�녹색공원망(the� network� of� eco� parks)�및�바르셀로나의�도심

지역에서는�에너지사용을�위한�바이오가스를�생산하고�있다.

2008년� 9,153m²의� 에너지가� Montcada� I� Reixac에� 있는� Eco� park-2에서� 생산되었으며,� Sant�

Adria의� Eco� park-3에서도� 1,125,394m²의� 에너지가� 생산되었다.� 20.18MWh의� 전력이� Eco�

park-2의� 바이오가스를� 통해서� 생산되었고,� Eco� park-3에서는� 폐기물� 에너지화� 계획을� 통해서�

간접적으로�전력을�생산하고�있다.

바르셀로나�에너지의�균형을�염두에�둘�때,� 전력�생산은� Eco� park-2에서�옮겨지는�유기폐기물의�

양에�비례해서�계산된다.� 2008년�기준으로�이는�총�수거한�폐기물의� 11%를�차지하고�있으며,�전

력양으로�환산하면� 2.22GWh이다.

Vall� d’en� Joan에�있던�매립지는� 2007년�폐쇄되었지만�지속적으로�바이오가스를�통해서�전력을�생산

하고�있다.�에너지생산(2008년�기준�총�55.21GWh)을�폐기물이�들어온�지역별로�받아들인�양에�비례

하여�계산하면,�이�시설은� 59.44%의�

가중치를� 받는다.� 이는� 이� 지역이�

처리한� 총� 폐기물과� 비교해서� 바르

셀로나에� 32.82GWh의� 에너지를� 생

산한� 것으로� 앞의� Eco� Park-2에서�

생산한�전력에너지와�합하면�바이오

가스를� 이용한� 총� 에너지� 생산은�

2008년�35.04GWh이다.
자료출처:�PECQ� 2011-2020,� Barcelona

<그림 2-9>�바르셀로나 바이오가스 이용 에너지 생산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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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소수력�시설

바르셀로나의� 소수력을� 이용한� 에

너지�생산량은� 1.47GWh로서� 가장�

높은� 생산량을� 보인� 해는� 2002년

과� 2003년이다.� 까딸란� 유역의� 강

우량을�통해서� Trinitat� 소수력� 발

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소수력을�

이용한� 발전량은� 6GWh를� 초과하

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자료출처:�PECQ� 2011-2020,�Barcelona

<그림 2-10>�바르셀로나 소수력 이용 에너지 생산량 추이

3.2 시정부�프로그램

3.2.1�에너지�소비

2008년,�시정부�서비스�부문에서� 472,250.98MWh의�에너지를�소비하였으며�이는�도시�전체�소비

의� 2.78%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온실가스� 배출의� 측면으로� 살펴보면� 시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

2.09%로서� 84,799.71톤을�방출하고�있는�셈이다.�시정부�서비스�부문에서�사용하는�전체�에너지

의� 52%는�시�소유�건물에서�소비되고�있으며,�공공�조명에� 20.1%,�폐기물�수집�차량이� 15.8%,�

시정부�서비스가� 8.8%,� 기타�차량이� 3.4%를�차지하고�있다.� 가장�높은�에너지소비�비중은�건물

로서�중요한�에너지�절약�부문으로�인식되고�있다.�반면,�조명,�서비스,�차량�등의�부문에서는�최근�

몇�년간의�보수�작업�및�기술의�진보로�인해�점차�에너지�소비가�줄어들고�있는�상황이다.�

자료출처:�PECQ� 2011-2020,�Barcelona

<그림 2-11>�시정부 프로그램 부문별 에너지 소비

             
자료출처:�PECQ�2011-2020,� Barcelona

<그림 2-12>�시정부 프로그램 에너지원별 에너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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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너지원별�에너지�소비상황을�보면�전기가� 58.3%로서�가장�높으며,�이는�건물,�조명�및�기

타� 주요� 공공� 서비스(신호등,� 펌프� 등)에서� 소비되고� 있는� 수준의� 비율과� 일치한다.� 천연가스가�

24.6%로�다음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주로�건물과�폐기물�수집차량에서�이용되고�있

다.� 13.6%를� 차지하고� 있는� 디젤유의� 경우� 시정부� 소속� 차량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난방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1.8%)와� 휘발유(0.4%)는� 차량용으로만� 사용되

고�있으며,�아주�적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주목할�점은�태양열�에너지가� 1.4%를�차지하고�있

으며,�주로�온수를�생산하는데�사용되고�있다는�사실이다.

Ÿ 에너지�소비�추세

전반적으로,� 바르셀로나의� 에너지� 소비는�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데,� 주로� 바르셀로나�

시� 및� 시정부� 관할� 복합� 화력� 발전소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복합� 화력� 발전소의� 긍정적인� 측면은� 자급전기(self-generated� electricity)의� 비중이� 68%까지�

높아진다는� 점이다.� 반면,� 지역� 에너지믹스에서� 에너지원이� 다원화되지� 못하고� 주로� 화석연료로�

구성되고�있음을�알�수�있다.

바르셀로나�시가�지역�및�국가�에너지믹스에�미칠�수�있는�영향력이�제한적이라는�사실을�고려할�

때,�에너지�효율성을�높이는�정책�및�바텀업(bottom� up)�방식의�재생가능�에너지를�시정부�프로

그램의�새로운�에너지원으로�통합시키는�것이�에너지�의존을�줄이는�방법의�핵심으로�받아들여지

고�있다.�최근�시의�지원으로�태양열�및�태양광�기술의�표준화로�인해�재생가능�에너지원에�대한�

잠재성에�대한�인식이�점차�변하고�있다.�

2008년� 기준의� 에너지� 소비량을� 1999-2007년의� 소비량과� 비교하면,� 에너지� 소비� 증가� 추세는�

28%로�나타난다.�에너지�소비�증가는�주로�건물�분야에서�발생하고�있으며,�이�부문은�서비스양

이�증가함에�따라�관련�에너지�소비도�동시에�증가하고�있는�부문이다.�반면,�공공조명�부문에서

는� 기술의� 진보로� 인해� 설치는� 증가

하였지만� 에너지� 소비는� 감소하였다.�

차량� 부문에서는� 2008년의� 수준과�

비슷하게� 안정적인� 상태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시� 서비스에서의� 에너지�

소비가� 시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와�

비슷한�추세로� 움직이고� 있음을�보여

준다.� 자료출처:�PECQ� 2011-2020,� Barcelona

<그림 2-13>�전체 도시 내 시정부 에너지 소비량 및 비중 변화

(1999-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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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에너지�생산

1)�에너지�자급�비율

자급에너지가� 시정부가� 관리하는� 시설의� 전기� 및� 열에너지� 생산에� 이용되고� 있다.� 2008년까지� 태

양광�및�태양열�시설,�소규모�풍력�터빈이�자급�시정부�에너지에�기여하고�있다.�이�시설들은�건물

에서�사용하는� 전기� 및� 온수,� 냉·난방에� 필요한� 에

너지� 수요를�맞추고� 있다.� 이와� 같은�자급에너지의�

경우� 교통부문의� 연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과� 관련된� 에너지� 소비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시정부의� 태양광� 및� 태양열�

시설에서� 생산하는� 에너지의� 에너지생산� 기여도는�

2.24%이다.� 시정부� 관할� 건물의� 에너지� 수요(난방,�

냉방,� 온수)는� 주로� 천연가스� 보일러� 및� 전기� 압축

기를�이용한�열펌프를�사용하고�있다.

자료출처:�PECQ� 2011-2020,�Barcelona

<그림 2-14>�시정부 소속 건물 및 서비스의

자급에너지 비율

2)�재생가능�에너지�비중

Ÿ 태양광�에너지

2008년까지� 시정부는� 총� 1.6MWp� 용량의� 태

양광�에너지�설비� 39�곳에서�연간� 1,700MWh

의� 에너지를� 생산하였다.� 이� 에너지는� 전력

망을�통해서�외부로�판매되고�있다.�

대부분의� 태양광� 시설은� 사회문화� 시설� 및�

교육센터(도서관,� 시민센터,� 학교� 등)에� 위치

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교육�및�홍보용도로�사용하기�위한�것이다.�

자료출처:�PECQ�2011-2020,� Barcelona

<그림 2-15>�시정부 소속 설치 태양광

Ÿ 태양열�에너지

바르셀로나의� 건물� 내� 온수� 수요를� 맞추기� 위한� 태양열� 에너지� 사용� 정책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높다.� 이는�바르셀로나가�바르셀로나�도시�환경�조례의�프레임워크로� 2000년에�도입한�

태양열�조례(the� Solar� Thermal� Ordinance,�OST)의�영향이다.�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새롭게� 지어졌거나� 개·보수된� 시정부� 소속의� 건물들에서� 에너지� 이용� 체제



       ｜해외도시 에너지계획42

(energy� harnessing� system)를�이용하는�곳이�늘어났다.�뿐만�아니라�해당�조례�도입이후�자발적으로�

태양열�시설을�설치하는�수가�크게�증가하였다는�점은�주목할�만하다.�이런�시스템들은�“Barcelona,�

posa’t� guata’와�같은�캠패인을�다양한�시정부�

기구들이�추진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자발적으로� 설치한� 시설들에는� 온수� 요구치

를� 초과하는� 용량을� 설치한� 곳들이� 포함되

며,� 2008년까지� 110개의�시정부�태양열�설비

가� 총� 8,233m²의� 면적을� 덮고� 있으며,� 이는�

전체�도시의�10%�이상을�차지하는�양이다.

시정부�태양열�설비�표면적의�증가에서�중요

자료출처:�PECQ� 2011-2020,� Barcelona

<그림 2-16>�시정부 소속 설치 태양열

한� 의미를� 가지는� 점은� 이� 설비들이� 공공건

물과�공공주택에�위치하고�있다는�사실이다.�

하지만� PECQ� 계획에서는� 시정부로� 요금이�

청구되는�에너지�소비만을�고려하고�있기�때

문에,� 사실상� 태양열� 에너지� 중� 공공주택이�

아닌�곳에서�생산되는�에너지� 21%가�시정부�

소속의� 건물과� 시설의� 에너지요금을� 실질적

으로�절약하고�있는�에너지이다.

자료출처:�PECQ� 2011-2020,� Barcelona

<그림 2-17>�바르셀로나 시의 태양열패널

표면적(1999-2008년)

Ÿ 소규모�풍력�에너지

태양� 에너지와는� 다르게� 소규모� 풍력� 에너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별도로� 없었다.�

하지만� 2007년에� 들어서� 공공주택건물� 옥상에� 풍력-태양광� 복합� 에너지� 체계를� 설치하기� 위한�

시범사업이�수행되었다.� 10kWe�풍력터빈과� 34kWp의�태양광�패널이�추후에�사용될�것으로�예상

되어지고�있다.

4. 에너지에�관한�법적�규제�정책

PECQ는�에너지�절약�및�에너지�효율성,�재생에너지�사용,�온실가스�감축,� 대기질�개선과�관련한�

복잡한�제도적�장치이다.�지역,�국가,�유럽�단위에서�관련된�다양한�법적·제도적�규제정책을�활용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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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건물부문�규제정책

European� Directive� 2002/91CE:�유럽�의회에서� 2002년� 12월� 16일에�건물의�에너지�성과와�관련하여�

제정한�Directive� 2002/91/EC는�건물부문에서의�에너지�효율성을�향상시키려고�하는�목적을�가지고�있

다.� 이� 제도에서는� 에너지� 인증제(energy� certification,� 에너지� 최소� 효율선(minimum� efficiency�

requirements),�보일러�및�에어컨�정기�검침,�에너지�효율성�계산법�등에�관해�다루고�있다.

Technical� Building� Code(CTE):� 스페인� 왕실이� 승인한� Decree� 314/2006은� 2007년에� Decree�

1371/2007로�부분�개정되었다.�이�제도적�장치는�바르셀로나�내�건물이�갖추어야�할�기본적인�수

준을�설정하기�위한�것이다.� 거주�및�안전에�관해서�다양한�부문에�관해�최소�기준�요구수준들을�

다루고�있으며,�여기에는�화재안전,�소음방지,�에너지�절약�등의�기준선�들이�제시되어�있다.

Ecoefficiency� Decree:� CTE에� 더해서� 까딸로니아� 주의� Decree� 21/2006은� 물,� 폐기물,� 건물�

자재�및�건축�체계�등에�관한�건물의�환경적�기준을�채택하고�있다.

거주관련� 법령(Habitability� Decree):� 2009년에� 승인된� Decree� 55/2009는� 주거용� 건물에� 관한�

지속가능성과�에너지�절약에�관한�기준을�설정하고�있다.

Barcelona� Environmental� Bylaw(OMA):� 2011년�이래로�OMA는�지역�규제정책을�통해서�건물

에서의�온수� 사용을� 위한� 저온� 태양열� 에너지� 시설(low-temperature� solar� energy)을� 증진� 및�

개선하고,� 태양광� 시설을� 용도에� 따라� 신축건물에� 설치하는� 것을� 증진시키기� 위해� 태양열� 조례

(the� Solar� Thermal�Ordinance)를�통합하였다.

Royal� Decree� 1826/2009:� 이� 법은� 열� 발전기(heat� generators)의� 에너지� 효율성에�관한� 최소�

요구치를� 설립하는� 법령이다.� 2010년부터� 바르셀로나에서는� 이� 법령의� 최소� 요구치에� 맞지� 않는�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 되었다.� 이� 법령은� 또한� 에어컨이� 설치된� 기존� 건물� 및� 시� 소속�

건물,�사람들이�자주�이용하는�상업시설의�실내�온도�제한하고�있다.

Royal� Decree� 47/2007:� 이� 법령은� 신축건물의� 에너지� 인증서(the� energy� certification)� 발행

을� 위한� 근본이� 되는� 법령이다.� 이� 법령에�따라�각각의� 건물들은� 가장� 효율성이� 좋은� A� 등급부

터�G�등급까지의�에너지�효율성�등급을�부여받게�된다.

4.2 교통(Vehicles)

차량�배출량�통제:� Directive� 98/69/EC는�승객�및�경차에�관해서,� Directive� 99/96/CE는�대형�상

품�차량에�관한�법령이다.� Euro�Directives로�알려져�있는�다양한�유럽의�Directives는� 1992년부터�

효력을�가지기�시작했으며,�차량의�배출을�감축시키는�한편,� 저공해�차량�사용을�증진할�수�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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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제시해왔다.�이는�회원국에서�대량으로�생산되는�차량들에�해당�규제가�적용되고�있다.� �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은� 1998년� 유럽� 자동차� 제조사� 연합(the�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ACEA)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이를� 통해

서� 2008년까지� 유럽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평균� 배출량을� 차량� 당� 140g� CO₂/km로� 생산하기로�

합의를�이루었다.� 나아가� ACEA� 위원회는� 2000년부터�자체적으로�평균� 배출량을� 120g/km로� 생

산하기�시작하였으며� 2003년에는�유럽연합과의�협정을�개정하였다.

Ÿ Directive� 2003/30/EC:� 이� Directive는� 바이오연료� 사용의� 목표를� 5.75%로� 설정하였다.� 이�

수치는� 2010년� 12월� 30일까지� 판매된� 휘발유� 및� 디젤유를� 사용하는� 차량의� 에너지� 사용� 내

용을�기초로�계산한�비율이다.

Ÿ 2009년� 4월� 23일� 2009/28/EC,�조항� 3:�이�조항에서는�모든�회원국이� 2020년까지�교통부문�최

종�에너지�소비에서�재생가능�에너지를�최소�10%�이상�사용할�필요가�있음을�명시하고�있다.

Ÿ 2009년� 4월� 23일� 2009/28/EC,�조항� 17:� 이� 조항은� 2017년� 1월� 1일까지�바이오연료를�생산

하는데서�발생하는�온실가스를�최소� 50%�줄이는�것을�제안하고�있다.

Ÿ 2009년� 4월� 23일� 2009/28/EC,�조항� 5:� 이� 조항은�회원국들이�항공에서�사용하는�에너지�소

비가�전체�에너지�소비�대비� 6.18%를�초과하지�않도록�하는�것을�규정하고�있다.

Ÿ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개선� 행동계획,� 2008-2011:� 이� 계획은� 내각회의(the� Cabinet�

meeting)에서�장관들에�의해� 2008년에�승인되었다.�이�계획의�목표�중�하나는� 2014년까지�총�

1백만�대의�전기차량을�보급하는�것이다.

4.3 에너지�효율성�측정

위원회�규정(Commission� Regulation,� EC)� No.� 856/2009,� No.� 244/2009:� 이� 규정에서는�가정�

및�비�가정부문에서�사용하는�전구를�환경친화적�디자인을�요구하고�있다.� 이를�통해서�형광등의�

사용은�점진적으로�줄어들어,� 2012년까지�모든�전력규격에�적용되도록�계획되었다.

왕립�법령(Royal� Decree� 1890/2008):�이�법령은�야외�전등�체계와�기술적�방향(EA-01에서� EA-07

까지)에서의�에너지�효율성에�관한�규정을�승인하고�있다.�해당�규정은�1kW이상의�전등이�설치되는�

야외�전등(ITC-BT� 09),�분수(ITC-BT-09),�축제�및�크리스마스용�전등(ITC-BC� 34)에�적용된다.

UNE� 16001,�에너지�관리�체계,�에너지�효율기준,�에너지�사용�매뉴얼:� UNE� 16001은�기존의�UNE�

216301기준을�포함해서�이전�기준들�보다�더�엄격한�유럽의�공식적인�에너지�관리�체계�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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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공공건물

에너지�절약�및�효율성�개선�행동계획,� 2008-2011:�이�계획은�정부기관에서� 2009년�상반기�동안�

2008년� 동기간에� 비해� 10%� 가량� 에너지� 소비� 절약� 목표를� 의무화하도록� 작성되었다.� 이후� 3년

간�정부기관은�비슷한�수준의�에너지�절약을�차지했다.

4.5 폐기물

폐기물관리를� 위한� 주요� 법안은� 유럽� 의회의� the� Waste� Framework� Directive(Directive�

2008/98/EC),� 매립지에� 관한� Directive� 1999/31/EC,� 재정,� 행정� 및� 사회적� 방안에� 관한� Law�

62/2003,� 국가� 통합� 폐기물� 계획� 2008-2015,� 까딸란� 법� 6/1993,� 폐기물� 관리� 인프라� 재정� 및�

폐기물�처리�세금에�관한�시행�법령� 1/2009가�있다.

5. 미래�시나리오

바르셀로나� PECQ에서는� 미래의� 에너지� 소비와� 배출량과� 관련한� 분석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시작� 시나리오(Starting� Scenario)에서는�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한� 적합

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때� 바르셀로나가�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다루고� 있

다.�반면�마무리�시나리오(Finishing� Scenario)에서는�PECQ의�전략적�행동계획에서�제시하고�있

는�사업과�방안들을�시행하였을�때�변화될�결과들에�관한�분석을�제시한다.

5.1 시작�시나리오(Starting� Scenario)� :�추세

바르셀로나는�생산�활동과�상업�활동에서�현재�급격한�변화를�겪고�있다.�PECQ�계획의�부분으로서�도

시의�경제활동�추이를�결정하기�위해서�바르셀로나는� 2020년을�장래�분석을�위한�시간적�프레임워크로�

사용하고�있으며,�미래의�도시의�변화를�예측하기�위해�사회-경제적�추이�시나리오를�고안해냈다.�

시작�시나리오에서는�추후�바르셀로나�도시�전체의�다양한�추세를�예측하기�위해서�다양한�요소

들을� 채택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요소로서는� 인구,� 도시� GDP,� 서비스� 부문의� GDP� 비율,� 산업�

부문의�GDP�비율,�건축물�면적�등이�사용되고�있다.�에너지�소비�비율은�거주인� 1인�당�전력�소

비,�상업�에너지�강도(에너지원�별),�산업�에너지�강도(에너지원�별)�등으로�나뉜다.�

이� 밖에도� 시작� 시나리오에서는� 항구� 및� 공항� 부문의� 활동변화,� 도로� 교통의� 활동변화,�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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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의�변화,�에너지�소비�예측(에너지원별,�부문별),�전력�생산�믹스�변화,�온실가스�배출량�예

측,� 오염인자� 배출에� 관한� 예측�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서� 앞으로� 바르셀로나� 도시가� 맞닥

뜨릴�상황을�구체적인�수치와�그래프로�분석하고�있다.�

5.2 마무리�시나리오(Finishing� Scenario)� :� PECQ-2020

PECQ-2020� 시나리오는� 앞선� 시작� 시나리오에서� 밝힌� 추세에� 근거한� PECQ� 프로젝트를� 실행했

을�경우�나타날�예상효과에�대한�결과물이다.� PECQ�행동전략에서�틀이�잡혀있는�프로젝트�효과�

및�추세�시나리오를�고려할�때,� 2020년에는�연평균�에너지�소비가� 1.4%에�근접하게�증가할�것으

로�예상되고,�이는�인구�당�에너지�소비가� 0.8%�증가한�수치이다.

마무리�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은� 에너지� 및� 환경� 영향에� 관한� 것이다.�

2008년�최종�에너지�소비가� 17,001.78GWh라는�점을�고려할�때,� PECQ에서�승인된�프로젝트가�실

행되면�9.9%의�에너지�소비를�절약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PECQ에서는�지역�에너지�생산�중�

전기�생산이� 2008년� 370.01�GWh에서� 509.51GWh로� 2020년까지� 139.50GWh�증가할�것으로�내다

보고�있다.�증가하는�139.50GWh�중�32%의�에너지가�재생가능�에너지로부터�올�것으로�예상된다.

바르셀로나� 도시의� 전체� 전기� 소비� 중에서� 재생가능� 전기의� 비중이� 2008년� 0.59%에서�

PECQ-2020�중� 0.91%로�증가할�것으로�보인다.�

PECQ�project� evaluation

Technology Nr.
Final�energy�

savings
[Gwh/year]

Primary�
energy�
savings

[Gwh/year]

Local�
generation�of�
electricity�+re
[Gwh/year]

CO₂eq�
reduction
(catalan�mix)
[t/year]

CO₂eq�
reduction
(spanish�mix)
[t/year]

NOx�
reduction
[t/year]

PM10�
reduction
[t/year]

City�
Programme

85 1,633.09 1,993.48 126.99 694,177.99 696,378.95 2,688.91 281.39

Municipal�
Programme

23 45.76 143.42 12.51 14,827.18 24,450.32 53.60 6.69

PECQ 108 1,678.85 2,136.89 139.50 709,005.17 720,829.27 2,742.51 288.08

자료출처:�PECQ�2011-2020,� Barcelona

<표 2-3>�에너지 및 환경 PECQ�프로젝트 예측치

Ÿ 에너지�소비�성과비교

PECQ� 시나리오에서의�에너지원별에�근거한� 에너지� 절약을�고려했을�때,� 디젤� 및� 휘발유가�가장�

기여도가�크고,�다음으로�전기의�기여도가�크다.�하지만�공동생산� (cogeneration)� 및�소규모�공

동생산� (micro-cogenration)� 프로젝트에� 기인한� 에너지� 개선� 프로젝트로�인해�천연가스가� 시나

리오에서�에너지�소비�중�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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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CQ�project� evaluation

Technology Nr.
Electiricity�
savings

[Gwh/year]

Natural� gas�
savings

[Gwh/year]

LPG�savings
[Gwh/year]

Petrol�+�diesel
[Gwh/year]

Final� evergy�
savings

[Gwh/year]

City�
Programme 85 10.02 -1.17 0.48 1,623.76 1,633.09

Municipal�
Programme 23 43.80 -49.34 0.00 51.30 45.76

PECQ 108 53.82 -50.51 0.48 1,675.06 1,678.85

자료출처:�PECQ� 2011-2020,�Barcelona

<표 2-4>� PECQ�프로젝트의 에너지 소비 예측치

5.3 유럽연합�시장협약

2007년� 3월�유럽연합은� 2020년까지�이산화탄소�배출량을� 20%까지�감축하고,�에너시�효율성을� 20%

까지� 향상시키며,�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부

터의� 에너지� 공급을� 20%까지� 확보하자는� �

“Energy� for� a� changing� world”를� 채택

하였다.

이� 협약을� 통해서� 유럽연합� 위원회는� 모든�

사람들이�이�목표에�지역적으로�도�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니셔티브인� 시장협

약(he�Covenant�of�Mayors)를�도모시켰다.�시

장협약은� 도시의� 크기에� 상관없이� 어떤� 도시

에서든�참여할�수� 있으며,� 이� 협약에� 동의한�

도시들은�가입한�순간부터�최대� 1년�안에�각�

시의� 의회를� 통해서� 지속가능� 에너지� 행동�

계획(sustainable� energy� action� Plan)을�

수립하게�되어�있다.

2008년에� 관련된� 에너지� 소비� 및� 이산화탄

소�배출량을�근거로�해서,�후속적으로�제안

되는� 행동계획으로� 인해� 인구� 당� 배출량을�

23%까지�감축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바르셀로나의�경우�도시�프로그램을�통해서�

온실가스�배출량을�총� 16%,�에너지�소비를� 9%까지�감축하였다.�또한�추후에�증가할�것으로�예상

되는�인구수로�인해�전반적으로�도시의�에너지�효율성이�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자료출처:�PECQ�2011-2020,� Barcelona

<그림 2-19>�시장협약 성과로 인한 배출량 변화

자료출처:�PECQ� 2011-2020,�Barcelona

<그림 2-18>�시장협약 성과로 인한 에너지 소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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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동�전략(Strategies� for� Action)

앞서� 언급한� 미래� 시나리오에서� 계획한�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다음에� 제시되는� 행동� 전략들

이� PECQ�목표�달성을�위해�필요하다.�다양한�사업들의�관리와�수행�및�분석을�편리하도록�사업

들은� 각� 기준에� 따라� 분류되고� 있다.� 해당� 행동� 전략들� 역시� 도시� 프로그램과� 시정부� 프로그램

으로�나뉘어져�있으며,�도시�프로그램에서는�가정,�상업,�산업,�도로�등의�분야가�포함된다.�뿐만�

아니라�이미�시행되고�있는�사업들�중에서도�해당�계획�방향과�같은�방향의�사업들은�도시�프로

그램으로� 통합되어� 관리된다.� 반면� 시정부� 프로그램은� 시의회의� 능력으로� 가능한� 문제들과� 연관

된�사업들로서�시소속의�건물,�공공조명,�신호등,�분수,�공공차량�등의�내용을�다루고�있다.�

총�합해서�PECQ에서는�108개의�사업이�있으며�이중�85개의�사업이�도시�프로그램에�속하며,� 23개의�

사업이�시정부�프로그램으로�분류된다.�자세한�부문별�사업의�개수는�<표2-5>에�나타난�것과�같다.

Classification� of�PECQ�projects� � number�of� projects�by� sector

Sector PROGRAMME PECQ
Residential

City�Programme� (85)

4
Industrial 9
Networks 7
Commerce�&� services 6
Renewable� energy� generation 14
Transport 18
Waste 3
General 14
Port� and�Airport 10
Public� buildings

Municipal� Programme� (23)

13
Public� services 3
Public� lighting 2
Public� vehicle� flees 5
Projects� total 108

자료출처:�PECQ� 2011-2020,�Barcelona

<표 2-5>� PECQ�계획 부문별 분류

6.1 행동�전략�방향

6.1.1 도시�프로그램

Ÿ L1� �에너지�소비의�관점에�사람,�사회,�기관의�행동양식�간의�관계에�영향

인식과� 행동방안에� 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대중이�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게�하고,�에너지를�효율적으로�사용하지�않을�경우�환경에�미치는�영향에�대해�알게�한다.

Ÿ L2� �건물과�집�개·보수�시�에너지�효율성�원리를�적용할�필요가�있음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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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에서�에너지�효율�기준을�통합시키는�일과�개·보수�사업에서도�에너지�효율성을�고려하게�한다.

Ÿ L3� �도시에서�주요�재생가능�에너지를�사용하는�것을�우선시하도록�하고�고효율�기술을�통합시킴

바르셀로나에서� 사용가능한� 주요� 재생에너지는� 태양에너지다.� 태양에너지� 설비의� 수가� 지속적으

로�증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설치된�설비역시� 지속적으로�작동할�수� 있도록�잘�관리가�될�수�

있도록�한다.�화석연료�사용에�관해서는�가능한�최고�효율성이�좋은�기술을�사용하도록�요구한다.

Ÿ L4� �바르셀로나의�개인차량�수를�감축

이� 계획은� 바르셀로나� 도시� 차량� 계획(the� Barcelona� Urban� Mobility� Plan)� 내에서� 수행되고�

있으며�특히�대중교통과�자전거�사용을�증진시키기�위한�교통�조항들의�목표와도�연관�있다.

Ÿ L5� �대규모�인프라시설�및�경제적�요소의�환경영향�줄이기

이미� 계획된� 환경과� 관련된� 행동� 전략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시� 내� 산업부문과� 경제적� 요소를�

에너지�부문과�연계하기

6.1.2 시정부�프로그램

Ÿ L1� �도시�내�교통부문�영향력�줄이기

이�방향에는�두�가지�목적이�있다.� 우선,� 시소속의�차량을�사용하는�것을�합리화�하고,� 대안�교

통� 체계(대중교통,� 자전거,� 카셰어링)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있다.� 한편,� 차량에� 기술적�

변화를�도입하여�도시환경에�완벽히�적응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Ÿ L2� �새로운�시설�및�기존�시설의�에너지�사용�합리화하기

이�방향에는�기술적인�측면과�행동적인�측면�두�가지�목표가�있다.�기술적으로는�우선�신축건물이�

늘어나고� 기존� 건물의� 에너지� 사용이� 늘어나면서� 지난� 10년간� 시정부� 서비스가� 증가세에� 있었다.�

이로�인해�에너지�사용을�합리화하기�위한�새로운�사업에�대한�요구가�있어왔다.�행동적인�측면에

서는�시설을�이용하는�사람들이�에너지를�사용함에�따른�영향에�대한�인식이�필요하다는�점이다.�

Ÿ L3� �시정부�서비스에서�사용하는�일차�에너지에서�화석연료�비중�줄이기

태양열조례의�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바르셀로나는� 도시� 내� 재생가능� 에너지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상황이다.� 외부� 자원에� 의존한다는� 점� 이외에도�화석연료�사용� 비중이�높다는� 점은� 환경

적�안보적�영향을�가지고�있다.





BERLIN, GERMANY
에너지�컨셉트� 2020

� � � � � � � � docs.google.com/file/d/0B0k8kbedXWqOMS12TEJVdFZUMmM/edit?pl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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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시 요약 ●

o 비전�및�목표

Ÿ 에너지�공급의�보안과�경제�조화

Ÿ 환경과�사회의�조화

o 관련지표

Ÿ 2020년까지� 1990�대비�온실가스�배출량� 40%�감축�목표�

o 현황

Ÿ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5년� 기준� 가정부문� 36%,� 상업부문�

31%,�수송부문�24.1%,�산업부문� 17.2%로�구성됨

o 주요�사업

Ÿ 신재생에너지�사용�증대,� 에너지�생산�효율�향상,� 에너지�절약

을�위한�지속가능한�에너지�정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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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설정과�목표설정

에너지�컨셉트� 2020은� 베를린의�에너지�공급을�위한�미래� 전략으로�개발되었고,� 이� 컨셉트는�공

급의�보안과�경제,�그리고�환경과�사회적�조화로움을�기반으로�한다.�여기에서�온난화�대책은�중

심적인�역할을�한다.�베를린은�이미�에너지�컨셉트2020에서� 2010년까지의�온실가스�배출을� 1990

년도와�비교해� 25%�줄일�것을�결정했으며.�이�목표는�2005년도에�달성되었다.

2008년� 7월�기후�정책�작업�프로그램에서�베를린은� CO₂방출을� 2020년까지� 1990년에�비하여�무

려� 40%나�줄일�것을�약속했다.12)�

1990-2005� 기간� 동안� 이미� 29.3Mio.t/a에서� 29.9Mio.t/a의� CO₂� 배출감소를� 실현했고(25,3%),�

CO₂�배출량�추가�하락은� 2020년까지� 21.9Mio,t/a에서� 17.6�Mio.t/a까지�목표량� 40%를�이행할�

것이다.�즉,� 4.3Mio.t/a의�감소를�요구한다.13)�

자료출처:�베를린 에너지기구 (IEA)

<그림 3-1>�베를린에서 연간 총 CO₂�배출량의 진행 그래프(1990-2005년)�

그림� 3-1은� 베를린시가� 1990� 년과� 2005� 년�사이� 기후�정책의�전체목표를�이행하며�지금까지�이

룬�성과를�보여준다.�또한,�기후�정책의�전반적인�목표인�CO₂방출� 40%�감소(1990-2020)를�실현

하기�위해�더�많은�노력이�필요하다는�것을�보여준다.�그리고�그림에서�에너지�컨셉트� 2020의�권

장�목표시나리오가�발전된�조치�목록으로�실현될�수�있다는�것도�보여준다(노란색�선).�이것은�목

표�시나리오에서�기후�정책의�전반적인�목표가�경제적인�조치를�제외한�이행�요구를�참작하여�기

한�전�완성이�가능하다는�것을�보여준다.�

이러한� 배경에서� 어떻게� 기후� 보호� 목표가� 40%에� 도달할지� 에너지� 컨셉트� 2020은� 구체적인� 행

12) 환경, 보건 및 소비자 보호, 베를린 상원 부서 2008
13) 베를린 - 브란덴 부르크 통계청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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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략을�보여준다.�여기에,�소비의�다양한�분야(개인�가정;�자영업,�무역과�서비스업(GHD);�산업

과�제조업;�교통)에�대한�에너지사용과� CO₂-감소잠재력에�대한�시나리오를�개발하고,� 이것을�바

탕으로�정치,�경제와�기타�주요�관계자를�포함하여�대책을�마련한다.�

베를린의�비교적�단기적인�기후�보호�목표�실현을�위한�대책�과�시나리오의�작성과�더불어�중,�장

기적인�온실�가스�배출의�감소�목표는�고려되어야�한다.�베를린은�기후�동맹(Climate� Alliance)의�

유럽�네트워크의�구성원이다.�기후동맹의�구성원은�다음과�같은�목표를�설정했다.

Ÿ 2030년까지�두당�배출량의�감소는�1990년에�비교해� 50%

Ÿ CO₂�배출�감소는�5년마다�10%

Ÿ 온실�가스�배출의�감소는�연간�&�인당�평균�2.5톤�상당의�CO₂를�유지함

<표 3-1>�기후동맹의 목표 설정

  
그림� 3-2는�베를린의�주민�한�

사람당� 중,� 장기적인� 특정�

CO₂� 감축� 목표이다.� 이� 그림

은� 베를린-브란덴� 부르크� 통

계청� 아울러� 도시� 개발에� 대

한�상원�부서의�인구�예측�기

관의� 1990년과� 2005년� 사이

의� 에너지결산� 데이터와� 관련

이�있다.

2009년� 9월� 베를린의� 에너지�

정책은�예시로�베를린이�1990년

자료출처:�베를린 에너지기구 (IEA)

<그림 3-2>�베를린의 CO₂�감축 목표의 시간적 분류

에�비해� 2050년에�CO₂�배출의�감소를�85%�달성하도록�지정하였다.14)�

경제,� 기술�및�여성을�위한�상원부서는� 2009년� 2월�베를린을�위해�주어진�에너지�컨셉트� 2020에�

다음과� 같은� 문맥을� 추가했다.� 에너지� 공급이� 미래에� 환경보호와� 기후� 보호를� 확실히� 고려하고�

모든�인구에게�지급한다.�베를린은�교통,�산업,� 상업,� 국내�공공�기관이든�간에� -� 모든�분야에서�

미래의�에너지�공급을�위한�혁신적이고�효율적인�해결책을�필요로�한다.

현대의�에너지�공급은�환경과� 기후,� 성장,� 일자리와�에너지�안보를� 의미� 있는� 전반적인�개념으로�

함께�연결해야�하는�과제를�가지고�있다.

14) 경제, 기술 및 여성을 위한 상원 부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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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베를린을� 위한� 에너지� 컨셉트� 2020은� 에너지� 소비(현� 상태)와� 개인� 가정,� 공공� 및� 민간�

서비스,�무역,�상업,� 산업,�제조�및�교통분야에서의�에너지�소비를(전기,�열,� 이동성�연료)� 2020년

을�위한�시나리오에서�보여준다.

이것은�전기와�열�에너지�사용을�줄이거나�피하기�위한�다양한�활동의�영역을�기반으로�효율적인�

조치(예:�개인�가정에서�건물의�단열)를�채택하고,�재생에너지(예.� 열�펌프,�바이오�매스�등)의�사

용이�증가하고�있다는�가정�하에�이루어진다.

2020년�예측�에너지�소비와�목표�시나리오를�위해�에너지�절약에�대한�경제적�효율성�제고의�가

능성이� 고려되었고,� 한� 계획은� 기후� 친화적인� 에너지로� 발전되었다.� 이에� 따라서� 에너지� 컨셉트�

2020은�구체적인�목표를�설정하고�그�이행을�위한�조치를�권장한다.

베를린의� 까다로운� 에너지�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수준에서� 계획� 패키지와�도시의� 모

든�관련�행위자들의�협력이�필수적이다:�정치,� 경제,�과학,�환경�및�소비자�단체와�개인�가정.� 이�

광범위한�작업과�관련된�모든�이해�관계자의�참여를�구성하기�위해�구체적인�제안으로�에너지�컨

셉트�2020을�발표했다.�

유럽의� 중심부에� 있는� 대도시로서� 베를린은� 친환경도시의�좋은� 본보기를�보여주려고�노력해왔다.�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증가,� 에너지� 생산� 효율을� 증가�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기준을� 설정한다.� 따라서� 에너지� 컨셉트� 2020은� 2020년� 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환경정책�조치의�한�줄기로�봐야�할�것이다.�이것은�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정치의�비

전으로�발전되어야�한다.

2. 요약

이� 장에서는� 에너지� 컨셉트� 2020의� 결과들이� 시나리오� 관찰의� 관점에서� 요약되었다.� 포커스는�

2005년에� 선택된� 에너지� 컨셉트의� 에너지� 소비� 회계� 처리와� CO₂� 회계� 처리의� 실제� 상태를� 비교

한�권장�대상�시나리오에�대한�요약이다.�

에너지� 컨셉트� 2020을� 만들� 때,� 2005� 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준� 연도로� 선정되었다.� 첫째,�

2005년은�관찰�기간인� 1990년에서� 2020년�사이의� “중간�값”이다.� 2005년은�베를린�시의회의�기

후� 정책� 목표(그림� 3-2)의� 구현을� 위한�중요한�중간�단계이다.� 둘째,� 2003년에� 발효된� 에너지통

계� 법(EnStatG)의� 조사� 방법론과� 에너지� 소비� 값의� 검출은� 공식� 통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결론에서�분산�형�생산구조의�관심�증가의�데이터�수집을�더�자세히�보여줬다.� 2003년�전

의�기간에�수집된�에너지�소비�데이터는�대조적으로�더�큰�통계적�불확실성을�안겨줬고,�또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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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에너지� 컨셉트� 2020이� 만들어져야� 될지,� 하위분야를�날카롭게�묘사하지�못하게� 했다.� 이러

한�배경에서�목표�해인� 2020년을�위한�에너지�소비�시나리오를�이끌기�위해� 1990년의�에너지�통

계보다�더�유효한�통계적�기반으로써�기준연도로� 2005년이�선택되었다.

2020년을� 위해� 에너지� 컨셉트

에서�두�가지�시나리오가�고려

되었다.� 기준� 시나리오는� 에너

지�절약�잠재력과�CO₂절감�잠

재력이�아무�특별한�조치�없이�

2020년까지� 달성될� 수� 있는지�

설명되었다.�이와�반해�목표�시

나리오는� 베를린의� 에너지� 효

율과� 재생에너지원의� 사용을�

촉진하고� 경제적인� 효율� 잠재

력이� 개발되도록� 정치적인� 추

가�조치를�취하도록�하였다.

자료출처:�베를린 에너지기구 (IEA)

<그림 3-3>�기준해 2005(전체 배출량:�21,376kt/a)와 목표 시나리오 2020�

(전체 배출량:� 16,597kt/a)에서 활동분야와 에너지 관련 CO₂�배출량

기준해인� 2005년에� 비해� 목표해인� 2020년에는� 연간� 430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기후�보호�정책의�목표는�목표�시나리오에�도달�할�것이다.�목표�값이�다양한�분야에서�달성되는�

경우� 연간� 480만톤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전기생산을� 위한� BHKW의� 크레딧을� 고려하지� 않

음).� 추가로� 전기생산을� 위해� BHKW에서� CO₂-크레딧� 279kt/a를� 방출할� 경우,� 목표� 시나리오에

서�CO₂-배출량의�총�감축량은� 500만�이상이�된다.�연간�CO₂�삭감은�개인�가정에서�2339ktCO₂/a

로�가장�큰�부분을�차지한다.�또한� GHD-부분은�총� 1912ktCO₂/a의�절약으로�상당한�부분을�차

지한다.� 반면에� 산업� 분야와� 제조� 무역� 에서는,� 기준해에� 상대적으로� 적은� 배출� 점유율로� 약�

384ktCO₂/a의�비교적�작은�양을�차지했다.�항공�교통의�발전으로�인해�거리�교통�쪽�에너지사용

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총� 배출량에서� 아주� 작은� 감소를� 나타냈다.� 교통� 분야에서CO₂배

출량은�모두� 기준해에� 비해� 연간� 약� 423kt� 감소했다.� 그림� 3-3은� 기준� 연도� 2005와� 대상� 시나

리오� 2020의�각�활동�분야의�에너지�관련�CO₂�배출량의�분포를�보여준다.

� �

그림� 3-4는� 각� 행동분야에�따른� 최종에너지�소비�또는� 2005년과� 목표시나리오의�소비자�분야를�

요약한� 것이다.� 참조� 해에는� 베를린시의� 전체� 에너지� 소비의� 큰� 부분을� 약� 36%로� 개인� 가정이�

차지했다.� GHD-분야는�약� 31%로�교통�분야를�근소한�차이로�넘어서�두�번째로�큰�소비자�부분

을�차지했다.�산업�및�제조�분야는�최종�에너지�소비의�가장�작은�부분을�차지했다.�

대상�시나리오는�모든�부문이�2005년�효율성을�증가에서의�에너지�소비에�따라�달성할�수�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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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되었다.� 전반적으로,� 소비�

부문의� 점유율은� 서로� 약간의�

변화를� 가졌다.� 교통� 분야에서

의� 아주� 적은� 감소는� 항공� 교

통에서� 에너지� 소비가� 분명히�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에� 근거

한다.� 또한� 산업분야에서� 에너

지� 소비� 역시� 아주� 조금� 감소

했다,� 왜냐하면� 분산� 열병합의�

사용증가가� 에너지� Bilanz에서�

높은� 연료소비를� 가져올� 것이

기�때문이다.

자료출처:�베를린 에너지기구 (IEA)

<그림 3-4>�기준해 2005� (전체 배출량:�69,414kt/a)와 목표 시나리오 2020

(전체 배출량:�62,598� kt/a)에서 활동분야와 에너지 관련 CO₂�배출량

에너지�소비의�백분율�분포는�열�공급에�따른�다양한�기초�에너지�사용에�근거하며�미미한�이산

화탄소�배출량의�분포와는�구별된다.�대상�시나리오� 2020(교통�활동분야는�제외)에서�이산화탄소�

절감은�전기분야에서는�낮은�가능성(약� 31%)을�기록했으나�열분야(69%�이상)에서�큰�부분을�차

지한다.� 이� 때문에� 에너지의� 소비에서� 열� 시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다� 상세히� 고려

한다.�배분에�관한�백분율�표시는�해당�기준�해에�열�공급을�위한�각�에너지원의�부분들과�관련

이�있다(예�GWh/a).

자료출처:�베를린 에너지 기구 (IEA)

*� Erdgas� enthǟlt� 7.5%�aufbereitetes�Biogas
**� enthǟltgeminderten�CO₂-Faktor� fűr
Fernwǟrme� in� 202�durch�Umstellung�der�
Primǟrenergiestruktur/Emeuerbare�Energien� und�
Effizienzsteigerung

<그림 3-5>�베를린 열소비 에너지원 구성 <그림 3-6>�대상 시나리오 2020에서 열 공급을 위한 활동
�� � � � � � � � � � � � �분야에 따른 에너지 혼합

(최종 에너지 소비 기준,�총 열 소비:�35,986G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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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년� 2005에서�베를린의�열�소비는�약40%는�천연�가스,� 30%는�지역난방,� 24%�연료유와�석

탄,�히터�전류,� LPG,�재생에너지로�이루어져�있다.

대상�시나리오� 2020을�위해서�에너지�컨셉트� 2020은�열� 부문에서�그림� 3-6에�묘사된�에너지�혼

합(Energiemix)을�권장한다.

에너지� 컨셉트� 2020은� 대상� 시나리오�

2020을� 위해� 분산� 에너지� 기술과� 신·

재생�에너지�및�분산�열병합에서�특별

히� 경제적인� 개발� 잠재력을�보여준다.�

개발� 잠재력에� 대한� 심도� 있는� 묘사

는�하위�장에서�보여준다.�

그림� 3-7은� 재생� 에너지의� 확장을� 위

한�잠재적인�분포를�나타낸다.

분산� 분야에서� 가장� 큰�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있는�것은�고체�바이오�매스(Bio

자료출처:�베를린 에너지기구 /� IÖW�2010
<그림 3-7>�대상 시나리오 2020에서 잠재적인 재생에너지의 분포

(총 가능성:�1,797GWh/a,�포함되지 않음:�

중앙 지역난방에서의 잠재적인 재생 에너지)

-masse)� (예:� 우드� 칩,� 우드�펠릿)이다.� 지역난방을�위한�낮은�개발�가능성을�갖는�바이오�매스

를�같이� 하면� 이� 재생에너지의�비율은� 2020년까지� 50%� 이상이�될�수� 있다.� 두� 번째� 자리는�환

경� 열(열� 펌프)� 그리고�세� 번째는�태양열이�차지했다.� 또한�베를린에서�깊은�지열�프로젝트의�가

능성이�보였다.

그림� 3-8은� 시나리오� 예상의�

전체� 결과에� 관한� 개요를� 제

공한다.

최종� 에너지� 소비의� 전체� 값�

및� 결과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량을� 비교하면� 기준� 년에� 비

해� 전기� 소비와� 열� 소비에서�

큰� 감소� 잠재력이� 확실하다.�

가장� 작은� 절감� 가능성은� 교

통� 활동� 분야에� 있다.� 그� 이

유는� 2005년에�비해�항공교통

이�45%나�증가한�것에�있다.

자료출처:�베를린 에너지 기구 (IEA)

<그림 3-8>�시나리오의 활동 분야 전역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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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교통에� 대한� 배출량� 감축의� 큰� 불확실성� 때문에� 부록에서� 민감도� 분석의� 경우에서� 지적했

다.� 생산/� 변환� 부문뿐� 아니라� 소비자� 측은� 이산화탄소� 감소의� 기후정책적� 목표의� 전환을� 위한�

결정적인�기여를�한다.�

에너지� 산업은� 설치� 기술에서� 효율개선과� 지역� 난방(예� Energiekonzept� Vattenfall� Europe�

AG)에서� 개선된� 주요� 에너지� 사용� 및� 기후보호를� 목표로� 기후� 친화적인� 에너지� 원(예�

GASAG-Programm� “베를린� 의무”,� 천연가스에� 바이오� 메탄가스� 추가,� 연료에� 바이오� 연료� 추

가)의� 사용에� 대해� 기여한다.� 교통과� 전기� 쪽의� 에너지� 산업을�통한� 절약은� 상기� 언급된� 회사에�

더해�독일�발전소의�기초에너지�사용�감소와� 2020년까지�더�많은�독일�전역에�바이오�연료의�추

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동시에� 최종소비자부분에서� 에너지� 절약� 조치를�통해� 이산화탄소�감축량

이�개선된다.� 뿐만�아니라�전기와�열을�공급�분산�에너지�효율성� 기술의�사용�증가에�의해�전기

와�열을�공급함으로써�개선된다(예:�재생에너지,�소형�열�병합�발전).

그림� 3-9는� 에너지� 컨셉트� 2020에

서� 대상� 시나리오의� 실현을� 위해�

생산� 부분과� 변환� 부분의� 어떤� 이

산화탄소�감소가� 2020년까지�이산

화탄소� 감소� 목표� 4.3Mio.t/a에�

대한� 소비� 분야에� 대해� 기여하는

지�살펴본다.

옆에� 표시된� 표에는� 경제적인�감소�

가능성(약� 2.126ktCO₂/a)의�생성분

야와�변환분야�약� 44,5%가�빠져

자료출처:�베를린 에너지 기구(IEA)

<그림 3-9>�에너지 경제와 활동 분야에서 대상 시나리오의

이산화탄소 감소에 대한 분포(소비자 부문)

있다.�이산화탄소�전체�목표에서�최종�사용자�부문의�비율은�약� 55.5%(약� 2.654ktCO₂/a)이다.

3. 에너지�경제

3.1 지역난방

열병합전력에�기초를�둔� 지역난방은�베를린의� 오랜�전통이다.� 베를린의�지역난방은�계속되는�열병

합전력�이용에�의하여� 0.567의�매우�적은�일차�에너지요소로�나타나며,�결정적으로는�베를린�난방

공급의� 좋은� 일차� 에너지의� 결과물로써� 기여하고� 있다.� “스웨덴� 전력공사� 유럽� 주식회사”의� 베를

린�지역난방�망(배관)은�대략�1,600km�길이이고�전체�유럽의�15.400명�이상의�고객이�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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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베를린� 지역난방시장에

는� 특별한� 망(배관)으로� 된� 또�

다른�작은�사업들이�활동하고�있

다.� 예를� 들면� “Märkisches�
Viertel� 열� 발전소”,� “Neukölln�
열� 발전소”� 또는,� “Träger� 화력
발전소”그리고� “베를린� 사업회사

(BTB)”�가�있다.

지역난방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스웨덴� 전력공사� 유럽� 주

식회사”�때문에�베를린은�에너지�

컨셉� 2020의� 배경을� 스웨덴� 전

력공사의�시스템에�주목하고�있

자료출처:�스웨덴 전력공사 유럽 주식회사

<그림 3-10>�베를린 내에 있는 스웨덴 전력공사 유럽 주식회사의 지역난방

다.� 그림� 3-10� 에는� 지역난방� 망의� 범위(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음)와� 생산시설에� 대한� 개요가�

담겨있다.

이렇게� 생산� 되어지는� 난방은�

서쪽�부분에서는�베를린의�삼관�

방식을�통해�약� 2.400MW의�최

대� 열� 출력으로� 대략� 606,500�

의� 주택들에게� 나누어지고� 있

다.�동쪽�부분에서는�복관식�방

식을�통해�약� 2.700MW의�최대�

열� 출력으로� 대략� 683,000의�

주택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스

웨덴�전력공사� 2008].� 또한,� 다

양한�발전소들의�네트워크는�시

자료출처:�베를린 브란덴부르크 통계청,�1994-2009;�http://klimadaten.ages-gmbh.de

<그림 3-11>�베를린에서의 지역난방생산을 위한 1차에너지와 최종에너지

사용(기후조정)

설의�전체적인�고장이�생길�경우�안전성�또한�보장한다.

�

안타깝게도� 2003년이�되어서야�지역난방�생산의�연료와�관계된� 1차에너지�소비에�대한�발표가�있

었다.� 위의� 도표는� 변동되는� 에너지량과� 변동되는� 전력,� 난방� 생산량을� 시각적으로� 나타낸다.� 이�

도표는�1990년부터의�1차에너지�사용의�발전을�나타내고�있다.

�

확실히�알�수�있는�것은�지난� 15년간�에너지�전체이용이�건물�특별성의�열사용이�확실한�감소와�



       ｜해외도시 에너지계획62

생산기관의� 효율성� 증가로� 인해�

비슷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다.� 그림� 3-12는� 베를린� 발전소

에서� 전기와� 열� 생성을� 위한� 기

초에너지사용의�발전을�보여준다.

또한� 기초에너지원으로써� 지속

적으로�증가하는�천연가스의�의

미와�특히�한�세기�전부터�베를

린� 발전소의� 중심을� 차지했던�

석탄의�사용이�줄어드는�것을�

자료출처:�베를린 브란덴부르크 통계청,� 1994-2009

<그림 3-12>�베를린의 전기와 열의 생산을 위한 변환 사용과 변환 생산량

확실히� 보여준다.� 동시에� 1990년� 이후부터� 에너지� 생산에서� 기초에너지원으로써� 기름의� 확고한�

감소가�보인다.

그�밖에�관찰�기간�동안�변환�효율�인자(Umwandlungsnutzungsgrads)는�짧은�시간에� 55%�에

서� 70%로�큰�증가를� 했다(그림� 3-12� 비교).� 이것은�무엇보다도�생산시설의� 현대화를�소급화�했

다.�다음의�폐쇄와�연료전환은�베를린�발전소�공원에서� 1994년부터�실행되고�있다.

Werk Jahr Thermische� Leistung Brennstoff

HKW�Reuter,� Kessel� 1�und� 2 2001 394�MW Steinkohle
HKW�Charlottenburg Steinkohle
Kessel� 1 2000 167�MW
Kessel� 2 1999 171�MW
Kessel� 3 2002 212�MW
KW�Oberhavel 2002 469�MW Steinkohle
HKW�Rudow 2005 423�MW Steinkohle
HW�Treptow 2004 48�MW Heizȍl� EL/Erdgas
자료출처:�Vattenfall� Europe�AG�2009

<표 3-2>�Vattenfall� Europe�AG의 지역 난방 지역에서 폐쇄

Werk Jahr
Brennstoff Thermische�Leis-tung

alt nen alt nen

HKW�Klingenberg,
Dampgerzeuger� 1-4

1994
Heizȍl� Sund�
Erdgas

Heizȍl� EL�und�
Erdgas

4� x� 250� t/h�
Frischdampf

4� x� 275� t/h�
Frischdampf

HW� ScharnhorststraBe 1994
Heizȍl� Sund�
Erdgas

Heizȍl� EL�und�
Erdgas

189�MW 163�MW

HW�Blankenburger�
StraBe�Ⅰ(Stilllegung)�
und�Ⅱ(Neubau)

1994/
1997

Vraunkohle
Heizȍl� EL�und�
Braunkohlensta
ubkalkgemisch

36�MW 31�MW

HKW�Mitte,�Neubau
1996/
1997

Heizȍl� Sund�
Erdgas

Heizȍl� EL�und�
Erdgas

652�MW 1.210�MW

자료출처:�Vattenfall� Europe�AG� 2009

<표 3-3>� � Vattenfall� Europe�Ag의 지역 난방 지역에서 연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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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된�발전소�폐쇄와�원료�전환은�중앙� KWK�베를린의�이산화탄소�방출의�중요한�감소로�끝을�

보았다.

이� 에너지� 컨셉의�목표� 2020년�까지,� Vattenfall� Europe� AG는�계속하여�효율이�향상된�재건조

치를�베를린� 지역난방�망에서� 계획한다.� 그래서� 서쪽� 네트워크� 부분에서� 석탄� 가열� 공장� 로이터�

C를�폐쇄한다.� 40년� 이상�낡은�리히터펠데의�발전소는�초현대적인�최대�성능이� 300MW�전기�와�

230MW�열에�도달할�수�있는�가스와�증기터빈설비(GuD)로�교체�되어야�한다.�동쪽의�몇�부분에

서� Vattenfall은� 클링에베르그(Klingenberg)� 지역에� 800MW� 석탄� 발전소를� 새로� 짓기보다

150MW의�열효율을�가진�바이오�매스�발전소�두�개와�하나�또는�여러�개의�증기터빈�시설을�계

획했다.�이�조치는�기초에너지요소의�확실한�축소와�특정한�이산화탄소�방출을�이뤄낼�것이다.

베를린에는,� 이미�말한�것처럼,�다른�작은�지역�난방�공급자가�존재한다.�본보기로�열�병합�발전�

회사,� 주체회사� 그리고� 운영회사(Betreibergesellschaft)� mbH� 베를린이라� 불려지는� RWE� AG의�

자회사가� 있다.� 이것은� 그� 외에도� 약� 70km� 길이의� 지역난방� 네트워크를� 3만채� 이상의� 가구와,�

상용� 부동산,� 열� 관련� 공공기관에� 제공한다.� 주요� 열원은� 한편으로는� 96MW의� 열� 성능과� 14�

MW의� 전기성능을� 가진� 아들러스호프(Adlershof)� 화력발전소이다.� 이� 에너지생산은� 가스� 터빈과�

5개의� 가스� 모터,� 4개의� 피크� 보일러� 안에서�천연가스� 원료와�함께�생긴다.� 둘째� 번에� 쉐네바이

데(Schöneweide)� 화력발전소는,� 36MW의� 열� 성능과� 96MW의� 전기� 성능을� 갖춘� 피크보일러� 제
공형�석탄화력�증기배압터빈을�사용한다.�열�병합�발전(97.8%�지역난방에서�생산)과�현대적인�에

너지�생산의�높은�참여�통하여� 0.312의�아주�낮은�기초에너지�요소에�도달했다.�

작년에� 열� 병합� 발전� 회사,� 주체회사,� 그리고� 운영회사(Betreibergesellschaft)� mbH� 베를린에�

실행된� 생산설비의� 새� 것으로의� 교체� 투자로� 인하여� 2020년까지� 큰� 틀에서는� 더� 이상의� 새로운�

투자는�없을�것으로�전망된다.

또한� 베를린의� 전기시장에서� 중앙식� 열� 병

합�발전은�자원절약형�에너지생산이라는�큰�

의미를�가진다.�기준해인�2005년의�공식적인�

에너지결산에�의하면� 13.173GWh� 전기가�베

를린에서�사용되었다(생산과�송전�손실의�소

비전력을�포함).�여기에서�9.246GWh(70.2%)

가� 베를린에서� 생산되었다.� KWK의� 한� 분야

는�5.017GWh(38.1%)를�기록했다.15)

자료출처:�베를린 브란덴부르크 통계청(1994-2009년)

<그림 3-13>� 2006년의 국내 전기생산에서의 연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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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은� 2006년에�베를린과�관련된�전기생산을�위한�기초에너지사용을�요약한�것이다.

재생� 연료의� 주변(Marginalität)을� 고려하여� 베를린의� 이산화탄소� 배출의� 감소� 목표를� 위해� 열�
병합�발전은�큰�의미를�가진다.

3.2 재생�가능한�에너지

재생에너지는�미래�베를린의�에너지�공급을�위해�중요한�의미를�가진다.� 현재�이용은�특정�분야에서

만�활발하게�발전하고�있고,�독일연방의�평균과�땅이�넓은�나라들과�비교하면�확실히�낮은�수준이다.

베를린은�중심지로써�기본적인,�또한�특별한�도전�앞에�있다.�예를�들면,

Ÿ 도시�안의�제한적인�땅과�그것에�연관된�바이오매스�증축의�효과;�풍력에너지의�이용,�등

Ÿ 도시�건설적,�사회적,�산업적�구조

Ÿ 지질학적,�기후적�조건�및�지리학적�장소

또한�베를린에� 뮌헨이나�함부르크와�차이점� � 자체적인� 공립의� 에너지� 공급자가� 없다는�사실은�

공립의�재량권�다시�말해�재생에너지�확장에�가능한�조치�방법에�영향력을�가진다.�

연구� 구역으로써� 베를린시는� 브란덴부르크시의� 베를린농장을� 포함한다.� 브란덴부르크� 내에� 위치한�

16,000헥타르�땅(베를린�농장)은� 2007년의�행정�법원의�판결에�따르면�공식적으로�베를린시의�소유

이다(타게스슈피겔� 잡지(Tagesspiegel)� 2008).� 베를린� 농장은� 국가소유의� 베를린� 농장� GmbH에�

의해�관리된다.�농장의�농업�면적은�하수도�관리와�보상�지역으로써�시장에�내놓듯이�임대된다.

재생에너지� 잠재력의� 분석은� 바이오� 매스와� 다양한� 바이오� 매스� 에너지� 변환� 경로� 분야� 쪽에서�

태양열�기술력과�태양광�표면적인�지열(깊은�지열,� 풍력과�수력�같은,� 히트�펌프)을�포함한다.� 전

기생산과�열�생산은�베를린에서�중요하다.�바이오�연료의�이용은�제외�되어졌다,�왜냐하면�의회에

서의�미래의�교통요소�발전을�위한�필수적인�데이터가�아직�제출되어지지�않았기�때문이다.� 쓰레

기(바이오�연료�아님)로부터의�에너지�생산과�같은�여열의�이용은�이� 연구의�실험�스펙트럼에�마

찬가지로�포함되지�않는다,� 왜냐하면�이것은�좁은� 의미로� 재생에너지로�취급하지�않기�때문이다.�

외곽� 지역을� 통한� 강한� 에너지�공급과� 원료의�공급은�바이오�매스� 분야를� 위한�연구의�틀� 내에

서�고려되어지지만,�지속되는�에너지공급으로써�그린�전기�수입�같은�것은�고려되지�않는다.

따라서�생태�경제� 연구를� 위한�협회(IÖW)에� 의해서� 2009년� 4월과� 12월� 사이에�작업되어진� 전체�
연구의�중요�결과가�요약되었다.�첫�번째�부분에서�베를린의�재생�에너지�이용의�상황은�기준�년

인� 2005와�뒤따르는�년도인� 2008년까지를�위해�기술적�특성으로�표시�되었다.�두�번째�부분에서�

15)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통계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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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목표� 시나리오의� 결과가�소개된다.� IÖW에� 의해� 산출� 되어진� 재생� 에너지� 잠재력의� 개발�
잠재력은�지역�활동과�관련된�관찰의�목표�시나리오에서�베를린�에너지�중개소로�고려된다.

지역� 활동과� 관련된� 관찰의� 목표� 시나리오는.� IÖW에� 의해� 산출� 되어진� 베를린� 에너지� 중개소의�
재생�에너지�잠재력�개발을�포함한다(7장부터� 14장까지).�세�번째�부분은�끝으로�목표시나리오의�

목표� 값의� 필수적인� 도달을� 위한� 필자의� 관점으로� 조치가� 소개된다.� 베를린� 에너지� 컨셉을� 위한�

부분� 연구의� 틀에� 적혀진� 장기적,� 이론적� 기술적� 재생에너지의� 이용� 잠재력의� 묘사� 부분은� 생략�

되어지고�장기적�결정은�부록에서�참조할�수�있다.

3.2.1� 2005년부터� 2008년까지�재생에너지�사용�현황

베를린� 재생에너지를� 위한� 개발잠재력의� 조사는� 2005년과� 2008년의� 실제� 상태의� 검증을� 기반으

로�한다.� 베를린에서의�현재�이용�재생�에너지의�검증은�요구�되어졌다,� 왜냐하면�시장과�그것에�

관련된�재생에너지를�위한�제약�조건이�작년에�크게�변했기�때문이다.� 덧붙여�베를린�브란덴부르

크�통계청의�이용�가능한�통계�데이터의�규칙에�따르면�취득에�관련해�대략� 2년에서� 3년� 정도이

다.�그�외에�가입된�형식�속의�데이터가(상태:� 2009년�중반)�전기�에너지�생산과�열�에너지�생산

과� 같은� 정확히� 세분화를� 확인하는� 것� 또는� 개별적� 재생에너지의� 부분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

할�정도로�제출한다.� 이것은�잠재력�조사(날카로운�기술)의�선택된�방법을�위해�요구된다.�그�때

문에�재생에너지의�모든�분야에서�목표된�조사와�설비존립을�위한�분석,� 현존하는�통계적�그리고�

지속적인� 연방과� 시의� 관리소로부터� 유사� 통계� 데이터를�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역시� 협회와� 단

체,�기업과�전문가에�의해서도�강화�되어졌다.

Einheit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EE-Stromerzeugung�gesamt GWh� el 125.3 170.7 262.8 279.1

EE-Anteil % 1.16% 1.58% 2.43% 2.58%

Biomasse GWh� el 121 165.5 256.6 268.5

PV GWh� el 4.3 5.2 6.2 8.2

Wind GWh� el 0 0 0 2.4

EE-Stromerzeugung�abzűglich�
Strom� fűr�Wȁrmepumpen GWh� el 112.9 154.3 242.3 254.6

EE-Wȁrmeerzeugung�gesamt GWh� th 304.8 459.4 755.3 809.5

EE-Anteil % 0.76% 1.14% 1.88% 2.02%

Biomasse GWh� th 259.8 403.8 688.2 731.6

Wolarthermie GWh� th 17.2 18.8 21.2 22.9

Wȁrmepumpen GWh� th 27.8 36.8 45.9 55

EE-Energieerzeugung�gesamt GWh 430.1 630.1 1,018.1 1,088.6

EE-Anteil� am�Energieverbrauch % 0.8% 1.2% 2.0% 2.1%

자료출처:�생태 경제 연구소 2010� (자세한 참조는 전체양식을 참조)

<표 3-4>�베를린의 재생에너지 이용 전체현황(2005-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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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표에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전기와� 열� 생산에서� 다양한� 재생에너지의� 부분을� 묘사했

다.�추가적으로�베를린의�총�전기와�열�사용에서의�재생에너지�부분이�서술�되었다.

이어지는� 그림은� 2005년과� 2008년사이�

베를린의� 재생에너지로부터� 전기와� 열�

생산의� 발전을� 보여준다.� 2005년부터�

에너지�생산은�두�가지�분야에서�두�배�

이상으로� 늘었다.� 바이오매스가� 두� 분

야� 중에서도� 큰� 차이로� 우위를� 차지했

다.� 열� 생산에서� 히트� 펌프가� 다음을�

차지했고,� 태양열이� 끝을� 차지했다.� 전

기분야에서는�태양광과�베를린시의�풍력
출처:�생태학적 경제 연구를 위한 연구소 2010

<그림 3-14>�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재생에너지를 통한 열 생성

  
에너지� 설비에서의� 전기� 생산이� 두� 번

째�자리를�차지했다.�고려해야�할�점은�

다음의�그림들이�중앙�지역난방�발전소

의�바이오매스�연소를�포함하고�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쁜� 데이터� 위치로�

인해� 2005년부터� 2008년� 까지� 개별화

된�관찰이�불가능했기�때문이다.

전기� 발전에서는� 그림� 3-15와� 같은�

상황이�보여졌다.

자료출처:�생태학적 경제연구를 위한 연구소 2010

<그림 3-15>�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발전

3.2.2� 2020년까지�재생에너지�확장을�위한�시나리오

베를린의� 재생� 에너지의�사용에�조사된� 실제� 상태에서� 건설적인� 2020년을� 위한� 잠재력이� 조사되

었다.� 현존하는�기술적인�잠재력을�참작하여�합법적이고�재정적인�필수�조건에서�재생�에너지�사

용을�위한�개별기술의�경제적인�개발�잠재력이�확인되었다.

비교�값으로써� 2020년�동안�결정된�재생�에너지의�결정된�잠재력은�가정�시나리오와�목표�시나리

오에서� 베를린의� 에너지� 중개소에� 고정된� 전기와� 열� 소비로� 제공된다(상태:� 2009년� 12월).� 다음

은�잠재적인�재생에너지�건물에�관련된�열�생산�분야와�전기생산과�같은�큰�바이오매스�설비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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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전기�생산

1)�태양광�에너지� �도시�지역과�도시�토지

EEG(또는� 유사� 기관)는� 태양광� 시스템의� 적절한� 위치와� 경제적인� 운영을� 2020년까지�마칠� 것을�

보장했다.� 베를린에서�태양전지의�장기적�기술� 잠재력은�태양의�와곽(外郭)법규[Everding� et� al.�

2006]를�통해�추정된�지붕면적과�외형면적으로�평가된다(연구�전문�참조).

PV-설비�건설을�위한�개인적인�결정은�경제적인�면과�유효한�면적가능성에�달려있을�뿐만�아니라�

뒤따르는� 요소의� 큰� 부분에는� 예를� 들면� 개인� 소유� 비율,� 건축상의� 상황,� 기본적이고� 개인적인�

설정,�재정적인�가능성에도�달려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태양광의� 특별한� 제한을�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의� 성장� 길에� 대한� 2020년까지�

도달할� 수� 있는� PV-잠재력은� 추정되어진다.� 예를� 들면� 2009년에� 750h/a� ,� 2020년은� 850h/a까

지�높이의�전체�부하시간의�증가를�기본�가정할�수�있다.

세�가지�다른�시나리오가�만들어졌다:

가정�시나리오에서는� 2020년까지�매년� 2004-2008년도의�중간�증축(1.563kWp/a)을�가정한다.� 더�

이상의�다른�조치는�없다.

목표시나리오는� 더� 큰� 성장발전의�가정� 시나리오와� 비교된다.� 가정에는� 2004-2008의� 증축비율의�

선형의� 동향분석이� 기반으로� 된다.� 추가적으로� 2015년부터� 소위� 말하는� 그리드� 패리티의� 도달을�

통해�추가적인�성장�추진력을�갖는다.�이러한�성장�길을�실현하기�위하여�지원되는�조치는�성공적

이다.(다음�장�비교)

비교를�위해� BMU-지휘시나리오가�기반

이� 된� 성장발전의� 세� 번째� 베를린의�

PV-시나리오가�만들어�졌다.

�

옆의� 그림에서는� 명백하게� 목표시나

리오가� 큰� 차이로� 성장하는� 것을� 보

여준다.� 그와� 반대로� 가정� 시나리오

뿐만� 아니라� BMU-지휘시나리오는�

명백하게�더�적게�증축을�달성했다.

2020년까지� 예상되는� 전기사용으론�

베를린을� 위한� 전체와� 관련했을� 때�

태양광으로부터의�커버리지�비율은�적

자료출처:�생태경영연구를 위한 협회 2010

<그림 3-16>�2020년까지 베를린을 위한 다양한

동향시나리오에서의 태양광을 통한 전기생산의 발전[M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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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유지되어� 질� 것이다.� 아래의� 표에선� 목표시나리오가� 성장증가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전기

사용이� 2020년엔� PV설치를� 통해� 대략1%� 일� 것이라� 보여주고� 있다.� 베를린의� 농장지역의� 면적�

가능성을�고려하고�여기에�맞는�가능성연구� [환경계획2008]� 및�구체적인�계획을�관련시키면�목표

시나리오의�부분을� 1.8%까지�높일�수� 있다.� 주요� 시나리오에서는� 지금까지의�구체적인�계획들에�

대한� 가벼운� 상승도� 받아� 들였다.� 총괄적으로� 도시농장의� 숙고를� 포함하여� 0.5� %의� 부분을� 목

표로�두었다.

연방주�평균과�비교하여�볼�때�베를린은�비교적�늦게�지역�전기소비에서� 1%�생산에�도달하였다.�

연방전체에�걸친� 이� 1%� 표시가�근래에�초과되었다.� 이� 원인은�명백히�베를린에서의�설치에�적은�

출력�수준에�있다.� 계획된� 성장�발전을�지속적으로�개발하기�위해서�연속되는�장애물은�제거되어

야�한다.�뒤따르는�목표�그룹들은�투자자로�봐야만�한다.�지역적인�태양광�시장은�제공자와�경영

자,�설치자가�더욱�활발하게�상호�발전해야�한다.

Berlin�ohne� Stadtgűtern Berlin�mit� Stadtgűtern
Stromerzeu
gung

Anteil� am�
Verbrauch Stromerzeugung Anteil� am�

Verbrauch
[MWh] [%] [MWh] [%]

Referenzszenario� 2020 23,231.8 0.21% 60,456 0.55%

Zielszenario� 2020 98,915.6 1.05% 173,400 1.83%

Vergleich:� 2008 8,203 8,203

출처:�생태경영연구를 위한 협회 2010,� BEA�시나리오의 전기소비

<표 3-5>� 2020년 도시구역에서의PV-설치를 통한 전기생산과 베를린 농장GmbH의 면적에 따른 PV-설치를

통한 전기 생산

2)�풍력� �도시지역,�도시상품

풍력에너지�사용을�위한�가장�큰�잠재력은�농장�주식회사(GmbH)의�면적에�있고,�브란덴부르크에

서�신고된�바람에�적합한�땅을�제외하고도�현재�월등하게�큰�부분이�있다.� 이러한�면적�또는�개

별검사로� 전환의� 변화와� 확장을�통해� 미래에� 베를린� 농장의� 면적에서� 풍력에너지의� 계속되는� 사

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위하여� 조건의� 틀에� 요구� 되어지는� 변화는� 주요� 시나리오와�

목표시나리오에서의�구별을�위한�표준으로써�사용된다.� 이러한�변화�없이� 이미�세워진�시설물�가

까이에� 더� 이상� 추가되어지지� 않는다.� 대규모� 풍력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가능성은� 베를린에서는�

여러�제한이�있다.� 더�큰�잠재력을�갖기� 위해서는� EGG틀�내에�있는�비경제적인�소규모�풍력�발

전이�기술적으로�진보해야만�한다.

가상� 시나리오에서는� 이� 큰� 풍력을� 위하여� 도시구역에� 새로운� 시설의� 건설을�하지� 않는다.� 또한�

소규모�풍력�발전은� 2020년까지�큰�변화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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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시나리오에서는� 베를린� 도시구역을� 위한� 전문가평가의� 기초로�각각� 3MW의� 성능을�가진� 5

개의�새로운�WEA를�증축했다.�또한� 2020년까지� 50%까지의�베를린�농장�면적을�위해�결정된�개

발� 잠재력이� 소진되어� 질� 수� 있다고� 가정되어� 졌다(2008� 환경계획에� 따라50).� 그러나� 이것을� 위

해�결정된�브란덴부르크의�전제조건�틀은�변화해야만�한다.�투표�대상�베를린-브란덴부르크�공동�

지역� 계획과의� 투표� 대상이� 있어져야� 한다.� 추가적으로� 풍력� 부분에서의� 과거� 시장� 발전은� 현재�

계획된�첫�번째�테스트�시리즈와�함께�시작된� 2020년까지�300개의�소형풍력설비가�승인되었다.

다음�표는�풍력에너지의�이용을�위해�베를린�농장이�어떤� 역할을�할�수�있는지를�총체적으로�보

여준다.� 베를린시의�목표시나리오는� 2020년까지의� 0.43%를�자력으로�도달하는�것이다(소규모�풍

력발전�포함).�도시농장면적을�고려하면�그�잠재력은�최대� 3%까지�확장될�수�있다.

Berlin�ohne� Stadtgűtern Berlin�mit� Stadtgűtern
Stromerzeug

ung
davon�durch�
KWEA

Anteil� am�
Verbrauch

Stromerzeug
ung

Anteil� am�
Verbrauch

[MWh] [MWh] [%] [MWh] [%]

Referenzszenario� 2020 5,100 0 0.05% 80,100 0.73%

Zielszenario� 2020 43,350 2,250 0.46% 283,212 2.99%

Vergleich:� 2009 5,100 0 75,000

출처:�생태경영연구를 위한 협회 2010,�BEA�시나리오의 전기소비

<표 3-6>� 2020년 도시구역에서의 풍력에너지 설비를 통한 전기생산과 베를린 농장GmbH의 면적에 따른 풍

� � � � � � �력에너지 설비를 통한 전기생산

3)�수력

최근�베를린에서�수력�발전은�더�이상�하지�않는다.�왜냐하면�EGG의�현재�요구조건에�따라�적은�

낙차가�고려되어�경제적인�경영이�불가능하기�때문이다.�하지만�작년을�기준으로�설비�기술은�확

실히� 발달했다,� 그� 결과� 소수의� 좋은� 위치에서도� 수력의� 이용은� 가능해졌다.� 장기적으로� 수력과�

관계된� 제조업체와의� 협력에서� 적은� 낙차에� 터빈설치를� 위한� 새로운� 기술력을� 개발하는� 것은� 베

를린을�위해�흥미로운�프로젝트가�될�수�있다.�

베를린시의�에너지�수지는� 2003년�이전의�기간에�예를�들면�에너지원에�따른�최종�에너지�소비의�

통계에서� 경험적으로� 일부는� 이해할� 수� 없는� 가치증가를� 보인다[베를린-브란덴� 부르크� 통계청�

2008].� 예를� 들어,� 1994년과� 1995년� 1년� 사이에� 약� 71%의� 석탄과� 41%의� 갈탄의� 최종� 에너지�

소비가�줄었다.�비슷한�예로�눈에�띄는�것은� 2002년과� 2003년�사이에�지역�난방을�위한�최종�에

너지� 소비의� 증가가� 약� 21%� 이상� 이라는� 것이다.� 2003년에� 베를린에서� 에너지� 결산

(Energiebilanzierung)을� 위해� 에너지� 통계법의� 제정과� 조직의� 책임이� 변경� 되었다.� 그� 이후로�

베를린-브란덴�부르크�통계청은�중앙�서비스�기관으로써�베를린과�브란덴�부르크�주를�위한�에너

지�균형(Energiebilanzen)의�건설을�위한�연방�정부의�법정�가이드라인�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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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KW에�의해�생성된�전기로�종래의�전기를�대치한다.�왜냐하면� BHKW-전기가�종래의�전기에�비

해�현저히�낮은� CO₂�인자로�평가되므로,� BHKW-전기�생산을�위해서�이산화탄소�배출권이�생겨난

다.�순수한�원인�결산(Verursacherbilanzierung)에서�연방�정부의�일반�요인은�CO₂-Bilanzierung

을�위해�기초가�된다.�또한�BHKW�전기를�위한�크레딧은�사실�Verursacherbilanz에�표시�되지는�

않지만,�엄밀히�말하면�CO₂�배출량의�추가적인�감소�말한다.

베를린-브란덴�부르그� 국가� 통계청의� 공식� 에너지� Bilanz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것은� 에너

지�컨셉트의�전�부분에�걸쳐�설명되어�있다.

재생�에너지의�개발�잠재력은� 3.2장에서�그리고�분산�열�병합에�관해서는� 3.3장에서�설명한다.

중앙�지역�난방�네트워크에서�대형�발전소의�열�작업으로�공급되는�베를린의�대형�발전소의�재생�

에너지를� 위한� 잠재적인� 응용� 프로그램은�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잠재력의� 대가는� 재생� 에

너지에�대한�부분에�관한�장에서�다룬다.

열� 펌프는�얕은�지열�에너지(토양,� 물)� 또는�환경�열(공기)과�같은�열원을�사용한다.� 약� 27%�베

를린의�모든�건물은�지역난방을�사용한다.16)�변환�효율인자는�변환�사용과�생산의�비율로�서술된

다.� 가장�큰�계획은�이� 기간에�예전� 1997년� 가동되던� Mitte� 지역의�화력발전소�장소에�가스�발

전소와� 증기� 터빈� 발전소의� 새로운� 건설이다.� 난방과� 온수를� 위한� 최초에너지요소는� 에너지원의�

공급을�위한�최초에너지소비를�되돌려준다(kWh�최초에너지� /� kWh�최종에너지).�그는�마찬가지로�

원료의�에너지함량뿐만�아니라�운송과�가공부터(상위�공정�과정)�최종소비자로의�배달까지�에너지�

소비를�고려한다.�

가치는� 2008년과�관련이�있다.�잔여�방법에�따라�이산화탄소�요소는� 51.4g/kWh에�도달한다.�열�

생산의�다른�식의�계산방법에서�전기�생산을�통해�독일� 발전소공원의�부득이한� 이산화탄소�방출

은� 적립된다.� 이러한� 계산방법을� 통한� 값은� Vattenfall� Europe� 지역난방� AG의� 자료와� 곧바로�

비교할�수는�없다.�그�값은�매우�효율적인�에너지�변환의�표시로써�읽을�수�있다.

이산화탄소� 감시(CO₂-Bilanzierung)에서� 선택된� 원인제공자� 감시(Verursacherbilanzierung)는�

항상� 연방정부의� 일반� 요소가� 기초로� 된다.� 이러한� 선택된� 원인제공자� 감시� 때문에� 지역의� 기초

에너지사용은�이산화탄소�감시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잠재력의� 개발을� 위한� 조치의� 파생과� 같은� 잠재적� 재생에너지의� 분석은� 생태� 경영� 연구를� 위한�

협회(IÖW,� 베를린)에� 의해서� 실행되어졌다.� 이� 연구의� 완전한� 보고는� 부록� 안의� 장기� 결정에� 있
다.� 조사구역에서� 관계된� 가정을� 위한� 상세한� 진술은� IÖW-연구의� 장기계획에서� 제거� 되어질� 수�
있다.� IÖW-연구의�장기결정은�또한� 2050년까지의�장기간의�결정과�이론-기술적�잠재력을�포함한

16) Karch,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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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연구에서�가정과�예측을�위한�상세한�기록을�이끌어낸다.

재생에너지의�구역에서�잠재력의�결정을�위한�표준�방법은�존재하지�않는다.� 이것은�시읍면과�지

역과�도시에서�점차�강하게�증가하는�잠재력연구에�많은�다양한�방법이�이용되도록�만들었다.�이�

연구는�비교할�수� 있는�결과들을�매우�조금�이끌어�낸다.� 대부분의� “방법”에서는�오히려�간단한�

평가나� 기본적인�잠정� 집계,� 예를� 들면� 정치적� 목표가� 중요하다,� 다른� 쪽에서는� 예를� 들면� 에너

지적인� 또는� 건물에� 연관된� 특성이� 이용되어진다.� 잠재적인� 결정을� 위한� 현존하는�방법의� 검사는�

IÖW-연구의�장기결정을�포함한다.





LONDON, ENGLAND
런던의�에너지�미래

런던�시장의�기후변화�완화와�에너지�전략,� 2011년� 10월

� � � � � � 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Energy-future-oct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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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시 요약 ●

o 비전�및�목표

Ÿ 기후변화�완화를�위한�런던의�CO₂�배출량�감축

Ÿ 저탄소�수도로의�전환에서의�경제적�기회�극대화

Ÿ 런던을�위한�안전하며�신뢰할�수�있는�에너지�공급�보장

Ÿ 국가�기후변화�및�에너지�목표�충족

o 관련지표

Ÿ 1990년�대비� 2015년� 20%,� 2020년� 40%�2025년� 60%�감축�

o 현황

Ÿ 에너지� 원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비중은� 2012년� 기준� 전기�

58.5%,�천연가스� 25%,�디젤� 11%,�가솔린�4%로�구성됨

출처 :�City� of� London� |� 2012�Corporate�Consumption�Report

o 주요�사업

Ÿ 런던개조사업(RE_CONNECT,� NEW,� FIT)� 및� 분산형� 에너지

(Decentralised� energy)�프로그램�실시

Ÿ GLA(Greater� London� Authority:� GLA)� 그룹을� 통한� 분산형�

에너지�프로젝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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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DON, ENGLAND
런던의�에너지�미래

런던�시장의�기후변화�완화와�에너지�전략,� 201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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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전략의�목표들(Objectives� of� the� strategy)� �

1.1 동�전략의� 4가지�목표들

1.1.1 기후변화�완화를�위한�런던의�CO₂�배출량�감축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지구� 평균� 온도는� 세기� 말까지� 6°C까지� 증가� 할�

것이며,� 이는�런던을�홍수,�가뭄� 및�폭염에�취약하게�만들�것이다.� 과학적�증거들은�이러한�영향

들을�피하기�위해서는�글로벌�온실가스�배출량을� 2050년까지� 1990년�대비� 50%�이상�감축할�필

요가� 있음을�제시하고�있다.� 동� 전략은�이러한�글로벌�이슈(issue)에� 대처하기�위한� 런던� 시장의�

정책�및�프로그램들에�관한�것이다.�

1.1.2 저탄소�수도(low�carbon�capital)로의�전환에서의�경제적�기회�극대화

저탄소�제품과�서비스에�대한�글로벌�시장은�약� 3조�파운드에�달한다.�또한�글로벌�CO₂�배출량�

목표가�달성�될�경우,�동�시장은� 2030년까지�매년�최소� 3천6백80억�파운드�증가�할�것으로�예상

된다.�런던은�이러한�경제적�기회를�활용하기에�적절한�도시이다.�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동�수

도의� 저탄소� 및� 환경� 상품과� 서비스� 부문은� 매년� 4%� 이상� 성장하고� 있다.�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는� 2백30억�파운드�이상의�매출액을�달성한�바�있다.� 런던�시장은�동�기회의�극대화를�위

해�런던의�내재된�강점(inherent� strengths)과�그의�기후변화�완화�프로그램을�활용하고�있다.

1.1.3 런던을�위한�안전하며�신뢰할�수�있는�에너지�공급�보장

에너지�인프라에�대한�투자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향후� 10년�동안�약� 2천억�파운드),� 영국은�가

까운� 미래에� 에너지� 갭(energy� gap)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다양한� 인프라가� 계획되어� 있으며,�

실제로� 건설� 또는� 개발� 중에� 있다.� 에너지� 인프라가�갖추어지지�않는다면,� 전력� 생산� 용량과� 전

력�피크�수요�간�갭의�발생이�가능�하다.�런던�시장은�그의�에너지�효율�및�에너지�공급�프로그

램을�이용하여�런던의�에너지�갭�위험에�대한�취약성을�줄이고자�한다.�동�프로그램들은�런던�및�

국가�에너지�갭을�메우는데�있어�기여를�할�수�있을�것이다.�

1.1.4 국가�기후변화�및�에너지�목표�충족(가능한�경우�초과량�달성)

정부는�기후변화�대응을�위한�우선순위를�설정하였다.�그린딜(Green�Deal)17)�개발,�전력�시장�개혁,�

17) 그린딜은 에너지효율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그로 인해 절감된 에너지비용을 통해 사업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금융 
메커니즘으로, 2013년 1월에 도입되었다. 그린딜은 평가, 융자, 사업추진, 상환의 4단계로 진행되며, 단열, 난방, 온
수, 유리창, 소규모발전 등을 대상 사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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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프라�프로젝트에�자금을�제공하기�위한�녹색�투자�은행(Green� Investment� Bank)� 설립�등

을�예로�들�수�있다.�이는�국가�및�국제�기후변화·에너지�관련�목표들을�달성하기�위한�것들이다.

1.2 동�전략의�달성�방법(Delivering� the� strategy)

동�전략의�달성은�사회�전반에서의�활동들을�필요로�한다.�큰�규모의�프로그램,�프로그램의�실행�가능성�증

명�및�민간�부문의�투자�촉진을�위한�공적�자금�투자,�자치구(borough)와의�협업�등을�예로�들�수�있다.

1.3 위대한�런던위원회�법령(Greater�London�Authority�Act)의�필요성

런던� 시장을� 중심으로� 25명의� 런던� 의회(London� Assembly)의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GLA(Greater� London� Authority:� GLA)는� 위대한� 런던위원회� 법령� 1999에� 의거� 2000년에� 구성

되었다.� GLA는�런던에�대한�전략적�관리를�담당하는�최상위(top-tier)�행정기관으로서,�런던의�환

경,�경제개발,�문화,�미디어,�스포츠,�건강�및�투자에�대한�정책을�마련한다.

자료:�Greater� London�Authority� 2014

<그림 4-1>�GLA의 구성

2. 런던의�과거,�현재,�미래�CO₂�배출량

CO₂�배출량�감축과�관련하여�런던이�직면하고�있는�과제는�쉽지�않으나�해결�가능하다.�아래�그

림은�런던의�직접적,� 간접적� CO₂� 배출량을�비교하고�있다.� Scope� 1은�런던�내� 에너지원의�연소

에�의한� CO₂� 배출을,� Scope� 2는� 전력� 소비에�의한� CO₂� 배출을,� Scope� 3는� Scope� 2에� 포함

되지�않은�그�밖의�모든�간접적�CO₂�배출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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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EGGI� 2004� and�Capital�Consumption

<그림 4-2>�런던의 직접적,�간접적 CO₂�배출량 비교(2004년)

2008년�기준�런던의� CO₂� 배출량

은� 44,710,000톤이다.� 이는� 영국�

전체� CO₂� 배출량의� 8.5%에� 해

당하며,� 런던의� 1990년� 기준CO₂�

배출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아래�

그림에서�보듯이�런던의�인구수는�

1990년과� 2008년� 사이� 꾸준한�

증가세를�보였다.�런던의�총�CO₂�
자료:� LEGGI� 2008�and�Office� for�National� Statistics

<그림 4-3>�런던의 부문별 총 CO₂�배출량(1990~2008년)�

배출량은� 1990년과� 2000년� 사이

에는� 12%�증가하였으나,� 2000년

부터� 2008년� 사이에는� 11%� 감

소하였다.� 이는� 주로� 국가� 전력�

공급�상에서�낮아진�탄소�집약도

에�의한�것이다.

다음� 그림은� 2008년� 기준� 런던�

지역� 부문별� CO₂� 배출량에�관한�

것이다.� �

자료:� NI� 186:� Local� and� regional� CO₂� emissions� estimates� for�
2005~2008,�DECC

<그림 4-4>�지역 부문별 CO₂�배출량(2008년)

런던의� source�별� CO₂�배출량을�보여주고�있는�그림� 1-5에�따르면�건물�및�교통에서의�전력�소

비에�의한� CO₂�배출량이�상대적으로�제일�크다.�그림� 1-6은�런던의� 2008년�기준� CO₂�배출량을�

부문별로� 보여주고� 있다.� 약� 80%의� CO₂� 배출량이� 건물-가정� 및� 사무실(사업장)-로의/에서의� 에

너지� 공급� 및� 사용으로부터� 기인하며,� 교통부문은� 런던의� CO₂� 배출량의� 2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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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LEGGI� 2008

<그림 4-5>�런던의 부문별 별 CO₂�배출량(2008년)

�
자료:� LEGGI� 2008

<그림 4-6>�런던의 부문별 CO₂�배출량(2008년도 기준)

다음의�그림은�가정�내�에너지�사용과�사무실�내(서비스�부문)� 에너지�사용에�관한�것이다.� 런던�

가정에서의� 2008년� CO₂�배출량(15.93�MtCO₂)�중� 46%는�전력�소비로�인해,� 54%는�비�전력�관

련� 에너지(non-electricity� related� energy)� 소비로� 인한� 것이다.� 가정� 내� 에너지� 소비의� 약�

80%는� 난방� 및� 온수에�사용되며,� 이는� 직접적인� 에너지� 효율� 조치의� 중요성을�부각시킨다고� 할�

수�있다.

� � � �
자료:�DECC,�Energy� consumption� in� the�UK,� 2011

<그림 4-7>�가정 내(왼쪽),�사무실 내(오른쪽)에서의 에너지 사용(2009년)�

다음의� 그림과� 같이� 만약에� 런던

의� CO₂� 배출량� 감축을� 위한� ‘추

가적인’�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런던� 내� CO₂� 배출량은�

2025년까지� 1990년�대비� 11%�이

하까지�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

는� 런던이� 전� 지구적인� CO₂� 배출

량�감축�목표에�기여하기에�충분하�

자료:�GLA�modelling� and�DECC�modelling

<그림 4-8>�런던의 BAU�CO₂�배출량(2008년~2025년)

지�않으며,�따라서�추가적인행동을�필요로�한다.� 전�지구적인� CO₂�배출량과�관련하여�런던의�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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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여도는�작지만� 런던은� 세계도시(world� city)로서� CO₂� 배출량�감축� 등에� 있어� 중요한� 리더십�

역할을�갖고�있다고�할�수�있다.�

3. CO₂�배출량�감축�목표(CO₂�emissions�reduction�targets)

3.1 런던�시장

런던�시장의�런던의� CO₂�배출량�감축�목표들을�

다음과�같으며,�동�목표들은�정부�및�민간�부문

의�추가적인�협약을�기준으로�하여�설정되었다.

동�전략은� ‘committed� government� action’

을�런던�내�CO₂�배출량�감축을�위한�출발점

년도 감축 목표

2015년 20%

2020년 40%

2025년 60%

2050년 최소 80%

<표 4-2>�런던 시장의 CO₂�배출량 감축 목표

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및� 시장의� 조치를� 통한� 목표� 달성에�

대해�모색하고�있다.�정부의�추가적인�행동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도�언급하고�있다.

3.2 GLA�

GLA� 그룹과� 같은� 큰� 기관들이� 그들의� CO₂�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축하기� 위해서는�

배출량을� 측정하고� 해당� 부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각� 담당기구가�

달성한�진전을�정리한�표이다.

functional� body progress�

GLA18)
·� CO₂�배출량 측정
·�GLA�웹사이트를 통해 CO₂�배출량 보고
·�측정,�관리 및 CO₂�배출량 감축에 있어 Carbon�Trust� Standard�달성

LFEPA19)

·� CO₂�배출량 측정
·�공공 지속 가능한 개발 보고서에 CO₂�배출량 보고
·�Carbon�Trust� Standard�달성
·� 1990�이후부터 CO₂�배출량 22%�감축함

MPS20)
·� CO₂�배출량 측정
·�공공 환경 보고서에 CO₂�배출량 보고
·� 2010년에 2005년 대비 탄소 배출량 6.4%�감축함

TfL21)
·� CO₂�배출량 측정
·�공공 환경 보고서에 CO₂�배출량 보고
·� TfL�본부 및 런던 지하철은 Carbon�Trust� Standard�달성함

<표 4-3>�각� functional� body의 CO₂�배출량 관련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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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그룹의�현� CO₂� 배출량은� 224,000톤/년이며,� GLA�그룹� body별� CO₂� 배출량�및� GLA�그룹

의� source별�CO₂�배출량은�다음과�같다.

자료:�GLA�group

<그림 4-9>�GLA�그룹 body별 CO₂�배출량 및 GLA�그룹의 source별 CO₂�배출량

GLA�그룹에�대한�CO₂�배출량�감축�목표는�다음과�같다.

2015년 2020년 2025년

감축 목표(%)

총 20% 총 40% 총 60%

-10%:�GLA�그룹 행동을 통해

-10%:�정부 행동을 통해

-25%:�GLA�그룹 행동을 통해

-15%:�정부 행동을 통해

-37%:�GLA�그룹 행동을 통해

-23%:�정부 행동을 통해

<표 4-4>�GLA�그룹에 대한 CO₂�배출량 감축 목표

�

4. 런던의�CO₂�배출량�최소화:�런던�시장의�행동들
(The�Mayor’s� actions)�

�

4.1 런던�개조(Retrofitting� London)

런던의� CO₂의� 80%는� 건물에서� 배출된다.� 따라서� 동� 건물들의� 개조는� 런던의� 우선순위라고� 할�

수�있다.� 런던�시장은� RE:CONNECT,� RE:NEW,� RE:FIT,� 분산형�에너지(Decentralised� energy)�

프로그램을�통해�이를�실현하고자�한다.

18) Greater London Authority
19) London Fire and Emergency Planning Authority
20) Metropolitan Police Authority
21) Transport for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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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RE:CONNECT:� Low� Carbon� Zones

·� 런던의 지역 사회를 위한 동 프로그램은 런던 내 총 10

개의 저탄소 지역(zone)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각�지역은 2012년까지 CO₂�배출량을 20.12%�감축하겠

다고 서명하였다.�

·� 동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 참여와 관련하여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역(neighbourhood)� 수준에서의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에너지 효율 등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런던 시장은 이후에 이를 어떻게 다른 지역 (neighbour

-hood)으로 전파할 것인지에 대해 조사 할 것이다.
<그림 4-10>�Muswell�Hill�초등학교의 생활 방주

<표 4-5>�RE:CONNECT�프로그램

4.1.2 RE:NEW:� Home� Energy� Efficiency� For� Tomorrow

·� RE:NEW는 런던 시장,�런던위원회(London�Councils),�

런던 자치구 및 에너지 절약 트러스트(Energy� Saving�

Trust)�간의 협력에 의해 개발되었으며,�또한 진행되고

있다.�

·� RE:NEW는 single,� common,� customer-acquisition�

모델을 이용하고 있으며,�이는 CO₂�배출량의 최대 감

축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동 모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주택 전체를 고

려하는 접근 방식,�자치구에 의한 지역 기반 배달,�모

든 종류의 주택을 다룰 수 있는 역량,� 우선순위와의

통합

·� 이는 가계대상 홍보 →� 에너지 고문의 가계진단 및

측정 장치 설치 →�에너지 절약 정보 수집 및 피드백

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그림 참조).
<그림 4-11>�RE:NEW�고객의 여행

<표 4-6>�RE:NEW�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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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RE:FIT:� Building� Energy� Efficiency� For� Tomorrow

·� RE:FIT은 혁신적인 상업 모델을 이용하고 있으며,�동 프

로그램은 2025년까지 CO₂�배출량을 매년 약 400,000톤

감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촉진하고자 한다.

·�동 프로그램을 통해 런던의 공공 부문 건물을 개조하게

된다.�

·� GLA� 그룹은 이미 47개의 시범 건물들을 통해 연간

1,000,000파운드에 달하는 에너지 절약(energy� saving)

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동 모델은 런던의 모든 공공 부문 조직에 적용 가능하다.�

·� 140개의 조직이 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200개의 건물들이 개조 될 것이다.�이는 35,000,000파운

드의 가치를 지닌다.� <그림 4-12>�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 Ilford�소방서

태양광 패널에서

<표 4-7>�RE:FIT�프로그램

4.1.4 �분산형�에너지(Decentralised� energy)�프로그램

동� 프로그램은� 런던에서� 새로운� 저탄소� 에너지�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런던� 시장은�

이미� 런던� 전역에서� 최초의�분산형� 에너지� master� planning� exercise를� 진행�중에� 있으며,� 좀� 더�

탄소�효율적인�난방�및�전력�제공이�가능한�큰�규모의�분산형�에너지�프로젝트의�상용화를�지원하

고�있다.�

관련�전문가�팀이�동�프로그램과�관련하여�필요한�투자를�확보�할�수�있도록�상업�및�법률�자문

을�제공하고�있다.�

런던�폐기물�및�재활용�이사회(London�Waste� and� Recycliing� Board)는�폐기물을�이용하여�에너

지(재생�가능한�열과�전력)를�생산하는�인프라�개발에�투자하고�있다.� 이는�런던의�탄소�발자국을�

줄이는데�있어�도움이�된다.�

4.2 교통으로부터의�배출량�감축(Driving�down�emissions�from�transport)

그림�4-13는�런던의�교통�관련�부문별�CO₂�배출량에�관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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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시는�전기자동차와�울트라(ultra)� 저

탄소� 차량과� 같은� 저탄소� 교통수단의�

확대를�추진하고�있다.

자료:� LEGGI� 2008�and�TfL� Planning

<그림 4-13>�런던의 교통 관련 부문별 CO₂�배출량(2008년)

<그림 4-14>�런던 도로 위 전기 자동차 <그림 4-15>�수증기만 배출하는 런던의 새로운 수소버스

4.3 런던�내�신개발로�인한�CO₂�배출량�최대�감축

런던� 플랜(London� Plan)은� 런던� 내� 신개발로� 인한� CO₂�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런던� 플랜의� 정책� 5.2를� 통해� 런던� 시장은� 결과� 기반(outcome-based)의� CO₂�

배출량� 감축� 목표를� 도입하였다.� 동� 목표는� 2010� 건물� 규정(2010� Building� Regulations)의�

Part� L�개선을�근거로�설정되었으며,�다음의�표와�같이�정리�가능하다.

년도 2010�건물 규정에 대한 개선

2010~2013 25%

2013~2016 40%

2016~2031 탄소 제로(zero)

<표 4-8>�런던 내 신규 주거용 건물에 대한 CO₂� � �

배출량 목표

 

년도 2010�건물 규정에 대한 개선

2010~2013 25%

2013~2016 40%

2016~2019 건물 규정의 요구 사항에 따라

2019~2031 탄소 제로(zero)

<표 4-9>�런던 내 신규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CO₂� � �

배출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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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적�행동(Taking� further� action)

런던의� CO₂� 배출량을�최대로�감축하기�위해서는,� 런던� 시장의�직접적인�자금�지원�프로그램들뿐

만�아니라�사회� 전체에서의�추가적인� 행동들을� 필요로�한다.� 각� 개인들과� 기업들은� 저탄소를� 지

향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 부문의�투자도�유치되어야�한다.� 따라서�동� 전략은�이와� 관련하여� 런

던�시장이�어떻게�접근�할�수�있는지에�관하여�보여주고�있다.

특히,� 동�전략의�목표들은�정부가�적극적인�모습을�보일�때(정부가�정부의�약속을�이행할�때)�비

로소� 달성� 가능하다.� 따라서� 동� 전략은� 런던의� CO₂� 배출량� 감축에� 대한� 국가� 정책의� 기여도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런던� 시장이� 어떻게� 관련� 목표들을� 달성�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또한�동�전략은�정부가�추가적으로�고려해야�하는�부분에�관한�내용도�포함하고�있다.�

6. 동�전략을�위한�재원(Funding� the� strategy)

동� 전략의� 포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재원이� 중요하다.� 2025년까지� 1990년� 대비�

CO₂� 배출량을� 60%�감축하겠다는� 런던� 시장의� 목표를� 위해서는� 4백억� 파운드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추정된다.�또한�추가적으로� 1백40억�파운드를�더�필요로�한다.� 이는�공공�부문이�단독으

로�감당할�수�있는�수준이�아니며,� 설사�감당할�수�있다�하더라도�그래서는�안�된다.� 이것이�런

던�시장이�기존의�공공�부문�재정(public� sector� funding� streams)을�민간�부문의�투자를�유치

하는데�이용하는�이유이다.�이는�영국이�직면하고�있는�기타�인프라�투자�과제와�다르지�않으며,�

런던은�세계�최고의�금융�중심지�중�하나로서�관련�기회를�파악�하는데�있어�이상적인�위치에�있

어야�한다.

전례� 없는� 수준의� 투자는� 런던� 시장의� 프로그램을� 지지한다.� 런던� 시장은�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런던� 녹색� 기금(London� Green� Fund)� 설립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프로그램에� 1억� 파운드�

이상을�투자하였다.�공공�부문�자금�중� 1억�파운드가�런던�녹색�기금에�투자되었으며,� 민간�부문

으로부터�최소�1억�파운드를�유치하는�것을�초기�목표로�정하고�있다.�중기적으로는�기타�정부�재

원,� 개발�은행,� 주권� 펀드(sovereign� fund)� 및� 인프라�펀드를�통해�기금�크기를� 5억�파운드까지�

확대할�계획이다.

7. CO₂�배출량�감축에�대한�예상
(Projected� CO₂� emissions� reductions)
런던과�영국이�동�전략에�명시된�행동들을�취한다면,�런던은� 2050�목표들을�달성�할�수�있을�것

이다.�아래�그림은�동�목표들을�달성하기�위한�정부�및�런던�시장의�기여도를�보여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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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목표들을�달성할�수�있는�기회의�창이�존재한다.�정부의�노력�및�추가적인�재원(예를�들어,�민

간� 부문으로부터)� 확보가� 가능하다면,� 런던은� 세계를� 선도하는� 저탄소� 수도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자료:�GLA�modelling� and�DECC�modelling

<그림 4-16>�런던의 CO₂�배출량 감축에 대한 예상(2008~2050년)�

자료:�GLA�modelling

<그림 4-17>�런던 가정에서의 CO₂�배출량 감축 예상(2006~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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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GLA�modelling�

<그림 4-18>�런던 사무실에서의 CO₂�배출량 감축 예상(2006~2025년)�

자료:�TfL� planning�and�GLA�modelling

<그림 4-19>�런던 교통에서의 CO₂�배출량 감축 예상(2025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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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시 요약 ●

o 비전�및�목표

Ÿ 에너지�계획�및�효율의�개선

Ÿ 깨끗하고�안정적이며�저렴한�에너지�제공

Ÿ 송·배전�시스템�현대화

o 관련지표

Ÿ 2030년까지� 2005년�대비�온실가스�배출량�30%�감축� �

o 현황

Ÿ 에너지� 소비는� 2012년� 기준� 상업� 부문� 31.5%,� 수송부문�

29.5%,�가정부문�29.3%,�산업부문� 9.7%로�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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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깨끗하고�믿을�수�있고�적합한�에너지�공급

� � � � 12)�비용이�많이�들고�에너지�비효율적인�도시�발전소의�교체와�개선

� � � � 13)�청정�분산형�발전의�개발을�장려

� � � � 14)�뉴욕시의�재생에너지�시장의�육성

� 4.�송·배전�시스템의�현대화

� � � � 15)�오염이�심한�연료를�대체하기�위해�천연가스의�운송과�배분�역량�강화�

� � � � 16)�뉴욕시의�전력�공급의�신뢰성�향상

� � � � 17)�스마트하고�보다�깨끗한�전기�설비�그리드�개발

� 5.�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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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계획을�개선하기

시는�단지� 시의�에너지�시스템에�영향을� 끼칠�수� 있는�많은� 능력들을�지녔을�뿐이다.� 수도와�하

수구� 인프라�구조와�달리�뉴욕시의�전기,� 가스,� 증기� 시스템은�도시가�아닌�투자자� 기반으로�주

와�연방�정부에�의해�규제된다.� 시는�빌딩과�에너지�규정을�사용하여�더�깨끗한�연료를�위해�효

율성을�촉진� 시킬�수� 있으며�규제�할�수� 있다.� 그러나�궁극적으로�수백만의�개인�가정과�사업들

의�에너지가�어떻게�사용되는지�결정할�것이다.�이러한�이유로�시의�목표와�정책�그리고�인센티브

를�위하여�시설,� 규제자,� 정부에너지�에이전시�그리고�다른�주요�이해관계자들과�동맹을�맺는�것

이�중요하다.�

<그림 5-1>�뉴욕 에너지 소비(BAU�전망)

이니셔티브�1.��깨끗하고�안정적이며�저렴한�에너지를�증진시키기�위한�계획과�

협력의�강화

단� 하나의� 독립� 업체가� 뉴욕시의� 복합� 에너지� 시스템을� 감사하지� 않는다.� Con� Edison은� 전기�

배전망과�증기�시스템을�총괄하며,� Con� Edison과� National� Grid가�천연가스에�대한�할당을�나

눈다,�그리고�다수의�기업들은�연료로�쓰이는�기름을�공급한다.�다른�여러�주들과�연방�규제원들

이�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 개발을� 승인하는� 동안� 공공서비스위원회(PSC:� public� service�

commission)는� 전기,� 천연가스�그리고�증기�할당�시스템을�규제한다.� NYSERDA,� Con� Edison,�

Nationa� Grid� 모두�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재생가능에너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시는�

빌딩을�위한�에너지�규정을�관리한다.

도시가� 에너지� 사업에� 관여하고� 있지� 않지만,� 시는� 뉴욕� 시민들이� 현재� 그리고� 미래에� 깨끗하고�

믿을�수� 있으며�입수할�만한�에너지를�가질�수� 있는지에�대한�지대한�관심이�있다.� 이러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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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위해�시는�에너지�스펙트럼에�대해�총체적으로�생각해�볼� 필요가�있다.� 가장�큰�에너지�설비

시설부터�각각의�빌딩�난방시스템�그리고�밑바닥의�전달�라인까지.�분명히,�약속과�협업을�필요로�

할�것이고,�다수의�공공과�이익�단체들을�관여시킬�것이다.

에너지�공급�프로젝트는�발전하기�위해�많은�시간이�걸리고,�에너지�산업에�의한�결정은�도시�사

업의�비용에�영향을�주며�몇�십�년�동안�시와�함께�지속된다.�전략과�규제�관련�이슈들을�조정하

기� 위해서� 시는� 도시,� 주,� 시설들로� 구성된� 뉴욕시� 에너지� 계획� 위원회(New� York� City� Energy�

Planning� Board)를� 설립했다.� 2009년� 위원회는� 처음으로� 의견을� 취합한� 비전을� 뉴욕시� 에너지�

계획에�선�보였고,�최근�멤버들은�인디안�포인트�핵발전소를�폐쇄할�경우�그�영향에�관한�연구를�

손보는�것을�도와주었다.

시는� 또한� 에너지� 정책� 태스크포스팀을�만들어�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들이� 하나로�뭉쳐� 시에게�

에너지�이슈에�관한�조언�할�수� 있게�했다.� 시는�도시� 외곽�빌딩에�대한�천연가스�할당�시스템,�

깨끗이�분배된�세대를�위한�자금�조달용�공공-민간�파트너쉽�모델�그리고�재생가능�에너지�프로

젝트와�같은�주제에�관한�이�그룹의�가이드를�의지할�것이다.� �

시는� 깨끗한� 에너지� 공급� 투

자�활성화,�효과적인�인센티브�

프로그램,�데이터�컬렉션�공유�

그리고� 에너지� 예측� 운영과�

조정을�위해�계획�위원회�그리

고� 태스크포스와� 지속적으로�

일할�것이다.

<그림 5-2>�에너지 개선은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의에너지소비를 38%로가량

줄여줄것이다.

2. 에너지�효율을�개선하기

지난� 4년간� 뉴욕시는� 빌딩� 에너지� 효율을�향상시키기�위해�미국에서도�가장�포괄적인� 정책을�제

정하였다.� 시는� 이�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이행해야한다.� 여기에는� 많은� 빌딩� 매니저,� 건축가� 그리

고� 전기� 기술자들을� 트레이닝� 하는� 것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에너지� 업그레이드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위해�건물주들에게�연방과�민간의�조합된�투자를�개방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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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 정책은� Greener,� Greater� Buildings� Plan에� 포함되지� 않은� 100만의� 작은� 빌딩도�

포함하기� 위해� 확장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노력은� 모든� 빌딩들을� 위한� 에너지� 측정의� 투명성을�

요구�할�수도�있다.

뉴욕시는�또한�보다�이상적인� 빌딩� 관리� 정책을�위해� 계속� 발전해야한다.� 새로운�기술들에�대한�

승인을�보다�합리적으로�할� 것이고,� 뉴욕시를� 떠오르는�에너지� 효율에� 대한� 정책의� 리더로�만들

기�위해�열심히�일�할�것이다.�

�

<그림 5-3>�천연가스 및 전기의 연평균 가격

이니셔티브� 2.�친환경적이고�보다�훌륭한�건축�계획의�실시

2009년� 12월,� 시� 의회는� 2개의� 법을� 통과시켰다,� GGBP(Greener,� Greater� Buildings� Plan)로�

잘� 알려져� 있는� 이� 법안은� 에너지� 효율� 개선과� 현존하는� 큰� 빌딩의� 에너지� 투명화를�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법들을� 매년� 벤치마킹,� 에너지� 감사,� 재취역22),� 조명시설개선� 그리고� 상업� 거

주�공간에�대한�서브미터링23)을�명령한다.

4개중에� 3개의� 법은� 전체� 빌딩� 구역을� 구성하는� 단지� 16,000� 자산에� 영향을� 준다.� 2030년까지�

이�법들은�적어도�도시�전반적으로� 5%의�온실가스�방출을�줄이고�연� 7억� 5천�달러�이상의�비용

을�절약하고�건설과�관련한� 18,000여개의�직업을�창출해�낼�것이다.

�

이�법들은�에너지�효율에�대한�고려를�기본적인�것으로�만들어�빌딩�산업을�바꿔놓을�것이다.�산

업을�바꾸는� 것은� 새로운� 규제� 절차를�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 한다.� 용어들은� 법적으로� 정의되어

야�하며�절차는�규정화되고,�규칙은�다양한�환경을�포함할�수�있도록�포괄적이어야�한다.�부동산�

산업과�함께�일하면서�시는�규칙과�가이드라인을�발전시켜�이�새로운�법을�확실히�시행하고�적용

될�수�있도록�할�것이다.

22) retro-commissioning: 기존 건축물의 총체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 
23) sub-metering: 건물의 에너지 사용장비를 모니터링하고 개별 사용량을 분석하여 에너지 사용절감을 지원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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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BP는�도시의�가장�큰�빌딩들이�매년�그들의�에너지�사용을�수치화하는�것을�요구한다.�

이것을� 벤치마킹(bench-�

marking)이라고� 부른다.�

이� 정보는� 공공에게� 개방

될� 것이다.� 시는� 2,700개

의�시�정부�건물을�벤치마

킹했고,� 이� 정보는� 공유될�

것이다.� 이� 새로운� 벤치마

킹� 법안의� 유효성을� 측정

하기�위해서�시는�법이�시

행되는�첫� 3년간�벤치마킹

의� 결과를� 분석하고� 보고

할�것이다.�

NYSERDA� 프로젝트를� 위

한� 벤치마킹� 보고서� 샘플

은�다음과�같다.

<그림 5-4>�NYSERDA�프로젝트를 위한 벤치마킹 리포트 샘플

이니셔티브�3.�건축물의�지속가능성을�증가시키기�위한�법률과�규제의�개선

빌딩들은�뉴욕시의�환경에�엄청난�영향을�준다.� 시의�빌딩에서�사용되는�에너지는�이산화탄소�배

출의� 75%,�전기�사용의�94%�그리고�음료로�적합한�물의�소비� 85%에�책임이�있다.�

그린�빌딩과�운영�기술은�빌딩(건축물)의�퍼포먼스를�가시적으로�향상시킬�수�있다.�뉴욕�시의�법

률을� “녹색화(greening)"� 함으로서� 가장� 비용�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common-sense� 전략이�

흔한�관습이�되도록�확실히�해야�한다.

블룸버그(Bloomberg)�시장과�그리고�퀸(QUINN)�시의회�대변인의�요청에�의해�도시�녹색�위원회

(UGC:� Urban� Green� Council)는� 뉴욕시� 녹색규정태스크포스(New� York� City� Green� Codes�

Task� Force)를� 만들었다.� 200명� 이상의�건축과�디자인�전문가들로�구성되어�있는�이� 태스크�포

스는�건축을�녹색으로�만들기�위한� 111가지의�제안을�만들었다.�이�제안들은�빌딩에�영향을�미치

거나�그린�빌딩�실행을�방해하는�도시�법률과�규제들을�수정할�것이다.

녹색규정태스크포스의� 22가지� 제안들은� 벌써� 법,� 규정,� 현장의� 변화로� 적용되었다.� 녹색규정태스

크포스를�규제에�최종적으로�적용시킬�것이다.�또한�빌딩�외부를�에너지�효율적으로�만들고�건물

의�깨끗한�에너지�소비를�가로막은�여러�건축�규제와�같은�장벽들을�여러�그룹들을�조율하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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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할�것이다.� 기술� 전문가,�산업계�등이�서로� 권한을�조정하며�일하는�것이�중요하다.� 이는�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그린� 빌딩의� 장점이� 가져올� 수� 있는�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법률이� 비용-

효과적이며�달성가능하다는�것을�확실하게하기�위해서이다.

동시에,�나라�전역에�적용�가능한�포괄적인�차원의�녹색�규정을�만들기�위한�국가적인�노력이�있

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International� Green� Construction� Code(IGCC)와� ASHRAE� 189.1� 으

로� 최고점에� 달했다.� International� Code� Council(ICC)� 및� ASHRAE24)과�함께� 뉴욕� 시의� 법률

과�이�같은�녹색�규정�모델들을�더�발전시킬�것이다.�

새로운�건설의�효율성과�혁신은�또한�국가�기준인�model� energy� codes을�반복하며�적용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 이� 법률들은� 2010� 도시� 규정보다� 30%� 더� 엄격하다.� model� energy� codes를�

뉴욕�시의�환경에�맞게�수정하고�적용하기�위해�시�의회와�함께�일�할�것이다.

시는�또한�새로운�기술들을�승인하기�위해�거대한�프로젝트들이�현재의�법률과�규제에�따라�시행

되지�않도록�여러�위원회를�설립했다.� 이것은�건물�지속가능�위원회가�빌딩�법률과�새로운�기술을�

위한� 제품�기준을�발전시키는�것뿐만�아니라� 혁신� 검토� 위원회가� 여러� 에이전시를�하나로�만들어�

새로운�법률과�기술을�검토하게�하는�것�그리고� Interagency� Green� Team이�더�큰�이슈들을�발

언하게�하는�것을�포함한다.�시는�계속�이러한�독립체들이�모여�검토하고�새로운�기술사용을�촉진

시킬�것이다.� �

이니셔티브� 4.�친환경�건축을�위한�에너지�법률과�권고�이행의�개선

에너지�효율을�증대하기�위한�규정을�통해�시는�커다란�발걸음을�내딛었다.�건축가와�기술자들은�

이제�현재�에너지�법률의�요구조건을�어떻게�충족할�것인지에�대한�에너지�분석과�그림을�제출하

여�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시는� 건설� 중인� 건축물에� 대해� 점진적인�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2017년까지� 90%의� 에너지� 규정� 협력� 달성을� 겨냥하기� 위해� 혹독한� 법률� 시행을� 실시하고� 건축

가�및�디자이너들에게�에너지�법률�교육을�할�것이다.

도시� 전반적인�영향을�평가하고�공공에�더�좋은�정보를�전달하기�위해서�시는� "Green� Building�

Report� Card"를� 발전시키며� 온라인� 트래킹� 툴을� 통해� 어느� 빌딩이� 더� 친환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원한� 지붕을� 설치,� 보일러를� 더� 깨끗한� 연료로�

바꾸기와�같은�행동을�취하는�것이�드러날�것이다.

이니셔티브� 5.�작은�건물의�에너지�효율�개선

GGBP는� 50,000�평방피트�이상의�빌딩의�에너지�효율성을�위해�시작되었다.�이는�대략적으로�도시

24)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 Conditioning Engineer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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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고층빌딩의�반을�구성한다.�이산화탄소를�줄이는�시의�목표를�위해서�시는�다른�절반의�재고의�

효율성도�시작하여야�한다.�이것은�100만�가정�이상�그리고�중소�사이즈의�빌딩들을�포함한다.

다른�몇몇�도시와�주들은�빌딩이�잠재적�구매자에게�팔리는�순간�정보를�제공함으로서�에너지�효

율성을�증가�시키는� 정책을�이행하였다.� 텍사스의�오스틴은�작은�거주� 자산에� 대한� 에너지�검사

를�요구하고,�캘리포니아는�모든�상업적�자산에�대해�벤치마킹을�요구한다,�메릴랜드의�몽고메리�

카운티는� 거주� 목적의� 에너지� 사용과� 비용� 공개를� 명령한다.� 이러한� 요구들은� 미래의� 빌딩� 주인

들이� 그들이� 고려하는� 자산의� 에너지� 효율에� 대해� 알게� 하며� 동시에� 자금� 조달과� 다른� 발전을�

계획할�때�잠재적인�에너지�업그레이드를�위한�정보를�얻을�수�있다.�시는�작은�빌딩들의�에너지�

효율�증대를�위한�전략�발전을�위해�시�의회와�다른�이해관계자와�일할�것이다.�

빌딩주인이�바뀔� 때� 에너지� 효율을�촉진시키기� 위해서� 시는� 에너지� 효율에�관련한� 여러� 공공� 교

육� 캠페인� 시리즈를�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뉴욕커들에게�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에� 대

해�교육하는�NYC� Green� House� program�과�GreeNYC�캠페인에�지렛대�효과를�줄�것이다.�시

는�또한�5개의�주�내에서�주거지끼리의�에너지�효율성�경합을�열�것이다.

   
이니셔티브� 6.�오래된�건물의�에너지�효율�개선

건축적으로나�역사적으로나�상당수의�빌딩들은�뉴욕시의�정체성을�보존하기�위해�중요하다.�스타

일,� 디자인,�건물의�외관은�보호할�가치가�있다.�이런�시각적인�특징을�건드리지�않고�비효율적인�

에너지�시스템을�현대화함으로서�이익을�얻을�수�있을�것이다.� � �

국가적인� model� energy� codes는� 국가적,� 주(state)의� 상징물이� 현재� 기준에� 충족시키는� 것을�

면제한다.� 그러나�이� 면제의�의도는�시가�불필요한�전기,� 빈약한�외피�그리고�난방과�냉각시설의�

낭비를�굳이�보존해야한다는�것은�아니다.�

많은�경우에�역사적인�건물의�본래의�상태는�에너지�

사용� 시스템이� 현대화되어서도� 계속� 보존될� 수� 있

다.� 시는� 역사적� 건축물� 보존� 그룹들과� 함께� 일하

며� 에너지� 규정들이� 보존에� 필요한� 요구사항과� 조

화를�이루도록�할�것이다.�시는�또한�역사적인�건물

을�위한�에너지�효율�전략에�대한�안내서를�만들기�

위해�파트너를�형성�할�것이다,� 이것은�그런�빌딩들

을� 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개량을� 하는데� 도움

이�될�것이다.
<그림 5-5>�미래의 빛의 분배를 측정하는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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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셔티브� 7.�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자금�지원�및�정보�제공

에너지�효율성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빌딩� 주인들은�투자를� 받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한

다.� 역사적으로,� 은행들은�마지못해�에너지�효율�프로젝트를�위해�돈을�빌려주었다.� 왜냐하면�대

출은�상대적으로�작았고�운영하기가�어려웠기�때문이다.

이러한�어려움을�이겨내기�위해�우리는�비영리단체�New�York�City�Energy�Efficiency�Corporation�

(NYCEEC)를�만들었다.� 연방의�격려�자금�그리고�상업적으로�빌려주는�산업과�자선�사업�자료와�

파트너로� 구성되어� 있다.� NYCEEC는� 에너지� 효율을� 위한�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이가� 덜� 위험

을�부담하고�그리고�자산�소유자들이�더�쉽게�투자할�수�있게�만들�것이다.

뉴욕� 주와� 연방� 정부는�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을� 최근� 몇� 년간� 대략적으로� 여섯� 배

나�증가�시켰다.�그러나�프로그램들은�각기�다른�에이전시들과�공공시설들로�인해�운영되고�있고�

규칙들은� 혼란스럽다.� 결과적으로� 재원에� 대해� 겹치는� 부분이� 생기거나� 심각한� 공백을� 남겨두기

도�한다.

NYCEEC를�통해�시는�에너지�효율�재원과�세금�인센티브�정보를�포괄적으로�제공하는�최신�정보�

센터를�만들�것이다.�주의�효율�개선�프로그램이�시의�이산화탄소�감소�기획을�더�투명하고�명백

하게�만들고�뉴욕시에�공평하게�할당되는�것을�확실히�하기� 위해� State� PSC,� NYSERDA�그리고�

시의�공공시설과�함께�일�할�것이다.

이니셔티브� 8.�에너지�효율�개선을�위한� 21세기�노동인력�창출

에너지�효율을�혁신적으로�개선하기�위해�빌딩�산업에�대한�전발적인�지식,�스킬,�현장을�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건축가와� 기술자들은� 에너지� 법

률에�대해�꼭�이해해야한다.�빌딩�매니저들과�건

물� 관리자들은� 벤치마킹� 하는� 법과� 그들의� 빌딩

을�더�효율적으로�운영하는�법을�배워야한다.�기

술자들은� 발전에� 필요한� 센서와� 그것의� 조정에�

대해�올바르게�설치하는�법을�알아야한다.

2010년� 시는� 녹색연합체(Amalgamated� Green)

를� 시작하였다.� 이� 그룹은� 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기술을�발전시키거나�확인하는데�중점을�맞춘�

대학,�연합,�전문적인�협회를�포함한다.�지속가능

한�정책을�수행하기�위해�기술을�가지고�일하는

<그림 5-6>� 교육받은 빌딩 운영자가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에서 배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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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 대한� 요구가� 진화함에� 따라� 시는� 자격� 있는� 인력과� 일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이�

그룹과�일할�것이다.�공공�및�민간�파트너들과�일하기�위해�Green� Light� New� York를�시작하는�

것을�도울�것이다.�이는�디자이너를�위한�에너지�교육�센터로�조명�트레이닝�그리고�다른�부동산�

전문가들에�초점을�두고�있다.

전기기술자들이�발전된�에너지�시스템을�설치하는�것이�필요하기�때문에�시는�전기�기술자들을�위

한�교육�커리큘럼과�자격증�시험에�에너지�법률을�통합시킬�것이다.

에너지�효율�전문직에�대한�국가적인�기준�미달은�효율�개선을�방해하고�있다.�시는�국가�공인�기

준을�발전시키기�위해�U.� S.�Department� of�Energy�와�National� Renewable�Energy� Laboratory

와�함께�일하고�있다.�국가�기준이�제대로�자리�잡는다면�시는�바로�적용�시킬�것이다.

건설자들이�그들의�기술을�향상시키기는�것을�촉진하기�위해�시는� 전기기술자,� 배관공�그리고�전

반적인� 계약자들이� 친환경적인�환경에서�기술과�지식을�펼칠�수� 있는� 지속�가능한� 계약�지시�프

로그램을�발전시키고�그리고�이행할�것이다.� �

 
이니셔티브�9.�뉴욕시를�에너지�효율�향상과�새로운�에너지�전략의�지식�센

터로�만들기

우리�뉴욕시를�에너지�효율에�관한�국가적인�지적�센터로�만들기�위해서는�에너지�엔지니어링�프

로그램,� 빌딩� 내� 에너지� 사용에� 관한� 통합된� 데이터베이스,�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노출�

등이�필요하다.� � �

뉴욕시는�에너지�효율에�관한�많은�숙련된�인력을�보유하고�있지만�에너지�효율�엔지니어링에�관

한�주요�학위�프로그램이�없다.�시는�대학과�함께�빌딩�과학과�에너지�효율�엔지니어링�프로그램

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다음� 세대의� 빌딩� 에너지� 전문가를� 훈련시킬�

것이며�시의�빌딩�부문에�영향을�미치는�심각한�에너지�이슈를�파악하고�설명하는�리서치�프로그

램을�개최하게�될�것이다.

데이터의�부족으로�시의�빌딩�부문이�어떻게�에너지를�사용하는지�파악하기�어렵고�여러�효율�재

고�전략들이�방해받아�왔다.� 이런�상황은�이제�변할�것이다.�민간�부분�벤치마킹,�감독�보고,� 시

립빌딩으로의� 업그레이드,� NYCEEC에� 의해� 지원되는� 에너지� 프로젝트�그리고� 시장의� 이산화탄소�

챌린지와�같은�시의�모든�에너지�효율을�위한�노력들은�시에게�튼튼한�데이터를�제공�할�것이다.�

시는� 다양한� 기관과�파트너를�맺어� 표준화된� 에너지� 데이터베이스를�발전시키고� 이� 정보가�부동

산,�기술,�회계�그리고�사업�단체들이�사용가능하게�할�것이다.

마지막으로�민간�부문에서�시는�새롭고�훌륭한�실천을�일궈야�한다.�타임스퀘어의�첫�번째�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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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빌딩부터� 배터리� 파크� 시티의�

첫� 그린� 고층� 주거� 빌딩에� 이르기

까지� 뉴욕시는� 오랫동안� 친환경적�

디자인의� 국가적� 리더였다.�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것을� 프로젝

트로� 만들기� 위한� 법인의� 형성� 간

에� 좀� 더� 빠른� 주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더� 넓고� 빠른� 적용을� 촉진

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에� 관한�

친밀도를� 높여야� 한다.� 시는� 시의�

문화� 기관과도� 파트너를� 맺어� 대

중과� 의사결정자들이� 동등하게� 새

로운� 전략을� 보고� 경험� 할� 수� 있

도록�할�것이다. <그림 5-7>�시 소유 빌딩들의 개선을 통한 연간 비용 절감 추정액

이니셔티브�10.�시정부의�빌딩과�빌딩�운영에�에너지�고효율�리더십을�제공

뉴욕� 시는� 계속� 혁신적인� 기술의� 방향을� 정하고� 2017년� 까지� 시립�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FY�

2006� 수준의� 30%� 밑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계획을� 앞장서서� 실행하는� 역할을� 할� 것이

다.(30x17�계획)�시는�리더로서�지속적으로�산업�능력을�발전시키고�실행해나갈�것이다.

뉴욕시정부는�에너지를�다양하게�사용한다.� 14개의�폐수처리�시설,�수많은�차량들,�수천�개의�가로

등,�그리고�4,000개의�빌딩을�포함한다.�시의� 30x17�프로그램이�이�모든�에너지�사용에�적용된다.

2007년부터�매년�에너지�예산의� 10%�가량이�에너지�효율�개선에�투자되었다.� 이�같은� 7억�달러�

정도의� 금액이�학교의�에너지�효율� 향상�작업에� 투자하기�위해�지원된다.� 시의� 노력을� 좀� 더�말

해�보자면,� 시는�에너지효율성능계약을�포함한�다양한�조달�메커니즘을�추구한다.� 30x17�프로그

램의� 일부로서�뉴욕� 자연사박물관은�포괄적인� 에너지� 감독을�받았고� 여러� 에너지� 절약� 업그레이

드를�받았다.�조명�장비들은�전반적으로�개조�되었고,�다른�에너지�관리�측정과�함께�몇�백�개의�

공간점유감지센서들이�설치되었다.�전시관은�연� 356,400달러의�시설비를�절약했다.�그리고�온실가

스�배출을�1,431톤�정도�절감했다.

빌딩들의� 운영과� 유지를� 발전시키면서� 작동� 및� 유지보수(O&M:� operation� and� maintenance)

에� 드는� 에너지� 소비를� 줄일� 것이다.� 도시� 빌딩들에� 대한� 파일럿� 프로젝트는� 비용이� 들지� 않는�

변화가�가능함을�보여줬다.�예를�들어�불을�끄고�자동온도�조절기를�제대로�세팅하는�것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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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7%의�에너지�소비를�줄인다는�것을�밝혀냈다.� O&M�계획을�실행하면서�시는�저렴한�운영

비용을�통해�예산을�절감할�수�있다는�것을�획득했다.

뉴욕시�소속�기관들은�최근�에너지�효율에�우선순위를�주는�것에�대해�적은�인센티브를�주고�있

다.� 왜냐하면�에너지�비용은�중앙에서�내주기�때문이다.� 시는� 기관들이�에너지�시스템�운영� 현실

과�보존을�우선시�하게하는�인센티브를�만들어�낼�것이다.

인테리어�리노베이션을�통해�도시�시설이�더�효율적이게�된다면�재정을�절약할�수�있다.� 시는�도

시� 시설의� 친환경� 혁신을� 위한� 기준� 안내서를� 만들� 것이다.� 시� 의회와� 함께� 일� 하면서� 위원회를�

만들어�새로운�기술�혜택에�접근할�수�있도록�하고�그�기술들을�도시�빌딩에�시범해�볼�것이다.

시는� 민간� 부문을� 도와� 효율성을� 위한� 이런� 기회를�만들어� 나갈� 것이다.� 임대사업에서� 집주인들

은�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장기간의�자산� 발전에�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임차인들이� 에너지�

비용을� 내기� 때문이다.� 이� 두� 그룹이� 에너지� 효율로부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시는� 임차� 용어의�

자발적� 모델(voluntary� model� lease� language)을� 발전시키기� 위해� 부동산�산업과� 협력해왔다.�

시는�이�용어를�시가�임차인인�부문에�대한�새로운�임대에�적용시켜�민간�부분과�함께�이�용어를�

표준으로�만들�것이다.�

오늘날�산업계의�리더들은�한발�앞서�나아간다,�제로�에너지(net-zero)�혹은�패시브�하우스로�잘�

알려진� 기술을� 사용하여� 적은� 에너지나� 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빌딩을� 만들고� 있

다.� 또한� 딥� 레트로핏(deep� energy� retrofit)을� 통해� 빌딩의� 에너지� 소비를� 급격하게�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 제로� 학교나� 패시브하우스� 빌딩,� 딥� 레트로핏�등� 중에� 하나

라도�추진하게�된다면�시는�앞으로도�빌딩�효율�개선�현장의�선두에�설�것이다.�

 
이니셔티브� 11.�새로운�분야로�시장의�이산화탄소�챌린지�확장

대학이나�병원과�같은�기관들은�에너지�소비를�금방이라고�줄일�준비가�되어있다.�이들은�장기적

인�관점으로�자신들의�자산을�몇�십년간�소유하고�운영한다.� 2007년�블룸버그�시장은� 10년�안에�

온실가스� 30%를� 줄이는� 도시의� 목표에� 맞춰� 도시의� 제일� 큰� 대학과� 병원들의� 이산화탄소� 배출

을�줄이는�챌린지�프로그램을�세웠다.

29개의� 기관들이� 시장의� 챌린지� 프로그램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만들었고�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또한� 정보공유를� 위해� 규칙적으로� 만난다.� 기관들의� 참여는�

도시의�가장�큰�에너지�사용자들을�다수�포함하고�있다.� 그리고�전체적으로� 75개�이상의�캠퍼스

와�부동산의�면적의�약� 8천만�평방피트에�달할�것으로�보인다.

프로그램�삼년� 반� 만에� 많은� 기관들이� 30%� 절감을� 위한� 10년의� 타임라인에�잘� 맞춰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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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대학들과�병원들은�벌써�챌린지�프로그램의�기준을�초과하여�더�높은�목표를�위해�의욕적으

로�일한다.�시는�지속적으로�대학과�병원의�도전을�지원할�것이다.�그리고� "연장�목표"를�위해�다

음�10년을�위한�새로운�이산화탄소�감소�목표를�세울�것이다.

대학과�병원에�이루어진�시들의�성공을�쌓아가며�시는�챌린지�프로그램을�적어도�두�가지�새로운�

부분으로� 확장할� 것이다.� 주택협동조합과� 콘도,� 거대한� 상업� 임차인들,� 호텔,� 종교� 기관들� 등은�

다�좋은�후보들이다.� 그들은�상당한�부동산을�소유하고�있고� 그� 소유권�구조는� 에너지� 효율� 중

심의�운영과�협력해�일�할�것이다.

<그림 5-8>�뉴욕 대학교 에너지 감소 <그림 5-9>�뉴욕 대학교의 에너지 감소 전력의 중요 요인

주택협동조합� 부분은,� 뉴욕시� 주거� 단위의� 10분의� 1을� 포함하며� 부동산의� 3억� 5천만� 평방피트�

이상�그리고�매년�온실가스�배출� 170만�평방피트�톤의�책임이�있다.�만약�도시의�협동조합� 40%

가� 챌린지� 프로그램의� 목표를� 2021년까지� 달성한다면� 206,000톤의�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된다.�

이것은� 35,000명의�뉴욕�시민들이�탄소�중립이�되는�것과�동일한�효과이다.

3. 깨끗하고�안정적이며�저렴한�에너지�제공

뉴욕시는�시의�에너지�공급�포트폴리오를�더�깨끗하고�믿을만하고�값싸게�만들기�위해�일하고�있

다.�이미�국가�평균보다�깨끗한�전력�공급을�시행하고�있는�점은�다행인�점이다.�시�전력의�대부

분의�동력시설은�가스-연료이다.�그리고�시의�주된�에너지원은� 1차적으로�이산화탄소�배출이�없는�

원자력이나�수력발전이다.� 그러나�도시�내�발전�자원의�많은�부분이�오래되고�비효율적이며�혼잡

한�전력망을�갖추고�있어�더�크고�깨끗한�전력을�반입�할�수�있는�시의�능력이�제한된다.�그리고�

뉴욕시는�전국에서�가장�비싼�도매�전력�가격을�가지�곳�중�한�곳이다.



                                                                 ｜NEW YORK, AMERICA 103

복잡한�문제는� Lower� Hudson� Valley�안에�있는�인디안�포인트�핵발전�시설의�잠재적인�폐쇄이

다.�실행�가능하고�상대적으로�깨끗한�전력에�대한�옵션�없이�인디안�포인트를�폐쇄하는�건�전력�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가격을� 상승시키고,� 지역의� 공기� 질을� 악화시키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30%�줄이는�시의�목표를�얻는데�굉장히�어렵게�한다.�이러한�이유들로�시는�인디언�포인

트의�안전한�운행을�지지�할�것이다.25)

뉴요커들이� 미래에� 깨끗하고� 신뢰성�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접근� 가능하게� 하려면� 시는�

전력�공급의�포트폴리오에�다양성을�주어야�하며� 현존하는�세대가�도시를� 더�효율적으로�만들어

야한다.�신뢰할�수�있는�전기와�가스�네트워크,�동력�자산을�현대화하는데�있어서의�인센티브,�열

병합� 발전소와� 재생가능� 에너지� 중점의� 투자� 그리고� 도시� 밖에서� 깨끗한� 자원을� 활용하는� 장기

적인�변화에�대한�옵션을�더�많이�필요로�할�것이다.�곧�실행되는�뉴욕시의�최첨단�가스�화력�발

전에�대한�개발은�민간�발전�사업자들이�공기의�질을�높이고�시스템�신뢰도를�높이기�위한�프로

젝트를�만드는데�있어서�흥미를�느낄�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시는�시설과�규제자�그리고�민간�

부분과�이러한�투자를�더�촉진시키기�위해�일할�것이다,

이니셔티브�12.�비용이�많이�들고�에너지�비효율적인�도시�발전소의�교체와�

개선

도시�안에�전력�발전소를�건설하기에�알맞은�구역이�상대적으로�적다.�따라서�기존에�존재하는�발

전소를�재가동하는�것이�전력�공급의�유지�가능성을�높이는�바람직한�방법�중�최고이다.�재가동을�

한다는�것은�오래된�발전�부품들을�보다�더�깨끗하게�연료를�태우고,�용량과�효율성을�늘리고�운

영의�유연성을�향상시킬�수�있는�새�부품으로�가는�것이다.�잘�개조된�것들은�훨씬�더�적은�오염

물질을�내뿜고� 더� 적은� 연료를�사용하고�냉각수�사용을�눈에� 띄게�줄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더�

깨끗한� 공기와� 물� 그리고� 더� 낮은� 에너지� 비용이� 주어진다.� 재가동은� 시의� 에너지� 공급� 중� 제일�

첫�번째�정책�선택이다.�이런�방법은�현재�산업계에서도�실행할�만한�이익을�만들어�내고�있다.

오래되고�더러운�전력�발전소를�버리는�것은�뉴욕시민들의�건강과�재정�형편에�비추어�보았을�때�간

단하게�말해�비용이�너무�많이�든다.�불행히도,�에너지�마켓�규칙�몇�가지는�잠재적�발전�사업자들

이�시장에�새로운�전력�발전�자원을�가지고�오는�것을�방해한다.�이러한�이유로�시는�섬세한�재가동

과� 새로운� 발전� 프로젝트를� 권장하는� 에너지� 마켓� 디자인을� 지원한다.� 시는� New� York�

Independent� System� Operator(NYISO)과�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FERC)이�

지방납세자들의�흥미를�가장�잘�충족하는�에너지�그리고�용량�마켓�규칙을�적용하게�할�것이다.�또

25)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폐쇄 여론이 높아지긴 했지만, 상기된 이유로 인해 인디언포인트 발전소에 대한 재연장 허
가 문제는 계속해서 대립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2014년 말 기준). 인디안 포인트의 전력은 2,000 메가와트 규모로, 
뉴욕시와 웨스트 체스터 카운티의 수요의 1/4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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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너지�인프라�개발업자가�그들의�투자에�대해�공정한�이익을�돌려받을�수�있도록�할�것이다.

이니셔티브� 13.�청정�분산형�발전의�개발을�격려

Clean� distributed� generation(clean� DG)는� 중앙� 시설보다� 더� 높은� 효율성과� 환경부담이� 적은�

자신만의� 동력을�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면,� 열병합� 발전� 시스템은� 전력� 생산� 중에�

열을� 획득하고�그것을�난방과�냉방에� 재사용함으로서�높은� 효율성을�가질� 수� 있다.� 따라서� 온실

가스�배출을�줄일�수�있다.� clean� DG�시스템은�또한� �낮은�피크대의�전력�수요를�도와주고�전력

망을�보다�신뢰할�수�있게�만든다.�시는� 800MW의�전력을�clean�DG�발전으로�구현해낼�것이다.

뉴욕�시는�시�소유�사이트�에서� clean� DG를�발전시킬�충분한�기회가�있다.� clean� DG가� 30x17�

목표를� 위해� 필요한� 10%�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시는�

15MW이상�용량의�열병합�발전소를�Rikers� Island와� �퀸즈의�대학의�새로운�경찰�아카데미에�만

들고�있다.� Lower� Manhattan� 정부�복합�건물에�위치한� North� River� Wastewater� Treatment�

시설의� 열병합� 발전을� 시험하고� 있다.� 또한� 민간부분과의� 파트너를� 통한� 다른� 부지들도� 이렇게�

활용할�여러�계획을�갖고�있다.�또한�시청의�리노베이션�부분으로� clean� DG의�실현�가능성을�파

헤쳐�볼�것이다.�

많은�민간�빌딩�부지가�열병합발전소를�위해서�이상적이다.�그러나�민간�개발업자들이�간혹�프로

젝트의� 성과를� 보기엔� 높은� 장애물들을� 마주하기도� 한다.� 뉴욕� 시는� 상호� 접속� 과정과� 승인의�

간소화를� 위해서� 공익사업들� 그리고� 프로젝트� 개발업자들과� 협력� 할� 것이다.� 시는� 또한� 전기와�

가스� 분배� 계획� 합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익사업을� 권장할�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거주지역의�

clean� DG�부지가�적절한�가스�공급과�수요�감소를�제공할�수�있게�하고�예비�전력에�도움이�되

도록� 도와�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지속적으로� 비용-효과적인� 지방납세자-자금� 인센티브를�

촉진시키기�위하여� clean� DG의�성장을�지지�할�것이다.

이니셔티브� 14.�뉴욕시의�재생에너지�시장의�육성

전국적으로�재생가능에너지의�용량은� 53,000MW�이상으로�지난� 4년간의� 2배를�뛰어� 넘는다,� 뉴욕

시는�밀집된�환경으로�인해�커다란�용량의�재생�가능�에너지�프로젝트를�발전시키기에�적합하지�않

다.�그러나�뉴욕�시는�민간�투자와�재생가능에너지를�시의�에너지�공급�mix에�통합시킬�몇몇의�주

요�기회를�가지고�있다.�

최근� GreeNYC의�연구에�의하면�뉴욕�시민들의� 60%� 이상이�프리미엄가로�재생가능�에너지를�구매

할�의향이�있다고�한다.� 시는�소비자�구매력을�이끌어�지역�재생가능�에너지�자원들을�발전시킬�수�

있는�가능성을�탐험할�것이다.�시는�또한�재생가능에너지에�관한�옵션에�대한�소비자의�의식을�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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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에너지�서비스�회사와�일하여�소비자의�구매로�인한�온실가스�감소에�대해�설명할�것이다.

Ÿ 태양

태양광발전(PV)은�도시�환경에서�이상적이다�왜냐하면�최종소비자�근처에�위치�할�수�있으며,�송

전망�업그레이드를�위한�필요를�절감할�수�있다.�작년�한�해�동안�뉴욕시에�설치된�태양광�용량

은� 3MV에서� 6MV로� 2배�늘어났다.�태양광�자산의�세금�감면과�늘어난� "net� metering"� 규칙26)

은�태양광� pv� 프로젝트의�생산�경제성을�향상�시켰다.� 낮은�설치비용,�향상된�기술�그리고�능률

적인�승인�절차�또한�성장을�이끌었다.

시는�다음� 4년�간�더�많은�성장을�기대하고�있다.�왜냐하면�주와�지역�인센티브�프로그램�때문이

다.� Public� Service� Commission(PSC)� 은� 새로운� 뉴욕시� 지역의� 거대한� 스케일의� 재생� 가능한� �

1억� 2천� 5백만�달러�에너지�프로젝트�프로그램을�위해� 2015년까지� 5년�동안� Cn� Edison(전기회

사)의� 서비스�영역을� solar� PV로� 60MWs� 이상�늘리고자�한다.� 지속적인� 성장을�기대하며�이�프

로그램이�앞으로�비용-효과적인지�평가할�것이다.

� � �

이� 성장을� 지지하기� 위해� 시는� 뉴욕시민들이� 자신들의� 지붕을� 통해� 태양광� 동력을� 발전시킬� � 수�

있는� 가능성을� 결정할� 온라인� 태양광� 지도를� 만들� 것이다.� 시는� Con� Edison,�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그리고�민간�부분과�함께�도시�전반적으로� 100개�이상의� solar�

PV�설치되어�연결되어있는�성과�모니터링�시스템을�만들�것이다.�이�시스템은�태양광�자원의�분배

가�전력망과�어떻게�상호작용�하는지�확인하고�초과�수요�감소를�도와�줄�수�있을�것이다.

태양광�프로젝트는�현재� 복잡한�승인과� 여러� 주체들이� 얽혀있는�것이�문제다.� 이� 과정을�간소화

하기�위해서는�뉴욕시는�Con� Edison,� NYSERDA�그리고�다른�단체들과�함께�허가�어플리케이션

과�트래킹을� 위한� 중앙집권화된� 웹사이트�개발을� 시험할� 것이다.� 시는� 또한� 도시� 규정을� 검토해�

필요한�안전�기준을�유지하면서�태양광�투자를�위한�장애물을�없애는�규제개혁을�하고�있다.

뉴욕시는�또한�태양광�발전을�촉진시킬�수�있는�스스로의�자산을�이용할�것이다.�시는�현재� 15개

의�태양광전지와�태양열�프로젝트를�구상�중에�있다.�작은�크기의� solar� PV�그리고�태양열�프로

젝트를� 시� 기반� 부지에�만들� 것이다.� 그리고� 제� 3의� 단체에� 설치를� 제안하고� 2011년에� 3MW의�

규모의�소유를�양도�할�것이다.

뉴욕시는� 폐쇄한� 시의� 매립지에� 대규모(utility-scale)� 공공� 시설� 태양광� 프로젝트를� 포함한� 더�

큰�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 발전을� 위해� 공공-민간� 파트너쉽을� 연구할� 것이다.� 시� 매립지는�

아주� 작은� 가능한�땅에서� 50MW의� 태양� 동력� 이상을�수용할�수� 있다.� 이� 프로젝트들은�조심스

26) 순소비 전력(계)량: 개인주택, 상용건물 옥상 및 정부소유 건물 등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되는 잉여전
력이 넷미터링을 통해 전력망에 공급되는 것을 감안한 새로운 전기료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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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게�서식지�복원을�보완하며�레크레이션(recreational)�활용을�위한�장기적인관점의�계획을�발전

시킬�수�있다.�이�부지들에�태양�동력을�설치하는�것은�여름�피크�수요�기간의�도시의�가장�오염

된�발전소를�줄이는�것으로�지역의�공기�질을�상당하게�향상시킬�것이다.

Ÿ 바람

뉴욕�주는�이미� 1,300MW의�풍력발전이�설치되어�있을�정도로�동북부에서�풍력발전에�가장�좋은�

위치에�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풍력� 프로젝트는� 뉴욕시로부터� 멀리� 설계되었다.� 그래서� 시는� 이�

자원을�이산화탄소�없는�전력으로�사용�할�수�없다.� 도시의�자산을�사용하고�창의적으로�생각하

여�시는�뉴욕�시에�좀�더�가까운�크고�작은�풍력�프로젝트를�만들�수�있는�기회를�얻었다.�

시는�시�보유�부지의�작은�풍력�프로젝트�발전을�찾고�있다.�이�프로젝트들은�기술적으로�실현�가

능해야하고,�비용-효율적이며�다수의�센터�근처에�위치하고�있어야한다.�그리고�지역�공동체의�필요

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한다.� 예를� 들어,� Staten� Island에� 있는� Oakwood� Beach� Wastewater�

Treatment� Plant는� 풍력� 터빈에� 있어서� 이상적인�장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시는� 부지에� 1.5MV�

정도�제공이�실현�가능한�프로젝트를�연구�하고�있다.� Staten� Island의� Fresh� Kills� Landfill�또한�

민간�발전�사업자들이�풍력�터빈의�실현�가능성을�두고�연구하고�있다.

해안에서� 벗어난� 풍력� 프로젝트는� 도시로� 직접� 연결될� 재활용� 가능한� 에너지의� 대규모� 시설

(utility-scale)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 유럽� 국가들은� 해안에서� 벗어난� 풍력을� 가지고� 거의�

3,000MW를�만들었고�미�에너지부는�중부�아틀란틱�지역이�커다란�가능성을�가지고�있다고�판단

하였다.�그러나�아직�미국에서�해안가에서�벗어난�풍력�발전이�성공적으로�끝난�적이�없다.�

뉴욕시는� Con� Edison,� the� Long� Island� Power� Authority(LIPA),� 그리고� New� York� Power�

Authority(NYPA)� 과� 함께� 해안에서� 떨어진� 풍력� 발전� 협력의� 적극적인� 그룹이다.� 이� 협력관계는�

Queens의� Rockaways� 해안에서� 10마일� 떨어진� 곳에서� 몇� 백만� 메가와트의�풍력� 동력을� 찾는다.�

민간�개발업자들은�풍력�발전소�배치와�상호�연결�옵션을�위해�아틀란틱�해안에서�벗어난�추가적인�

지역을� 알아보고� 있다.� 시는� 주와� 연방� 규제자들과� 함께� 뉴욕시에� 이득이� 되는,� 해안에서� 벗어난�

공공�그리고�민간�풍력�프로젝트에�대한�비용-효과적인�제안을�지원해�주기�위해�노력할�것이다.

Ÿ 수력발전

뉴욕시� 북부의� 분기점과� 남부의� 수력� 분배� 시스템은� 깨끗한� 수력발전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현재� 도시의� 북부� 상수도� 저수지에� 5개의� 수력발전�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추가적으로�그�지역에� 15MV를�제공할�수�있는�네�개의�발전�시설에�대하여�경제적,� 환경적으로�

실현가능한지에�대해�연구했다.�에너지�개발업자들과�함께�일하며�발전�용량이�상업적�이윤에�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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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지,�공공의�이익이�실현될�수�있는지�그리고�환경적으로�괜찮은�추세로�프로젝트를�발전시킬�

수�있는지에�대해�연구를�진전�시킬�것이다.

뉴욕시는�또한�물�공급과�폐수�처리�시스템을�통해�빠져나가는�많은�양의�물로부터�어떻게�에너

지를� 발전시킬� 것인지� 조사�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지열"을� 활용하는� 전망을� 평가� 할� 것이다.�

예를�들어,�하수�시스템과�지하수를�통해�근처�빌딩의�냉난방용량을�제공하는�것이�있다.

Ÿ 바이오�가스

대략�시정부의�7%�온실가스�배출은�폐수�관련�시설에서�배출된�메탄으로부터�나온다.�만약�이것을�

포획한다면�이�가스는�천연가스�분배�시스템에�주입되거나�건설적으로�시의�빌딩에�건물�내�동력이

나� 난방� 발전의� 연료로� 재사용될� 것이다.� 시는� 혁신적인� 열병합� 발전� 그리고� waste-gas-to-grid�

프로젝트를�Newtown�Creek�그리고�Wards� Island�Wastewater� Treatment� Plants에서�실행하고�

있다.�이�프로젝트들은�온실가스�배출을�직접적인�비용을�최소화하며�도시에서�다른�도시�거주지에�

적용할� 수� 있는� 재무� 모델을� 설립할� 수� 있다.� 2017년까지� 시는� 하수시설� 시스템으로부터� 생산된�

혐기성소화�가스를�60%까지�재사용할�수�있다.�

<그림 5-10>�매립지에 지어진 Pennsauken,�N.J.�에너지 파크 <그림 5-11>�덴마크의 Nysted�해안에서 벗어난 풍력

4. 송·배전�시스템의�현대화

뉴욕시의�에너지�인프라는�복잡하고�서로�영향을�미치는�전력�시설의�네트워크�그리고�전기,�증기�

그리고�가스�수송�그리고�배전(distribution)� 시스템으로�구성되어있다.�많은�인프라가�시의�목표

를�위해�그리고�뉴욕시의�국제적�재정과�상업적�허브�유지를�위해�현대화를�필요로�하고�있다.�

빌딩주인의�투자,�공공시설의�진보된�배분,�에너지�운영�시스템은�수요�절감�가능성을�높이며�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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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에너지� 자원들의�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다.� 도시� 밖에서부터� 연결되는� 시의� 천연가스�공급은�

새로운�전송�용량으로�재�강화되어야한다.� 그리고�배전� 시설�업그레이드는�점점�증가하는�수요를�

따라잡기�위해�도시�내에서�이루어져야�한다.�이는�도전과�기회로서�인디안�포인트�핵시설의�가능

한�폐쇄와�언젠가�더�깨끗하고�덜�비싼�전기를�공급해�줄�새로운�전송�라인의�발전을�포함한다.

이니셔티브�15.�오염이�심한�연료를�대체하기�위해�천연가스의�운송과�배분�

역량�강화�

뉴욕시는�추가적인�천연가스�공급�확대를�매우�필요로�하고�있다.�지난�몇�십년간의�인구�증가와�

경제발전에도�불구하고� 40년�이상�도시에�접근하는�새로운�주요�직접�전송�파이프라인은�없었다.�

추가적인�용량�확대가�없다면�공공시설은�소비자들의�깨끗한�DG와�더러운�난방�기름을�개조하는�

새로운�서비스의�수요를�따라�갈�수�없을�것이다.�또한�도시�내�동력�발전의� 90%는�가스발전이

기�때문에�공급이�제한된�상황은�앞으로�전기세를�올리게�될�것이다.�

공급� 제약을� 풀어주기� 위해� 뉴욕시는� 개발업자들이� 적절히-위치한� 천연� 가스� 전송� 파이프라인을�

가질�수�있는�허가와�승인을�가질�수�있도록�도와야한다.�제안된� Spectra� Energy�파이프라인은� �

뉴저지에� 있는� 200만� 가정과� � Bronx,� Manhattan,� Queens의� 부분까지� 포함한� 뉴욕� 대도시권�

지역에�공급할�수�있다.�비슷하게�제안된� Transco� Wiliiams�파이프라인은� Brooklyn�과� Queen

의�가스�공급을�재�강화시키는�중요한�역을�할�것이다.�시는�이�두�가지�프로젝트의�추진과�설치�

계획을�위해�파이프라인�개발업자들,� FERC�그리고�지역�이해관계자와�함께�일�할�것이다.

매우�오염이�심한�잔여�난방유�사용을�금지하는�도시�규제는�새로운�가스�서비스에�대한�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역사적으로�가스�가격이�기름의�가격보다�낮아지는�몇몇� 기간에,� 빌딩�주인들

은�발전을�통해�투자한�것을�돌려받는�동안�자신들의�난방�시스템을�업그레이드�할�수� 있는�특

별한�기회를�가질�수�있다.� 추가적으로�공기의�질을�엄청나게�높이면서�잔여�기름�사용자는�더러

운�난방유를�천연가스로�바꾸면서�연� 5억�이상의�달러를�저축할�수�있다.�

뉴욕시는� Con� Edison,� National� Grid,� 그리고� 천연가스� 분배� 시스템을� 빨리� 업그레이드하여� �

혜택�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 가장� 큰� 공기� 질� 이득을� 볼� 수� 있게� 하도록� 주요�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다.� 천연가스로� 바꿀� 준비가� 되어있는� 빌딩들을� 확인하고� 규모의� 경제로� 고객들이� 너� 낮은�

비용을�부담할�수�있게�시설을�개조�할�것이다.�앞으로�다년간의�인프라�구축�계획을�발전시키고�

주의�규제원들을�설득시켜�공공시설이�이를�실행하도록�강력하게�주장�할�것이다.

천연가스�개발에�대해�늘어나는�환경과�건강과�관련한�걱정도�무시�할�수�없다.�뉴욕시는�주�공

무원들과� 함께� 시의� 천연가스� 개발� 주변의� 하천유역을� 보호하기� 위해� 일� 할� 것이다.� 시는� 또한�

더�나은�규제와�국가적�안전기준을�높이기�위해�노력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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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셔티브� 16.�뉴욕시�전력�공급의�신뢰성�향상

뉴욕� 시민들은� 지난� 정전사태를� 기억한다.� 오늘날� 전력망은� 2006년� Queen� 정정사태이후� 강화된�

수요�절감�노력과�Con� Edison의�진보�덕분에�훨씬�신뢰할�수�있다.�그렇지만�시는�여전히�커다란�

신뢰에� 대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인디언� 포인트� 핵발전의� 잠재적� 폐쇄에� 달려있

다.�이것은�실행�가능한�대체�계획의�부재중에�주요�시스템�붕괴를�초래할�수�있다.� �

뉴욕� 시의� 전기�수입은�소형에다�전달�라인이�혼잡하여�제한�되어있다�그리고�도시�내�발전확대

를� 위한� 기회도� 제한� 되어있다.� 여름철� 피크� 수요� 기간에는� 공공시설의� 인프라에� 엄청난� 스트레

스를� 주고� 도시� 내� 가장� 오염된� 발전소들이� 가동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매해� 여름,� 시는� 주변

(neighborhood-level)�정전의�가능성과�늘어난�공기�오염을�받아들여야한다� � �

시는� 5개의�다른�주로�부터�추가적인�발전�자원을�반입할�수�있게�하여�시의�에너지�포트폴리오

를�다양하게�만드는�방법을�찾을�것이다.� 예를�들어�지역�전력�시스템으로�신뢰�향상과�자원�다

양성을� 높이기� 위해� Pennsylvania-New� Jersey-Maryland(PJM)� 과� 더� 많은� 상호� 연결을� 만들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장기저긴� 비용과� 이익을� 계속� 평가하며� 추가적으로�깨끗한� 전력을�

더�잘� 전송할�수� 있는�송전선�제안을�할� 것이다.� 그런�제안�중�하나는�아틀란틱�바람을�활용한

전력을�도시로� 직접�가져올�수� 있게� 연결할�수� 있다.� 또� 캐나다의�수력발전과�북부의�풍력�자원

을�반입할�수�있게�할�것이다.

신뢰를�확고하게�하는�것은�실

제적인� 전기� 자원의� 상호� 연결

을� 넘어선다.� 예를� 들어,� Con�

Edison은� 신뢰성을� 확실히� 하

기� 위해지난여름의� 가장� 더운�

나날들에�수요를�거의� 450MW

를�줄이는�것을�고객들을�통해�

달성� 하였다.� 응급� 분담� 양� 나

누기�프로그램은�지난�몇�십년간 <그림 5-12>�Con�Edison�직원들이 지역 가스 분배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존재�해왔지만�더�똑똑하고�반응성�있는�에너지�그리드에�의하여�에너지�소비를�줄이는�시장�기

반�매커니즘�모델로서�새로운�중요성을�보여�줄�것이다.

이니셔티브� 17.�보다�깨끗한�유틸리티�스마트�그리드�개발

1882년� 토머슨� 에디슨이� Pearl� Street� power� station을� Lower� Manhattan에� 열었을� 때� 그는�

현대적인� 전기� 송전망의� 기초를� 세웠다�그것은�당시에는�상대적으로� 중요하지�않았지만� 이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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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바꾼�혁신이었다.

현대의�유틸리티�산업은�더�똑똑하고�민감한�전기�시스템을�만들기�위해�열심히�노력�하고�있다.�

에너지� 사용자와� 쌍방향� 소통을� 강화시키면� 공공시설들이� 높은� 수요를� 줄이는� 동안� 소비자들이�

에너지를� 아끼면서� 돈을� 얻을�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향상된� 조정과� 진단은� 늘어나는� 전자기기

의�숫자를�포함하여�퍼져있는�있는�깨끗한�에너지�자원들의�통합을�촉진�시킬�것이다.�이러한�발

전이�이룩되기까지�시간이�걸리겠지만�이후�뉴욕시가�에너지를�사용하는�방식을�바꿀�것이다.�

뉴욕시는� 스마트� 그리드를� 위한� 전략들을� 추진하며� Energy� Enterprise� Metering� System�

(EEMS)을�빌딩에�수천�개를�배치하였다.�이�혁신적인�시스템은�실시간으로�건물�운영자에게�소비

량을� 전달할�수� 있게� 하며� 도시가� 피크� 작업량�운영을� 17MW에서� 50MW로� 증가� 시킬� 수� 있게�

관여한다.�또한�도시�자신을�이용해�지렛대�효과를�볼�수�있는�기회를�찾는다.�예를�들어�공공시

설을�보조�할�수�있는�전력과�가스�고객들을�위해�자동�미터�읽기�무선�커뮤니케이션�인프라�같

은�것이�있다.

뉴욕�시는� Brookly� Army� Terminal에서�정부�재원을�받는�스마트�그리드�시연�프로젝트를�이행

하기�위해�민간�부분과�학술�기관과도�파트너를�맺고�있다.�프로젝트는� 500kW� solar� PV� array�

와�건물�내�동력저장을�위한�배터리�시스템을�위한�빌딩�매니지먼트�시스템을�함께�묶을�것이다.�

이� 시스템들을�합치며� 빌딩이� 전체� 전기� 시장에서의� 에너지� 단축� 서비스를�통해� 이윤을�만들� 수�

있는� "virtual� generation"의�실현�가능성을�시연할�것이다.

Con� Edision은�스마트�그리드�시연과�탐사�프로젝트에�착수하기�위해�상당한�연방�재원을�받았

다.� Long� Island에서의� 시연� 프로젝트는� 주거� 및� 사업자� 고객들이� 가격� 신호에� 따라� 반응하고�

수요감소를� 촉진하는� 것을� 테스트� 해볼� 수� 있었다.� 시는� 지속적으로� Con� Edision의� 테스트를�

통해�얻은�것들을�자본화하고�비용-효과적인�기술을�확대�할�수�있도록�지원�할�것이다.

시는�또한�상업� 및�산업계�소비자들을�대상으로�한� 시장� 기반�프로그램을�통해�규제자들,� 공공시

설,�빌딩�주인�그리고�에너지�회사들의�보다�심도�있는�참여를�이끌어내고�이를�기반으로�피크수요

를�줄이기�위해�노력할�것이다.�신뢰를�높이기�위해�깨끗한�공기와�보다�저렴한�요금이�구현되어야�

하고.�비용이�많이�드는�시스템의�업그레이드�필요성을�절감하기�위한�보다�긴�시간이�필요하다.

5. 결론

뉴욕시는�에너지�수요를�줄이고�더욱�깨끗한�에너지를�얻고�보다�신뢰성�있고�적합한�에너지�공

급을�달성하며�동시에� 2030년까지�시가�배출하는�온실가스의� 30%를�줄이기�위한�야심찬�계획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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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세웠다.� 이러한�계획들을�달성하기�위해�포괄적인�정책을�수립하고�이행해�나가고�있다.� 그러

나�좋은�정책은�그�혼자만으로�성공을�보장하지�않는다.� 일관된�노력과�강력한�협력관계�그리고�

우리가�통제할�수�없는�일에�대한�적절한�행동들이�함께�해야�한다.�앞으로� 20년�동안� 800만�명

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극단적으로� 에너지�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노력과� 감시가� 필요하다.� 단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실하게�시행하고�뿌리내려야�한다.� 이를�통해�성과가�측정되고�상황�변화와�우리가�더욱�알게�

된�것을�기반으로�정책은�끊임없이�수정되어야한다.�

또한,� 시의� 에너지� 시스템이� 다양한� 기업� 및� 공공� 기관에� 의해� 소유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고,� �

다양한�주�및�연방�정부�기관에�의해�규제되고�있다.�따라서�부동산�소유자,�소비자,�규제�기관,�

금융�기관,�자금�당국,�그리고�다른�모든�주체들과�강력한�전략적�관계를�지속적으로�발전시켜야�

한다.�이들은�우리�공동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함께�움직인다.� �

인디안� 포인트� 핵발전� 시설의� 폐쇄와� 같이� 시가� 제어� 할� 수� 없는� 일은�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신뢰성과�경제성을�유지하는�것을�어렵게�만들�수�있다.�국가�탄소세�같은�다른�조치는�

에너지�수요를�줄이고�깨끗한�에너지�공급을�보다�쉽게�구현할�수�있게�있게�한다.� 이런�불확실

한�상황에서�시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필수적인�것은�명확한�목적,�지속적인�일정과�상황의�측

정,�계획에�대한�적응성이다.





SYDNEY, AUSTRALIA
시드니시�분산형�에너지�기본�계획

:�재생가능에너지� 2012-2030

www.cityofsydney.nsw.gov.au/__data/assets/pdf_file/0003/153282/Renewable-Energy-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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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시 요약 ●

o 비전�및�목표

Ÿ 2030년까지� 시드니시� 내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30%를� 재생가

능전기(renewable� electricity)로�제공

Ÿ 2030년까지�시드니시의� 3중�에너지�발전을�위해�사용되던�천연

가스를�재생가능가스로� 100%�대체�

Ÿ 재생가능전기·가스를� 통해� 시드니시의� 전력,� 난방� 및� 냉방수요�

100%�제공�

o 관련지표

Ÿ 1990년� 대비� 2015년에� 20%,� 2020년에는� 40%� 감축� 목표,�

2025년에는�60%�목표� �

o 주요�사업

Ÿ 건물의�지속�가능성�지수�개혁

Ÿ 도시의�개발�관리�계획에�저탄소�인프라�영역�반영

Ÿ 저탄소�영역�인정�제도�실시

Ÿ 재생가능에너지� 인센티브,� 재생가능전기� 및� 가스� 네트워크의�

연결�비용�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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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1.1 재생가능에너지�가능성

호주가�재생가능에너지�경제�및� 재생가능에너지의�주요�수출국이�되기�위해서는,� 현재의�좁은�시

야와� 사고방식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 호주는�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특

히� 태양광,� 풍력� 및� 해양과� 관련하여� 가능성이� 많다.� 고려사항으로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의� 간

헐성� 극복� 등이� 있다.� 기후변화� 및� 재생가능에너지� 목표� 및� 전달에� 있어� 유럽은� 호주보다� 앞서�

있으며,� 또한� 유럽� 재생가능에너지� 모델은� 에너지� 독립�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미국�및�아시아�국가들에게�있어�모범이�되고�있다.

1.2 재생가능전기

시드니시의�지방�정부�지역에서�사용되는�전력의� 90%는�석탄�화력�발전소에서�생산되며,�이는�온

실�가스�배출량의� 80%에�해당한다.�호주�전력의� 10%는�재생가능에너지�기술을�이용하여�생산되

고�있으며,� 2020년까지�이를�20%로�늘릴�계획을�갖고�있다.� �

1.3 시드니� LGA�내�재생가능에너지�자원

건물에서의� 태양광� 및� 풍력:� 태양광� 전기� 및� 태양광� 온수를� 이용하여� 시드니시의� 재생가능전기�

목표(30%)의� 절반가량을� 달성� 가능하다.� 시드니시� LGA의� 총� 지붕� 공간� 7.3%를� 이용한� 태양광�

패널은�일�년에� 455GWh를�생산할�수�있으며,�총�지붕�공간의� 2.8%를�이용한�태양광�온수�시스

템은�일� 년에� 138GWh를�생산�가능하다.� 태양광�및�소형풍력은�가장�저렴한�재생가능에너지�기

술이라고�할�수�있다.

구역(precinct)�수준에서�태양열�전력�시스템(Solar� thermal� power� system)은� 2030년에�시드니

시의�전력�수요� 1%를�제공할�수� 있다.� 지열의� 직접적� 이용은� 3중� 에너지�발전�네트워크를�보완

할�수�있다.�지열과�달리�풍력�발전은�완충지대를�포함한�넓은�토지�영역을�필요로�한다.� 3중�에

너지�발전�네트워크와�연결된�지열의�직접적�이용은�대부분의�유틸리티�규모의�재생가능전기�기술

보다�저렴하다.�

1.4 LGA를�넘어선�재생가능전기

시드니시의�재생가능전기�목표의� 40%는�시드니시� LGA� 외(그러나� 250km�내에� 위치한)로부터�제

공될� 필요가� 있다.� 내륙� 풍력,� 해상� 풍력� 및� 집중된� 태양광이� 가장� 저렴한� 재생가능전기� 기술로�

알려져�있다.�그러나� 2030년에는�태양열,�지열�에너지�등도�경쟁력이�있을�것으로�생각된다.�또한�



                                                                 ｜SYDNEY, AUSTRALIA 117

동�기술들을�이용하여�재생가능에너지�자원�수출이�가능하며�이를�통해�추가적인�경제�발전을�이

룰�수�있을�것이다.

1.5 재생가능전기(renewable� electricity)와�화석연료

태양광� 및� 풍력� 등과� 같은� 간헐적인�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은� 계속해서� 전력을� 생산� 할� 수� 없다.�

따라서�석탄�또는�가스�발전소를�통한�백업�공급을�필요로�한다.�화력�연료�발전소는�운전�예비�

시간을�필요로�하며,�화력�연료�발전소의�발전기가�작동되어�있지�않은�상태라면�전력이�끊길�수�

있다.� 이를� 운전� 예비(spinning� reserve)라고� 한다.� 비간헐적� 형태의� 재생가능에너지(예를� 들어,�

3중� 에너지� 발전에�쓰인�재생가능가스)는�운전� 예비를�필요로�하지�않으므로,� 해당� 기술들을�개

발하는�것은�중요하다고�할�수�있다.

1.6 폐기물에서의�재생가능가스(Renewable� Gases� From�Waste)

동�기본�계획은�폐기물(주거�및�상업�쓰레기�등을�모두�포함)을�이용한�재생가능가스�생산에�대해�

언급하고�있다.�도시�밖�가축�분뇨�및�농업�그루터기를�통해서도�재생가능가스를�생산가능하다.

폐기물에서�생산된�재생가능가스는� 372MWe에서� 24시간�가동되는� 3중�에너지�발전에서�이용�가

능� 하다.� 재생가능가스가� 연료로� 사용된� 3중� 에너지� 발전은� 저탄소� 전력과� 탄소� 제로� 난방� 및�

냉각을� 제공할�수� 있으며,� 온실가스�배출량�감축효과를�갖고�있다.� (천연가스는� 현재� 호주�내에

서�가장�덜�발달된�기술이다.)�

시드니시� LGA의� 250km�내에는�재생가능가스�생산이�가능한�폐기물�자원이�있으며� 100~150km�

내에는�도시의� 3중�에너지�발전에�제공�가능한�충분한�양의�폐기물�자원�존재하고�있다.�따라서�

재생가능가스를�시드니시,�시드니�수도권�및�뉴사우스웨일즈�내�이웃�지역에서�조달�가능하다.� � �

1.7 전기를�가스로

재생가능전기를�재생가능가스로�변환하는�것은�재생가능자원(태양광,�풍력�등)으로부터의�잉여�에

너지를�저장하는�새로운�방법이다.� 재생가능전기를�사용하여�물을�전기분해하는�변환과정을�거치

게�된다.�동�기본�계획의�6장에�관련�사례(독일의� Falkenhagen)가�소개되어�있다.

   
1.8 저감의�사회적�한계�비용

2020년까지�재생가능가스(소형풍력발전�및�폐기물을�이용하여�생산된)를�사용한�구역�규모의� 3중�

에너지�발전은�음수(negative)의� 사회적�한계�비용을�가진다.� 소형풍력발전은�간헐적인�재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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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이며,� 시드니시� LGA� 전력�수요의� 1%�미만을�제공�가능하다.�그러나�재생가능가스를�

사용한� 3중�에너지�발전은�비간헐적이며,�시드니시�LGA�전력�수요의� 70%를�제공�할�수�있다.�

    
1.9 새로운�방향

가장�비용·환경�효과적인�방법으로�지속가능한�변화를�이끌어�내기�위해,�시드니시는�분산형�에너

지(3중병합발전�및�재생가능에너지)�등을�위한�녹색�인프라�기본�계획을�준비하고�있다.� � �

  
1.10 2030�목표

<그림� 6-1>은� 2030� 목표

(30%� 달성)에� 대한� 재생

가능전기 ( r e n e w a b l e�

electricity)의�기여도를�보

여주며,� <그림� 6-2>는� 지

속가능에너지� 기본� 계획�

및� 기타� 녹색� 인프라에� 의

해� 제안된� 재생가능에너지

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에� 대해� 보여주

고�있다.

자료:�시드니시 분산형 에너지 기본 계획 (2013)�

<그림 6-1>� 2030�목표(30%�달성)에 대한 재생가능전기의 기여도

자료:�시드니시 분산형 에너지 기본 계획 (2013)�

<그림 6-2>�재생가능에너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서의 기여도

1.11 재생가능에너지�개발�및�수출

호주의�재생가능에너지�자원은�호주의�연간� 에너지�수요보다�더�크다.� 연간� 태양� 복사� 에너지는�

약� 5,800만� PJ(petajoules)이며,�이는�호주의�연간�에너지�소비의� 10,000배에�달한다.�또한�호주

는�풍력�자원도�풍부하다.�그러나�호주의�재생가능에너지는�대부분�미개발�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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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문�

2008년에�시드니시는� ‘지속가능한�시드니� 2030’을�발표하였으며,� 2030년까지�시드니시의�지방�정

부� 지역(local� government� area:� LGA)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6년� 대비� 70%� 감축하겠

다는�목표를�설정하였다.�시드니시의� 250km�내에는� 2030년까지�전력의� 30%를�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충분한�양의� 재생가능에너지� 자원이� 존재한다.� 또한� 시드니시의� 3중� 에너지� 발전

(trigeneration)27)� 네트워크를� 위한� 재생가능전기·가스를� 통해� 2030년까지� 건물의� 에너지� 수요�

100%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3. 재생가능에너지�자원

3.1 변화의�필요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필요성� 및� 전기� 비용� 상승을� 고려,� 해결방안으로서의� 재생가능에너지에�

관심을�가져야�한다.

3.2 시드니를�위한�기술적�해결방안

시드니시의�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사용� 가능한�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이�다양한�수준에서� 적용되

고� 있다.� 동� 기본� 계획은� 재생가능에너지� 자원의� 평가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기술들을�

다음과�같이�분류하고�있다.�

27) 3가지의 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석탄 화력발전보다 에너지효율이 높음.

<그림 6-3>�시드니시 LGA�내 건물

수준에서의 재생가능전기 및 열

<그림 6-4>�시드니시 LGA�내 구역 수준에서의

재생가능전기



       ｜해외도시 에너지계획120

<그림 6-5>�시드니시 LGA�외 유틸리티

수준에서의 재생가능전기

<그림 6-6>�시드니시 LGA�내·외 폐기물 및

바이오매스를 사용한 재생가능가스

 

3.3 옵션평가

재생가능에너지� 기술� 및� 기회는�다음과�같은� 순서를�통해� 평가되었다.� 1.� 온실가스� 배출량�감축�

→� 2.� 에너지의� 한계� 비용�→� 3.� 공간적� 토지� 이용� 제약� 및� 위치� 필요조건� →� 4.� LGA내·외� 총�

발전�용량�

3.4 과학기술�목록

동� 기본� 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기술들은� 다음과� 같다;� 태양광(photovoltaic)� 패널,� 집중된� 태양

광,�태양열�온수,�태양열�온수�지역난방,�집중된�태양열,�소형�또는�건물�통합�풍력발전,�내륙�풍

력,� 해상� 풍력,� 지열� 온수� 지역난방,� 파력,� 조력�에너지,� 비조력�에너지,� 폐기물� 및� 바이오메스를�

이용한�재생가능가스

<그림 6-7>�과학기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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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생가능에너지�다시�생각해보기

4.1 에너지�변환

시드니시는� 재생에너지를� 사용,� 에너지� 변환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는� 하나의�

기술이�아닌�여러�기술의�조합을�필요로�한다.�건물(주거,�산업�또는�산업용)에�전기�생산을�위한�

재생가능에너지�기술을�적용�할�수�있다.

4.2 에너지�확보

도시의� 탈중심화된� 재생가능에너지� 네트워크는� 저탄소� 에너지� 생성을� 촉진하며,� 보장된,� 안전한�

에너지를�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또한� 화석� 연료� 발전에� 대한� 의존성을�

줄일� 수� 있다.� 호주� 정부는� 2020년까지� 전력의� 20%를� 재생가능자원으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200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 감축하고자한다.� 시드니시의�

재생가능전기�목표는�지역(local)에서�또는�도시의� 250km�내에서�생산된�전력과�관련되어�있다.

4.3 백업�전력과�간헐성

현재�호주에서는�주로�석탄�화력�발전을�이용하여�전기를�생성한다.�재생가능에너지가�화석�연료

를� 100%� 대체하기� 위해서는� 재생가능에너지� 시스템이� 비간헐적이여야� 한다.� 동� 기본� 계획은� 시

드니시를� 위한� 큰� 규모의,� 비간헐적인� 재생가능에너지(예를� 들어,� 재생가능가스)에� 대한� 충분한�

기회가�있음을�보여주고�있다.� � �

4.4 재생가능에너지의�비용

2010년부터� 2015년�동안�호주의�전기�네트워크�사업은�총�전력망�업그레이드�등에� 4백60억�달러

를�지출�할�것으로�예상된다.�

4.5 탄소�저감�비용

2030년까지는�기술(특히� 비간헐적�기술)에서�가장�크게�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재생가능에너지

에�대한�보조금을�받을�수�있으며,�또한�배출권�거래를�통해�이익을�얻을�수�있을�것이다.

4.6 금전적�인센티브

재생가능에너지� 인증서,� 발전� 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S:� FIT),�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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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장벽� 제거,� 지역� 계획·개발� 관리� 및� 건물� 코드,� 환경� 업그레이드� 협정,� 청정에너지법� 2011�

등을�예로�들�수�있다.� �

4.7 재생가능에너지�행동�계획�초안

뉴�사우스�웨일즈(NWS)� 재생가능에너지� 행동� 계획�초안은� 2011년에� 발표되었으며,� 국가의� 재생

가능에너지�목표(2020년까지�20%�달성)�지원을�위해�만들어졌다.

4.8 저탄소�인프라�영역(zone)�및� '핫�스팟(hot� spot)'

3중� 에너지� 발전� 기본� 계획은�

높은� 에너지� 수요를� 필요로� 하

는� 시드니시의� 특정� 지역(이하�

저탄소� 인프라� 영역)을� 목표로�

한다.� 해당� 영역에는�새로운�열

에너지� 네트워크(폐열� 이용)를�

통해� 저탄소� 에너지가� 제공될�

것이다.� 동� 폐열은� 건물� 난방�

및� 냉방에� 이용� 가능하며,� 피크�

전력�부하를�낮출�수�있다.

자료:�KINESIS

<그림 6-8>�저탄소 인프라 영역 및 핫 스팟

5. 시드니시를�위한�재생가능에너지

동�기본�계획은�시드니시의�에너지�및� 기후변화�관련�목표�달성을�위해�필요로�하는�재생가능에

너지�자원의�규모�등을�확인한다.�이를�위해�시드니�시의� LGA�내에서�관련�목표가�어느�정도�달

성�될�수�있는지�등을�결정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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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동�기본�계획의�제안

재생가능전기 목표 2030년까지 3,904GWh/년의 30%�달성

재생가능에너지 목표
2030년까지 3중 에너지 발전에서의 화석 연료를 폐기물에서 생산한 재생가능가스 및 기타
재생가능에너지 자원으로 대체

<표 6-2>�동 기본 계획의 목표

5.2 시드니시� LGA�내�건물�수준에서의�재생가능전기�및�열

주거용�및� 비주거용�건물에�가장�적절한�기술들로는�태양열�온수�수집기,� 태양광� PV� 전기,� 건물�

내장형�풍력발전,�건물�규모의�소형풍력발전�등이�있다.�각�건물의�에너지�프로파일�및�유형에�따

라�다른�기술이�적용되어야�한다.�

5.2.1�건물�계층(Building� Hierarchy)

각�재생에너지�유형에�대한�지붕�공간�할당�및�에너지�출력의�최적화를�위해�건물�계층을�개발하

였다.�건물�계층은�총�재생에너지의�발전�용량�및�탄소�감축�가능성을�결정하기�위해�상업용,�주

거용,�산업용�건물에�적용된다.�건물이�저탄소�인프라�영역�또는�핫스팟�내에�위치한�경우�건물의�

지붕에는�태양광� PV가� 설치되어야� 한다.� 건물이� 탄소� 인프라� 영역� 또는� 핫스팟� 외에� 위치한� 경

우�건물의�지붕에는�태양열�온수�기술이�설치된다.�만약�건물의�높이가� 150미터�이상인�경우에는�

태양광� PV,� 온수� 기술,� 또는� 소형풍력발전이� 이용되어야�한다.� 150미터� 이하인� 경우에는�태양광�

PV나�온수�기술만�사용되어야�한다.�이는�소형풍력발전이�낮은�건물에서는�덜�효과적이기�때문이

다.�다음의�표는�각�건물의�특징을�나타내고�있다.

건 물 특징

상업용 건물 소매,�엔터테인먼트,�숙박 시설 및 상업 사무실 건물을 포함

주거용 건물
단일 주거 및 멀티 유닛 건물을 포함함.�멀티 유닛 건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사용에 적절한 큰 지붕 면적을 갖고 있음

산업용 건물
산업 건물의 대부분은 태양열 기술(전기와 온수 생성을 위한)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크고,�평평하며
비어있는 지붕 공간을 가지고 있음

<표 6-3>�건물 계층별 특징

5.2.2�태양열�온수

태양열�온수�시스템은�온실가스�배출량�감축에�큰�기여를�할�수�있다.�태양광에�비해�태양열�온

수�기술의�비용이�더�적다.�태양열�온수는�모든�건물�유형의�전기�온수�시스템을�대체토록�한다.



       ｜해외도시 에너지계획124

자료:�ARUP

<그림 6-9>�태양열 온수가 가능한 건물들

설치 용량:�62�MW

그리드 전기 오프셋 138�GWh/년

필요한 지붕 면적 19�ha

총 지붕 면적의 % 2.8%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2030년까지) 1.8%

전기 기여도(2030년까지) 3.1%

가구 크기 설치(Household� size� installations) 44,645

평균 가구 전기/년(equivalent) 30,829

<표 6-4>�태양열 온수 시스템 개요

5.2.3�태양광�패널

태양광은�시드니시의�전력의� 10%�이상을�제공�할�수�있으며,�여름�전력�피크를�낮출�수�있다.�태

양광은�재생가능전기�생성(평방미터�당)에�대한�가장�큰�용량을�가지고�있다

자료:�ARUP

<그림 6-10>�태양광 이용이 가능한 건물들

설치 용량:� 395�MW

그리드 전기 오프셋 455�GWh/년

필요한 지붕 면적 49.3� ha

총 지붕 면적의 % 7.3%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2030년까지) 5.8%

전기 기여도(2030년까지) 10.1%

가구 크기 설치(Household� size� installations) 768,889

평균 가구 전기/년(equivalent) 101,264

<표 6-5>�태양광 PV�패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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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소규모·마이크로(micro)풍력발전�

최적의�바람�속도는� 100미터�높이�이상의�건물에서�주로�발생한다.�따라서�적은�수의�건물(150미

터�이상의�높이)에서�태양광�PV보다�더�높은�효율을�보인다고�할�수�있다.�

자료:�ARUP

<그림 6-11>�소규모 풍력발전이 가능한 건물들

설치 용량:�0.5�MW

그리드 전기 오프셋 1�GWh/년

필요한 지붕 면적 0.1� ha

총 지붕 면적의 % 0.02%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2030년까지) 5.8%

전기 기여도(2030년까지) 0.02%

가구 크기 설치(Household� size� installations) 100

평균 가구 전기/년(equivalent) 156

<표 6-6>�소규모·마이크로(micro)풍력발전 개요

5.3 시드니시� LGA�내�구역(precinct)�수준에서의�재생가능전기

5.3.1�집중된�태양열

설치 용량:�21�MW

그리드 전기 오프셋 47�GWh/년

필요한 토지 면적 11.3�ha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2030년까지) 0.6%

전기 기여도(2030년까지) 1%

가구 크기 설치(Household� size� installations) 10,469

<표 6-7>�집중된 태양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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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구역�수준에서의�풍력�발전

설치 용량:� 51�MW

그리드 전기 오프셋 51�GWh/년

필요한 토지 면적 16.9� ha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2030년까지) 0.6%

전기 기여도(2030년까지) 1.1%

설치 수 26

평균 가구 전기/년(equivalent) 11,360

<표 6-8>�구역 수준에서의 풍력 발전 개요

5.3.3�지열의�직접적�이용:�온수�순환

설치 용량:�5�MW

그리드 전기 오프셋 11�GWh/년

필요한 토지 면적 0.1� ha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2030년까지) 0.1%

전기 기여도(2030년까지) 0.2%

평균 가구 전기/년(equivalent) 2,383

<표 6-9>�지역의 직접적 이용(온수 순환)�개요

5.4 시드니시� LGA�외�유틸리티(utility)�수준에서의�재생가능전기

2030년까지�시드니시� LGA�외로부터� 12%(468GWh/년)의�추가적인�재생가능전기�공급을�필요로�한다.�

그러나� 동� 기본계획에서는� 597GWh/년을� 가정으로�하고� 있다.� LGA� 외에서� 이용� 가능한� 기술들로는�

내륙�풍력,�해상�풍력,�지열�전기,�집중된�태양광�패널,�집중된�태양열,�파력,�조력�및�수력�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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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내륙�풍력

자료:�ARUP

<그림 6-12>�내륙 풍력이 가능한 지역

설치 용량:� 200�MW

연간 출력 597�GWh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2030년까지) 0.6%

전기 기여도(2030년까지) 13.3%

<표 6-10>�내륙 풍력 개요

5.4.2�해상�풍력

자료:�ARUP

<그림 6-13>�해상 풍력이 가능한 지역

설치 용량:�270�MW

연간 출력 597�GWh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2030년까지) 0.6%

전기 기여도(2030년까지) 13.3%

필요한 토지 면적 6,000�ha

<표 6-11>�해상 풍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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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지열�전기

자료:�ARUP

<그림 6-14>�지열 전기 생산이 가능한 지역

설치 용량:�110�MW

연간 출력 597�GWh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2030년까지) 0.6%

전기 기여도(2030년까지) 13.3%

필요한 토지 면적 3�ha

<표 6-12>�지열 전기 개요

5.4.4�집중된�태양광�패널

자료:�ARUP

<그림 6-15>�집중된 태양열을 위한 지역

설치 용량:� 290�MW

연간 출력 597�GWh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2030년까지) 0.6%

전기 기여도(2030년까지) 13.3%

필요한 토지 면적 732�ha

<표 6-13>�집중된 태양광 패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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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파력

설치 용량:� 270�MW

연간 출력 597�GWh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2030년까지) 0.6%

전기 기여도(2030년까지) 13.3%

필요한 토지 면적 6,000�ha

<표 6-14>�파력 개요

5.4.6�조력

설치 용량:� 270�MW

연간 출력 597�GWh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2030년까지) 0.6%

전기 기여도(2030년까지) 13.3%

필요한 토지 면적 6,000�ha

<표 6-15>�조력 개요

5.4.7�수력

설치 용량:� 270�MW

연간 출력 597�GWh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2030년까지) 0.6%

전기 기여도(2030년까지) 13.3%

필요한 토지 면적 6,000�ha

<표 6-16>�수력 개요

5.5 시드니시� LGA�내·외�재생가능가스(폐기물�및�바이오매스�사용)� �

주로� 열� 가스화� 또는� 혐기성� 소화를� 이용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재생가능가스를� 생산한다.� 천연�

가스를�대체할�수�있는�합성�가스�또는�바이오�가스로�변환�및�업그레이드�가능한�폐기물�및�바

이오매스� 자원은� 시드니시� LGA� 폐기물,� 시드니� 수도권� 폐기물,� 확장된� 규제� 지역� 폐기물,� 산림�

잔여물,� 넓은� 에이커� 작물� 잔류물,� 분뇨� 폐기물,� 원예� 폐기물,� 하수� 슬러지,� 기존의� 매립� 가스에

서�얻을�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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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TALENT�WITH�ENERGY

<그림 6-16>�대체 천연 가스 전달 경로

자료:�US�NATIONAL�GRID

<그림 6-17>�시드니의 지속가능한 가스 네트워크

6. 성과측정

6.1 성과측정

6.1.1�핵심�기술의�요약

다음의�표는�동�기본�계획에서�분석되어�있는�기술�및�공급원료에�대한�결과를�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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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가능전기
설치용량
(MW)

연간전력생산
(GWh)

2030년
총 전기수요
(%)

2030년
연간탄소저감
(ktCO₂-e)

BAU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감축 (%)

건물 규모

태양열 온수 62.0 138 3.5 146 2.3

태양광 패널 395.0 455 11.6 482 7.6

소형풍력발전 0.5 1 0.1 1 0.02

총합 457.5 594 15.2 629 9.92

구역 수준

집중된 태양열 21.0 47.0 1.2 50 0.8

구역 수준 풍력발전 51.0 51.0 1.3 54 0.8

지열의 직접적 이용-온수 순환 5.0 11.0 0.3 12 0.2

총합 77.0 109.0 2.8 116 1.8

시드니시 LGA�내에 대한 총합 534.5 703 18.0 745 11.72

유틸리티 규모

내륙 풍력 170 468 12.0 412 6.48

해상 풍력 140 468 12.0 412 6.48

지열 전기 85 468 12.0 412 6.48

집중된 태양광 패널 165 468 12.0 412 6.48

집중된 태양열 230 468 12.0 412 6.48

파력 210 468 12.0 412 6.48

조력 95 468 12.0 412 6.48

수력 85 468 12.0 412 6.48

시드니시 LGA�외에 대한 총합 170 468 12.0 412 6.48

총합 704.5 1,171 30.0 1,157 18.2

<표 6-17>�핵심 기술 및 공급원료의 결과

6.2 2030�목표에�대한�추적

시드니시� LGA� 내� 지속가능전기를� 통해� 11.7%,� 시드니시� LGA� 외의� 지속가능전기를�통해� 6.5%,�

폐기물을�이용한�지속가능가스를�통해� 19.3%의�탄소를�절약�할�수�있다.�동�기본�계획은�시드시

니의�온실가스�배출량�감축�목표에�대해�다음과�같이�기여�할�것이다.

�

1.�시드니시 LGA�내 건물 등에 사용된 지속가능에너지 기술은 2030년까지 연간 0.745Mt(million� tonne)의 이산화탄

소 감축

2.�시드니시 LGA�외 지속가능전기는 2030년까지 연간 0.412Mt의 이산화탄소 감축

3.�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재생가능가스는 2030년까지 연간 1.227Mt의 이산화탄소 감축

<표 6-18>�시드니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에 대한 본 계획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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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의� 재생가능전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연간�

1,171GWh의� 재생가능전기를� 필요로� 한다.�

동�기본�계획은�시드니시�내�건물�및�구역의�

재생가능에너지�기술이�동�도시의� 2030년�전

력�소비의� 18%를�제공�할�수�있음을�보여주

고�있다.� 상기� 30%의�목표�달성을�위해서는�

시드니시� LGA�외로부터� 12%(468GWh)의�추

가적인� 공급을� 필요로� 한다.� <그림� 6-18>은�

30%� 목표� 달성에� 있어� 각� 지속가능에너지�

기술의�기여도를�보여주고�있다.

� �자료:�시드니시 분산형 에너지 기본 계획 (2013)�

<그림 6-18>�각�지속가능에너지 기술의 기여도

6.3 재정적·경제적�가능성

6.3.1�재정적�분석

재생가능에너지와� 배출량� 감축� 목표에� 대한� 비용� 및� 성과는�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에� 달려� 있다.�

탄소�가격을�토대로�개발된� 3개의�시나리오(1.� Central�시나리오,� 2.� High�시나리오,� 3.� Low�시

나리오)를�이용하여�재생가능에너지�관련�분석을�진행하고�있다.� � �

 
6.3.2�재생가능전기�비용

다음의� <그림� 6-19>는� 해당기술을�

이용한� 재생가능전기� 제공� 비용

(delivered� cost)을� 나타내고� 있다

(달러/MWh28)).�

자료:�시드니시 분산형 에너지 기본 계획 (2013)�

<그림 6-19>�각�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의 추정된 제공 비용(달러/M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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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재생가능가스�비용

다음의� <그림� 6-20>은�천연가스�및�재생가능가스의�추정된�제공�비용(delivered� cost)을�보여주

고�있다(달러/GJ29)).� SNG-SfW는�폐기물로부터�합성된�가스를,� SNG-SfB는�바이오매스로부터�합

성된� 가스를,� SNG-LsB는� 큰� 규모(예를� 들어,� 채소작물,� 닭과� 가축� 분뇨� 등)의� 바이오가스를,�

SNG-SsB는�작은규모의�바이오가스(예를�들어,�하수�가스)를,� SNG-LfG는�매립가스를�의미한다.

자료:�시드니시 분산형 에너지 기본 계획 (2013)�

<그림 6-20>�천연가스 및 재생가능가스의 추정된 제공 비용 (달러/GJ)

6.3.4�경제적�분석

자료:�시드니시 분산형 에너지 기본 계획 (2013)�

<그림 6-21>� (2020년 central�시나리오 기준)저감의 사회적 한계 비용 ($/CO₂equ.)� �

28) dollars per megawatt hour of generation
29) dollars per gigajo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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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의�사회적�한계�비용(marginal� social� cost� of� abatement)은� BAU(business� as� usual)�대

비� 시나리오의�한계� 비용으로� 정의된다.� 저감의�사회적�한계�비용을� 이용,� 재생가능에너지�및� 기

타�에너지�기술을�이용해�생성된�에너지에�대한�배출�내용(emissions� content)에� 따라�각� 기술

을�평가�할�수�있다.

7. 기본�계획의�활성화

긍정적인�변화�및�동�기본�계획의�활성화를�위해�필요로�하는�행동들은�다음과�같다.

1.�건물의 지속 가능성 지수 개혁

2.�도시의 개발 관리 계획에 저탄소 인프라 영역을 반영

3.�의무 공시 및 호주 건축 환경 등급 시스템에서 구역 규모의 탈중심화 재생가능에너지 인정

4.�저탄소 영역 인정 제도

5.�재생가능에너지 인센티브

6.�재생가능전기 및 가스 네트워크의 연결 비용 표준화

7.�수요 관리 리베이트 및 비용 반사 요금(cost� reflective� charge)�도입

8.�재생가능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지역,�주,�연방 차원의 재정 마련

9.�새로운 개발에 대한 환경 업그레이드 협정 도입

10.�시드니시 LGA�내·외 투자에 대한 전략

11.�재생가능에너지 기술 지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시범 사업 수행

12.�탈중심화 에너지에 대한 규제 장벽 제거

13.�재생가능가스에 대한 목표 설정 및 규제 체제 개발

14.�재생가능가스에 대한 정부 주도의 시장 개발 방식 이행

15.�비간헐적 재생가능전기를 위한 ‘전기를 가스로’�에너지 저장 장치 개발

16.�NSW과 호주에서의 재생가능가스 및 ‘전기를 가스로’에 대한 연구 수행 등

<표 6-19>�기본 계획의 활성화를 위한 행동

� � �

8. 사례�연구

8.1 건물�수준의�기술(Building� Scale� Technologies)

국가 건물 적용기술
1 호주 (시드니) SYDNEY�TOWN�HALL 태양광 PV
2 호주 (시드니) Wharf� Theatre 태양광 PV
3 호주 (시드니) 레드 펀 커뮤니티 센터 태양열 온수
4 호주 (시드니) INMARK�TOWER 소형풍력발전
5 독일 (Esslingen) Festo� AG�&�Co.� KG�본사 태양열 냉방 및 난방

6 영국 (런던) EMBASSY�COURT 지열 열 펌프

7 영국 (런던) STRATA�SE1 건물 내장형 풍력발전

<표 6-20>�국가별 건물 수준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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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구역�수준의�기술(Precinct� Scale� Technologies)

국가 구역 적용기술

1 호주 시드니시 구역 수준 태양광 PV�프로그램

2 호주 뉴캐슬 연방 과학 산업 연구 기구 집중된 태양열

3 덴마크 MARSTAL 태양열 지역난방 시스템

4 프랑스 파리 지열 지역난방 시스템

5 네덜란드 HEERLEN 광산 물 지열을 이용한 지역난방

6 영국 런던 (DAGENHAM) 도시 풍력발전

7 덴마크 코펜하겐 harbour�풍력발전

<표 6-21>�국가별 구역 수준의 기술

8.3 도시�외에서의�유틸리티�수준의�기술

� � � � (Utility� Scale� Technologies� Beyond� the� city)

국가 지역 적용기술

1 호주 서부 GERALDTON Greenough�River�태양광 농장

2 미국 켈리포니아 모하비 사막 집중된 태양열

3 스페인 세비야 Fuentes�De�Andalucia 집중된 태양열

4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BUNGENDORE 육상 풍력 발전 단지

5 영국 템스 강 어귀 런던 어레이 해상 풍력

6 호주 서부 퍼스 파력 에너지 프로젝트

7
미국
영국

미국:�New� Jersey� (Atlantic� City),�Hawaii
영국:� Scotland

오션 파워 테크놀로지
(Ocean�Power�Technologies)

8 프랑스 La�Rance� Barrage�조력

9 영국 북 아일랜드 Strangford�Narrows�조력

10 덴마크 코펜하겐
Avedore� 2�Renewable�Hybrid�City-Wide�
Cogeneration�Network

<표 6-22>�국가별 도시 외에서의 유틸리티 수준의 기술

8.4 재생가능가스(Renewable� Gases)�

국가 지역 적용기술

1 영국 �DORSET Poundbury�Renewable�Gas�Grid� Injection

2 스웨덴 GOTHENBURG Bio2G�Biomass�Gasification� Renewable�Gas�Grid� Injection

3 핀란드 LAHTI
KYLMÄJÄRVI� 2�Municipal�Waste�Gasification�Renewable�Gas�
Fuelled�Cogeneration�Network

4 독일 FALKENHAGEN
‘Power�To�Gas’� Renewable� Electricity� To�Renewable�Gas�
프로젝트

<표 6-23>�국가별 재생가능가스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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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시 요약 ●

o 비전�및�목표

Ÿ 2015년까지�신에너지와�재생가능에너지�이용�총량을�전체�에너

지�소비의� 6%인� 550만�TCE30)로�확대

Ÿ 2015년� 까지� 베이징� 시� 신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부문

에서� 1,000억�위안�수익�목표

Ÿ “집중분포,� 클러스터� 발전”� 개념의� 신에너지� 공간� 발전� 구조�

구축

o 현황

Ÿ 에너지원별�에너지�공급은� 2010년�기준�태양� 44%,�지열� 35%,�

생물질� 16%,�풍력� 4%로�구성됨

o 주요�사업

Ÿ 신에너지� 개발� 관련� 신에너지� 이용� 프로젝트,� 국가� 녹색� 에너

지�시범�건설�프로젝트,�고급�기능구역�신에너지�종합�응용�프

로젝트를�실시

Ÿ 과학기술� 연구개발� 영역에서� 국가급� 신에너지� 연구개발� 혁신�

프로젝트와�신에너지�산업�기지�건설�프로젝트�실시

30) TCE(ton of standard coal equivalent) : 석탄 1톤 발열량에 해당하는 에너지 단위. 중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1TCE는 순발영량으로는 5.0Gcal(0.5TOE), 총발열량은 5.377Gcal(0.5377TOE)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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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혁신�산업�발전�추진

� � 1.�신에너지�기술�혁신

� � 2.�신에너지�연구�개발�센터�건설

� � 3.�신에너지�산업�기지�규모�확대

제�5장�개방의�탐색과�개발환경의�최적화

� � 1.�부문�연결,�협력�추진

� � 2.�혁신�전환�추진

� � 3.�플랫폼�건설,�서비스�증진

제�6장�메커니즘�개선,�계획�실시�보장

� � 1.�분업화

� � 2.�신에너지�개발�자금�조달�통로�확보

� � 3.�각종�인재�도입

� � 4.�양호한�사회�분위기�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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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언

전�세계�각국이�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신에너지와�재생가능에너지발전의�기회를�잡으려�하고�

있다.� “인문�베이징,�과학기술�베이징,�녹색�베이징”과�중국�특색�세계도시를�건설하려는�이때에,�

신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는� 중요한� 주춧돌이� 되었다.� 이는� 수도의� 에너지� 구조를� 최적화하고,�

새로운� 국제�경쟁력을�높이는�중요한�도구이고,� 수도의�혁신을�증강하고�미래�경제� 전략�기초를�

다지며,�녹색�지속가능성�발전을�실현하는�데도�중요한�의미를�지닌다.�

본�계획은� <베이징시�국민�경제�및�사회발전�제� 12차� 5개년�계획�요강>과� � <베이징시� “12차� 5

개년”시기�에너지발전�건설�계획>,�국가의� <재생가능에너지�발전� “12차� 5개년”�계획>에�따라�처

음�편제된�시급�일반�전문�계획으로,�베이징�시의�신에너지�발전의�지역적�우세성과�과학기술자원

의� 우세성을� 분석하여,� 베이징에� 기초를� 두고,� 전국을� 바라보며� 세계를� 대면하는� 계획이다.� “12

차� 5개년”� 시기� 신에너지와�재생가능에너지�발전의� 지도� 방침과�발전� 목표,� 주요� 임무,� 중점� 프

로젝트,�정책은�앞으로� 5년간�본�시의�신에너지와�재생가능에너지�발전의�중요�근거가�될�것이다.

본�계획의�신에너지와�재생가능에너지의�범위는� :�태양에너지,�지열에너지,�바이오매스,�풍력,� (소)

수력발전� 등� 신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의� 종목과� 신에너지자동차� 등을� 포함한다.� 계획� 기간은�

2011-201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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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개발�기초

1. 자원과�분포

베이징시� 신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의� 종류는� 거의� 완비되었으며� 주로� 태양� 에너지와� 지열에너

지,� 바이오매스� 에너지,� 풍력,� 수력� 발전�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자원이� 많은� 성(省)� 에� 비하면�

본�시의�신에너지와�재생가능에너지의�총량은�적은�편이다.

n 태양에너지�자원�저장량�풍부

베이징은� 전국� 태양� 에너지� 구역� 2류� 지역으로,� 분포는�남,북이� 많고� 중부는� 적은� 형태를� 띤다.�

북동부의� 띠엔즈(甸子，베이징과�내몽고� 인접� 지역:역주),� 탕허커우(汤河口镇，베이징시�화이로우
구에� 위치한� 읍:역주)� 일대와� 옌칭(延庆，베이징시� 북동부� 화이로우구와� 창핑구� 사이에� 위치한�
현)�분지의�복사�조건이�좋은�편이다.�

n 지열,�여열은�매우�큰�잠재력을�갖고�있음

초보적�탐사�측량에�따르면,�지열�자원의�연간�가용량은�약� 350만� TCE이고,�재생수와�공업�여열

자원의�가능�연간개발�이용량은� 60만� TCE이다.�주로�옌칭,�하이디엔,�따씽,�창핑,�슌이(延庆，海
淀，大兴，�昌平，�顺义)�등�구와�현에�분포하고�있다.�

n 바이오매스�자원의�종류는�다양함�

본�시의�바이오매스�자원은�주로�농업폐기물과�임업폐기물,�가축�분뇨,�생활�쓰레기,�음식물�쓰레

기,�슬러지�등을�포함한다.�그�중�도시�발전�신新구역과�생태함양구의�바이오매스자원은�전체�시

의�바이오매스자원�총량의�약� 80%�이상을�차지하고�있다.�

n 풍력�자원은�상대적으로�부족한�편임�

베이징의�풍력�자원�저장량은�약� 460만� kw인데,�현재�밝혀진�풍력자원�이용가능량은�약� 45만� kw

밖에�되지�않는다.�주로�옌칭,�미윈,�먼토우고우�등�북부와�북서부�산지�지역에�분포하고�있다.�

n 1.5�수력�발전�자원의�저장량은�적은�편임

전국�수력자원� 조사의� 결과� 분석에� 의하면,� 베이징� 시� 수력자원� 기술의� 개발가능량은�약� 58.5만�

kw이고,� 가능� 경제적� 개발량은�약� 41.4만� kw이다.� 주로�차오바이�강,� 쥐마� 강,� 징미� 수로(潮白

河，拒马河，京密引水渠)�등�하류에�분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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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효과

“11.5”� 기간에,� 베이징� 시의� 신에

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이용�

속도는�점점�빨라져,� 산업�규모�또

한�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올림

픽의� 성공적� 개최는� 매우� 중대한�

시범� 사업의� 성공을� 의미하며� “녹

색� 올림픽”의� 공약을� 지킨� 것으로,�

본� 시의� 신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

지의�발전을�촉진시켰다.�2010년,�본 <그림 7-1>�“11.5”�기간 베이징 시 신에너지와재생가능에너지개발이용상황 �

시의� 신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 총량은� 223만TCE로,� 2005년� 대비� 2.7배� 증가했으

며,�연�평균�증가�속도는� 30.1%에�달했다.�이는�베이징�시�전체�에너지�소비�총량의� 3.2%에�해

당하는�양이며,�신에너지과�재생가능에너지�생산가는�400억�위안에�달했다(그림� 7-1).

2.1 중점�시범�사업을�만들어�개발이용�수준을�높임

2.1.1�태양�에너지의�보급화

“태양광� 200(阳光双百)”과� “금빛태양광(金色阳光)”�프로젝트�등�태양에너지�종합이용�사업을�시
작으로,� 본� 시의�태양�에너지�개발�이용�규모와�기술적�수준이�현저히�향상되었다.� 2010년� 태양

에너지이용�총량은�약� 98만� TCE인데,�그중�태양에너지�열수기�면적이� 600만�평방미터�이상에�달

하고,� 건축물과�결합된�태양에너지�난방�면적은� 30만� 평방미터;� 태양광�발전기�용량은�약�2.3조w,�

태양에너지� 전등은� 13만� 개� 이상을�차지한다.� “11.5”기간의�태양에너지이용� 연�증가량은� 15.7%

로,�이용�총량의�두�배이다.

칼럼 1:� “양광 200(阳光双百)”�프로젝트
태양광 욕실 프로젝트（阳光浴室工程）:� 2010년 말까지,� 본 시에서 건설하는 태양광욕실은 840여 개임.� 마을을 단위로

하여 마을급 태양에너지 욕실을 건설하도록 추진하여,�본 시 농촌 지역 주민의 위생,�특히 겨울에 목욕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며 농민들의 샤워 비용을 줄여 농촌가정의 화합과 생태환경 건설을 촉진함.

태양광 학교 프로젝트(阳光校园工程):� 2010년 말까지,�본 시는 태양광 학교 100여 곳을 건설함.�태양광 학교 프로젝트

를 통해,�본 시는 가능한 초등.중학교에 태양에너지 열수,� 태양에너지 전등,�소형 태양광에너지 발전기,�태양에너지 교육

등을 설치하여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신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의 의식을 수립하도록 도움.�동시에,�학생과 학부모,� 기업

등 다자의 참여를 통해 실천을 하며,�사회 전체가 태양 에너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녹색 생활 방식과 소비 이념을 키워

사회가 신에너지를 주목하고 신에너지를 이용하는 양호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

<표 7-1>�칼럼 1:� “양광 200(阳光双百)”�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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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지열과�열펌프�이용�규모의�확대

아오윈촌,� 베이위엔,� 용요우루안지엔위엔 (奥运村、北苑、用友软件园)� 등� 열� 펌프� 난방� 중점� 시범�
사업을�선두로,�본�시의�지열과�열펌프�이용규모는�신속히�증가하고�있고�이용방식과�영역이�지속

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0년,� 베이징의� 지열과� 열펌프� 이용� 총량은� 78.5만� TCE였는데,� 그� 중�

열펌프� 난방서비스� 면적은� 2590만� 평방미터에� 달해,� 전국� 2위를� 차지하였으며,� “11.5”기간� 지열

과�열펌프이용�연간�증가율은�63.1%이다.

2.1.3�바이오매스�이용�발전�가속화

리우민잉7마을(留民营七村)의� 메탄가스� 공급� 프로젝트와� 더칭위엔(德青源)� 대형� 메탄가스� 발전�
프로젝트,�아쑤웨이(阿苏卫)�쓰레기�매립가스�발전�프로젝트�등�고급�바이오매스�에너지�시범�프
로젝트를�선두로,� 베이징의�바이오매스�개발이용은� 신속히�발전하고�있다.� 근교� 농촌의� 주거환경

과� 농촌주민� 생활에너지� 조건을� 개선하고� 있다.� 2010년� 본� 시� 바이오매스� 이용� 총량은� 36만�

TCE인데,� 그� 중� 바이오매스� 누계� 발전� 용량은� 3.27만� kw에� 달하고,� 메탄가스� 이용량은� 약�

1800만�입방미터,�바이오매스�연료�생산량은�약� 20만� TCE이며,� “11.5”기간�바이오매스�이용�연

간�평균�증가율은�66.7%이다.

 
2.1.4�풍력�에너지�개발�이용� “0”한계�극복

관팅�풍력�발전소� 1기�사업,�저풍속�시범�사업,� 2기�사업과� 2기�기밀�사업의�종합�사업에서,� 2기�

기밀�사업을�제외한�모든�사업에서�발전을�시작하여,�베이징�풍력�에너지�이용에서� “0”이라는�한

계를�극복하였다.� 2010년�까지�풍력�발전�용량은� 15만� kw에�달했고,� 1년� 먼저� “11.5”� 규획�목

표를�실현하여�발전�누적�용량을�4.8억� kwh에�달하도록�하였다.�

     
2.1.5�수력발전의�이용

2010년�말�까지,�베이징�시는�각종�유형의�수력발전

소� 50기를�보유하고�있고,�총�발전�용량은�약� 25만�

kW인데,� 그� 중� 0.5MW이상인� 발전소는� 27기가� 있

다.� 최근,� 수자원� 부족과� 부품노화� 등의� 영향으로,�

현재�베이징�시가�가동할�수�있는�수력발전소는� 22

기이며,�발전용량은�약� 22.4만� kW,� 연� 평균�발전량

은�약�4000만�kW로�설계발전능력의�1/10수준이다.
<그림 7-2>�2012년 베이징 시 신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 이용량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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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비스�연구의�우세성,�산업발전�체제의�구축

2.2.1. 과학기술혁신의�선두

베이징�시의�신에너지와�재생가능에너지�영역의�연구�개발�능력에�힘입어,�국가�중점�실험실과�국

가�프로젝트�실험실,�국가�프로젝트�연구센터�등�연구개발�기구를�설립한다.� 전국에서�최초로�태

양광발전,�광열,�풍력에너지,�바이오매스�등� 6개�신에너지산업기술연합을�결성,�기업과�연구개발기

구,�산업이�연합하여�상호�촉진하는�창의적인�패턴을�구축한다.�광열발전기술과�비정질실리콘전지�

생산라인을� 결합하는� 설비� 기술,� 대형� 풍력발전�주요� 기술,� 신에너지� 자동차� 기술� 연구� 개발� 등

의�영역에서�우수한�창의성을�지녔다.

 
2.2.2�고급제조업의�체제�구축

태양에너지�영역에서�정질과�비정질�실리콘�태양에너지�전지�생산라인을�결합한�설비�구축�능력을�

구비하였다.�풍력�에너지�영역에서�비교적�완전한�상하류�산업�연결고리를�형성하여,�발전�시스템�

집성능력이�우수하고�발전기와�날개,�발전기�제어�시스템�등�주요�부품의�제조�수준이�국내�선두�

수준이다.�또한�신에너지�자동차�영역은�초보적인�산업화를�실현하였다.

칼럼 2:� “11.5”기간의 주요 프로젝트

국내 최초 조w급의 태양에너지열발전 프로젝트.� 2009년 5월,�옌칭 빠다링 태양에너지 발전 실험소에서 비준을 받아,�전

국 최초 태양에너지 열발전 시범 프로젝트가 되었으며,�본 시가 태양에너지 이용 부문에서 선구자가 되게 함.

베이징 시 최초 풍력 발전소—관팅 풍력발전소 프로젝트.�베이징 관팅 루밍산 풍력 발전소는 옌칭 서북단 관팅 댐 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기,� 저풍속 시범,� 2기,� 2기 밀집화 4기 프로젝트로 나뉨.� 2009년,� 관팅 훙력발전소2기와 2기 밀집화

프로젝트의 성공으로,�베이징 시 풍력 발전 용량은 15만 kw에 달했으며,� 1년 먼저 “11.5”�규획의 10만 kw�발전 목표

에 도달함.�현재,�풍력 발전소 2기 밀집화 프로젝트 외에 나머지 3기 프로젝트는 전부 발전에 성공했고,� 2010년 말까지

풍력발전소에서 베이징으로 4.8억 kw의 녹색 전력을 공급함.�

아오윈촌 오수원 열펌프 프로젝트:� 칭허 오수처리장에서 처리한 재생수를 칭허로 보내기 전에 열교환센터로 보냄.� 열교

환센터에서 재생수를 열펌프의 냉각수로 사용하고 아오윈촌 내에서 열펌프 시스템을 통해 냉각과 난방을 실현함.�아오

윈촌 내 41만 평방미터의 건축물에 냉.난방을 제공하며,�재생수는 열교환기에서 칭허로 돌아가 순환 이용함.�매년 석탄

1500톤,�이산화탄소 3600톤,�이산화황과 질산화물 약 60톤 감축의 효과가 있음.

옌칭 더칭위엔 계분 메탄가스 발전소.� � 2009년 5월,�더칭위엔 계분 메탄가스 발전소가 정식으로 발전을 시작,�매년 베이징

에 1400만kw의 녹색 전력을 공급하게 됨.�2009년 4월 UN의 “전세계 대형 메탄가스 발전기술 시범 프로젝트”로 선정됨.

베이징 시 최초의 多촌 메탄가스 연합 공급 프로젝트.� 2009년 12월 시 전체 최초의 대형 메탄가스 多촌 연합공급 프로

젝트-따씽 리우민잉 메탄가스발전소의 7촌 연합공급 프로젝트가 정식 준공됨.�이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마을이나 가족을

단위로 하여 건설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베이징 시의 바이오매스 규모화 시범과 응용에 새로운 모식을 제공함.�리우민

잉 메탄가스 7촌 연합공급 프로젝트는 베이징 시의 “녹색가스”가�규모화 실현단계에 진입하는 데 중요한 프로젝트임.

<표 7-2>�칼럼 2:� “11.5”기간의 주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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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기술�서비스�우세성�뚜렷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매스� 등� 영역에서� 시스템의� 집성과� 설비� 결합� 공급,�

전체� 해결� 방안,� 검측� 인증�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단계에� 경쟁력이� 있는� 기술� 서비스�

기업과�중견�기업을�창출해�내었다.�또한�중국기술교역소와�베이징�환경교역소의�수립으로�본�시

의�신에너지�기술교류와�연구개발�성과�도출을위한�양호한�플랫폼을�제공한다.

2.3 정책�법규의�완비,�개발�환경�개선

정책법규체제� 구축� 방면에서� 베이징� 시는� <베이징시� 진흥발전� 신에너지산업� 실시� 방안>,<베이징

시�태양에너지�개발이용�촉진�산업�발전�가속화에�대한�지도의견>,� <열펌프�시스템�발전에�관한�

지도의견>등�중요�정책�규범을�공포하였다.�또한�표준체계�구축�방면에서는�<베이징�시�태양에너

지�열수�시스템�시공�기술�규정>�등�총� 9개의�지방기준을�공포하였다.�조직적으로�양광�학교�창

의� 대회� 등� 일렬의� 활동을� 전개하여� 사회� 전체가� 신에너지� 발전에�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본� 시의� 신에너지와�재생가능에너지�개발이용�및�산업발전은�비록�중요한�진전은�있

었지만,� 개발이용�규모가�자원� 이용가능량을�차지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적다.� 과학기술의�창의

적� 자원�잠재력이�아직�충분히�발휘되지� 못� 했고,� 따라서�정책� 법규� 체제와� 기본�서비스� 시스템�

또한�개선될�필요가�있다.� 부문�연합과�전체�협력의�발전기제는�아직� 형성� 전이고,� “12.5”시기에

서�유력한�조치를�취해,�발전을�가속화�시킬�필요가�있다.

칼럼 3:� “11.5”�본 시에서 공포한 신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규획 및 정책

1.�베이징시 “11.5”시기 에너지발전 및 에너지 절약 규획(2006년12월 발표)

2.�열펌프시스템 발전에 대한 지도의견(2006년5월 발표)

3.� “녹색 베이징”�행동계획(2010-2012년)(2009년3월 발표)

4.�베이징시 진흥발전 신에너지 산업 실시 방안(2009년 10월 발표)

5.�베이징시 태양에너지 개발이용 촉진 산업 발전 가속화에 대한 지도의견(2009년 12월 발표)

<표 7-3>�칼럼 3:� “11.5”�본 시에서 공포한 신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규획 및 정책

3. 형식�및�조건

“12.5”�시기는�베이징�신에너지와�재생가능에너지�발전�가속화의�키포인트가�되는�시기이다.�신에

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발전� 건설은� 새로운� 형태와�요구� 조건을� 맞이하며�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

게�될�것이다.� 신에너지와�재생가능에너지�발전의�가속화는�고효율�저탄소�베이징�에너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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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녹색�베이징”을�건설하는�데�중요한�주춧돌이�된다.� “12.5”�시기는�베이징시가�중국특색세계

도시�건설을�추진하는데�매우�중요한�시기로,�에너지�수요�총량의�지속적�증가와�자원�환경�한계

의� 모순이� 두드러지게� 된다.� 국가는� 재생가능에너지� 이용� 총량을� 에너지소비총량에� 넣어� 계산하

지�않겠다고�밝혔고,�신에너지와�재생가능에너지�개발�이용을�가속화�하는�것은�성장의�잠재력을�

높이고�환경을�개선하여� “녹색�베이징”을�건설케�한다.� 이로서�베이징이�수도로서의�선구자�역할

을�하여�국가�전체가�비화석�에너지�소비를�촉진하는�계기가�되도록�한다.

신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은� 미래� 에너지의� 안전� 운영과� 에너지� 수급� 방식� 다원화의� 중요�

루트이다.�중국특색세계도시라는�목표�실현을�위해�베이징은�반드시�수도의�특색이�있는�신에너지�

이용�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따라서� “12.5”� 시기에�신에너지의�발전�기초를�닦고,�주요�기술의�

연구개발� 축적과� 시범응용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에너지의� 전체� 에너지소비� 구조에서의�

비중을� 높이는데,� 이는� 청정하고,� 안전하고,� 다원적이며� 고효율� 저탄소의� 에너지� 체계를� 강력한�

동력으로�수도�경제�사회발전을�보장하기�위함이다.�

�

신에너지�과학기술의�혁신과�산업�개발의�실현은�수도�경제�발전의�핵심�경쟁력을�증대시키는�중

요한�조치이다.� 현재� 전세계는�녹색과�저탄소를�핵심으로�하는� 새로운� 에너지� 기술�변혁이� 한창

이며,� 신에너지와�재생가능에너지�과학� 기술� 혁신� 수준은� 이미� 국가와� 지방의� 핵심경쟁력이� 되었

다.� 수도� 사회� 경제의� 혁신은� 신에너지와�재생가능에너지의� 객관적� 수요� 증가에� 대한� 전략적� 신

흥산업의�연구개발과�혁신�수준을�높인다.�

제� 2�장�개발�원칙과�주요�목표

1. 개발�원칙

과학발전관과� “인문� 베이징,� 과학기술� 베이징,� 녹색� 베이징”의� 전체� 전략을�중심으로� 신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의�개발이용을�에너지�구조의�최적화�및�수도�혁신�능력�향상에�중요�도구로�삼는

다.� 개발이용� 규모� 수준을� 높이고,� 산업� 서비스� 시스템� 배양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초점으로�

“3+2”프로젝트를� 실시하는데,� 이는� 태양에너지와� 지열에너지� 응용을� 추진하여,� 풍력발전설비와�

신에너지�자동차의�기술�진보와�산업화를�촉진할�수�있다.

바이오매스의�다원화�응용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베이징이�전국�신에너지와�재생가능에너지의�고

급�연구발전�센터와�고급�시범�센터,�고급�제조�센터가�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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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4:�신에너지 “3+2”�프로젝트 건설

“12.5”기간에,�본 시는

Ÿ 신에너지 개발 이용 방면에서 십백천만 신에너지 이용 프로젝트,�국가 녹색 에너지 시범 건설 프로젝트,�고급 기

능구 신에너지 종합 응용 프로젝트 3대 프로젝트를 주로 실시함

Ÿ 과학기술 연구개발 영역에서 국가급 신에너지 연구개발 혁신 프로젝트와 신에너지 산업 기지 건설 프로젝트 2대

프로젝트를 실시

<표 7-4>�칼럼 4:�신에너지 “3+2”�프로젝트 건설

n 시범과�응용을�선두로

신에너지� 중점� 시범� 프로젝트의� 건설을� 추진하여,� 신기술,� 신상품� 산업화와� 응용을� 가속화한다.�

신에너지�산업�발전과�중점�시범�프로젝트�건설을�융합하여� “응용�선두�산업,�산업�촉진�응용”의�

양호한�상호�발전�모식을�형성한다.�

n 자주�혁신,�고급�창조

베이징�시가�보유한�기술연구개발,� 기준�발표,� 설계�자문,� 시스템�집성�등�방면의�우세성을�충분

히�발휘하여�국내외�혁신�자원을� 모아,� 기업을�혁신�주체로�하여� 핵심� 기술과�주요� 설비�산업화

를�가속화한다.�고급�서비스업을�발전시키고,�고급�제조업과�고급�서비스�융합�발전을�꾀한다.

n 정부의�촉진,�시장�주도

정책표준의�시스템을�개선하고�정부�서비스를�강화하여�시장�수요의�신호를�중심으로�산업�발전과�

기술의�진보를�꾀한다.�각종� 시장�주체가�신에너지산업발전에�투자하도록�하는�시장�기제를�구축

하여,�중점�시범�프로젝트�구축을�기점으로�정책�추진,�수요�선도,�시장�구동의�협력을�형성한다.

n 지역별�차이,�민생�주시

각�지역�자원의�장단점에�따라�민생과�관련한�태양에너지,�지열에너지,�바이오매스�등�신에너지의�

개발이용과� 부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도시� 중점� 기능구와� 신도시지구,� 농촌지구의�

신에너지발전을�주시하여,�도시,�농촌�주민의�기본�에너지�이용�조건과�생활의�질을�향상시킨다.

2. 주요목표

2.1 총량�목표�이용

2015년까지� 신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이용� 총량은� 550만� TCE로,� 베이징� 시� 전

체�에너지�소비�총량의� 6%를�차지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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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에너지:�태양광에너지�발전기�발전�용량� 25만� kw;�태양에너지�열수�시스템�집열기�이용�면적�

1050만�평방미터,�새로� 450만�평방미터를�확대한다.

지역� 및� 열펌프� 에너지:� 본� 시의� 지열,� 열펌프(물� 열펌

프,� 토양� 열펌프,� 오수� 열펌프� 등)� 난방� 면적� 5000만�

평방미터,�새로� 2500만�평방미터를�추가한다.�

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 발전기� 발전� 용량� 20만� kw,� 새

로� 17만� kw�추가;�연생산�메탄가스�총량� 3600만�입방미

터,�새로�1800만�입방미터�추가;�바이오매스연료�50만�TCE

생산을�목표로�한다.� �

<그림 7-3>�2015년 베이징 시 신에너지와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 구조

풍력에너지:�풍력발전기�발전용량�30만� kw,�새로� 15만� kw를�추가한다.

2.2 산업�발전�목표

2.2.1�산업�규모�증대

2015년� 까지,� 베이징� 시� 신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부문에서� 1000억� 위안� 수익의� 목표를�

실현하는데,�이는� 2010년�대비�두�배에�해당하는�양이다.

일류�기업�육성,�태양광발전,�광열,�풍력�에너지�영역의�일류�시스템집성과�기술서비스업체를�형성한다.

2.2.2�혁신�시스템의�개선�

번호 과학연구 기구 명칭 위탁 기관 비고

Ⅰ 국가 중점 실험실

1 자동차안전 및 에너지절약 국가 중점 실험실 칭화 대학 신에너지 자동차

2 핵물리 및 핵기술 국가 중점실험실 베이징 대학 핵에너지

3
풍력발전 설비 및 시스템 기술 국가 중점

실험실
국가 전력 연합 동력
기술 유한 공사

풍력에너지

4
전력 네트워크 안전 및 에너지 절약 국가

중점 실험실
중국 전력 과학 연구원 스마트 그리드

Ⅱ 국가 프로젝트 실험실

1 바이오매스 화학 이용 국가 프로젝트 실험실 중국 임업 과학원 바이오매스

2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 국가 프로젝트 실험실 화베이 전력 대학 바이오매스

3 전동차량 국가 프로젝트 실험실 베이징 이공대학 신에너지 자동차

4 특고압 공정 기술 국가 프로젝트 실험실 중국 전력 과학 연구원 스마트 그리드

5 전력 시스템 모방 국가 프로젝트 실험실 중국 전력 과학 연구원 스마트 그리드

<표 7-5>�칼럼 5:�베이징 시 현재 보유 국가급 중점 실험실 일람표



                                                                     ｜BEIJING, CHINA 149

2015년� 까지,� 새로� 6-8개의� 국가급� 신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 실험실� 및� 기술� 연구개발� 플랫폼을�

구축하여,�신에너지�기술과�규범�체계를�개선하고,�시스템�설계,�주요�부품�제조�수준을�향상시킨다.

번호 과학연구 기구 명칭 위탁 기관 비고

Ⅰ 국가 프로젝트 연구 센터

1
공업 보일러 및 민용 석탄 청정 연소 기술 국가

프로젝트 연구 센터
칭화 대학 석탄 청정이용

2 송배전 및 노드 기술 국가 프로젝트 연구 센터 국가 전력 과학 연구원 스마트 그리드

3 정유 공예 및 촉매재 국가 프로젝트 연구 센터 석유 화공 과학 연구원 신에너지 기술

4
가스 터빈 및 가스화 연합 순환 국가 프로젝트 연구

센터
칭화 대학 신에너지 기술

5 석탄층 메탄 개발이용 국가 프로젝트 연구 센터 중연 석탄층 메탄 유한 책임공사 신에너지 기술

Ⅱ 국가 프로젝트 기술 연구 센터

1 국가 신에너지 프로젝트 기술연구센터 베이징시 태양에너지 연구소 태양에너지

2
국가 CWM(Coal�water� slurry)�프로젝트

기술연구센터
석탄 과학 연구 총원 석탄 청정이용

Ⅲ 국가급 기업 기술 센터

1 베이치-푸티엔 자동차 주식 요한 공사 기술센터
베이치푸티엔 자동차 주식

유한공사
신에너지 자동차

2
베이징 Hollysys�시스템 공정 주식 유한공사

기술센터
Hollysys 핵에너지

3 헝요우위엔 과학기술 발전 유한공사 기술센터
헝요우위엔 과학기술 발전

유한공사
지열에너지

4 베이징 베이카이 전기 주식 유한공사 기술센터
베이징 베이카이 전기 주식

유한공사
스마트 그리드

5
베이징 쓰팡찌바오 자동화 주식 유한 공사

기술센터
베이징 쓰팡찌바오 자동화 주식

유한공사
스마트 그리드

<표 7-6>�칼럼 6: 베이징 현재 보유 기술센터 일람표

2.3 공간�구조�목표

2.3.1�“집중�분포,�클러스터�발전”의�이념의�“1현�2구�多기지”�신에너지�공

간�발전�구조�구축

옌칭�국가�녹색�에너지�시범� 현을�제정하고,� 베이징�경제� 기술�개발구�국가�태양광발전�집중�응

용� 시범구를� 제정한다.� 또한� 자격이� 되는� 구(현)이� 국가� 신에너지� 시범� 도시를� 신청하도록� 적극�

추진하여,� 옌칭�베이징�신에너지�산업�기지,� 핑구(平谷)�녹색�에너지�산업�기지�및�따씽(大兴)� 신
에너지�자동차�산업�기지를�개발하도록�한다.�전문화,�특색화된�신에너지�산업단지를�조성한다.

2.4 환경�효용�이익�목표

2015년까지,�베이징�시의�신에너지와�재생가능에너지�이용량은� 550만� TCE를�대체할�것으로�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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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량� 1100만� 톤과� 이산화황� 10만� 톤을� 감축하고� 질산화물질과� 먼지� 등�

배출을�줄이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제� 3�장�시범,�이용�수준의�향상

베이징�시의�신에너지와�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초에�근거,�중앙과�지방�두�정책�플랫폼을�충분히�

이용하여�신에너지�시장�수요를�육성하고,�신에너지�이용�프로젝트(十百千万新能源利用工程),�국가�

녹색�에너지�시범�건설�프로젝트,�고급�기능구역�신에너지�종합�응용�프로젝트� 3대�프로젝트를�중

점으로�실시한다.�베이징이�전국�신에너지와�재생가능에너지�응용의�시범�도시가�되도록�한다.

1. 신에너지�프로젝트�추진

본�시의�신에너지와�재생가능에너지�자원�장단점과�산업�발전�방향을�결합하여�태양에너지,� 지열

에너지,�바이오매스�등�영역에서�지역에�적합한� 9개의�신에너지�주요�프로젝트를�계획,�실시한다.�

1.1 10만� t�바이오매스�연료�프로젝트

“환경� 보전,� 근방� 수납,� 순환이용,� 규모� 발전”의� 원칙에� 따라� 시범� 지역을� 중심으로� 바이오매스�

연료를�개발한다.� 농업폐기물,� 임업폐기물,�음식물쓰레기�등�바이오매스�자원을�활용하여,�자원과�

응용� 조건이�좋은� 지역에�마을� 단위로�난방,� 모판,� 온실하우스�등� 농업� 설비를�바이오매스� 성형�

연료로� 교체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음식물� 쓰레기� 유지로� 바이오디젤과� 에탄올연료� 등�

바이오매스�액체� 연료를� 생산하는�프로젝트를� 실시하여,� 2015년까지� 베이징�바이오매스� 연료�이

용량에� 10만�톤을�추가한다.�

1.2 15만� kW�풍력�발전�프로젝트

“통일� 규획,� 환경� 우선,� 조화로운� 발전”의� 원칙에� 따라,� 옌칭,� 창핑,� 미윈,� 팡샨,� 먼토우고우(延

庆、昌平、密云、房山、门头沟)� 등� 풍력� 자원이� 풍부하고� 전력� 네트워크�조건이� 좋으며� 전력� 부하가�
가까운�구역에�풍력�발전�규모화�발전을�추진한다.�

“분산개발,�집중관리”의�방식에�따라�풍력�발전의�분산식�개발�구축을�추진하는데,� 110kV�및�이

하의�변전소�배치�특징을�결합하고�풍력�자원,�토지,�운송�등�조건을�고려하여�접입�가능한�풍력�

발전�용량을�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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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팅� 풍력발전소� 3기,� 창핑� 칭후이링� 풍력� 태양열� 보완(昌平青灰岭风光互补)� 등� 프로젝트를� 추
진하여,� 2015년�까지�시�전체�풍력�발전�용량�규모를� 30만� kw까지�늘린다.

1.3 20만� kW�바이오매스�발전�프로젝트

자원� 조건에� 따라� 바이오매스� 규모화� 발전� 프로젝트를� 구축하여,� 바이오매스� 발전� 용량을� 확대

하고,�바이오매스�이용과�응용�수준을�높인다.

도시�생활�쓰레기�자원의�에너지화�이용을�추진하고,�청정�고효율�쓰레기�소각과�매립�가스�발전�

프로젝트를� 구축한다.� 또한� 농림� 폐기물이� 집중된� 근교에� 적당한� 바이오매스� 열전기� 연합� 공급�

프로젝트� 구축한다.� 난꿍,� 루쟈산,� 까오안툰2기(南宫、鲁家山,� 高安屯二期)� 등� 쓰레기소각� 발전�
프로젝트와� 아쑤웨이2기,� 류리툰(阿苏卫二期、六里屯)� 등� 쓰레기� 매립가스� 발전� 프로젝트를� 실시
하여,� 2015년�까지�바이오매스�발전�용량을�25만� kw까지�늘린다.

1.4 25만� kW�태양에너지�발전�프로젝트

<베이징�시�태양에너지�개발이용�촉진�산업�발전�가속화에�대한�지도의견>을�구체화하여,�정책보

조,�시장�양성�상호�결합의�원칙과� “국가�태양광에너지�집중�응용�시범구”에�근거한�태양광�발전�

시스템을�구축한다.

공업단지�공장,�대형�정원,�초등·중학교,�공공�응급장소,�폐기�광산�등�적합한�지역에�태양광발전

을�추진한다.� 베이징�경제� 기술�개발구�공업단지� 20조W�태양광발전�지붕�프로젝트와�건축물�일

체화�태양광발전�외벽�시스템을�탐구하고,� “태양광�정원,�태양광�학교”�프로젝트�실시한다.�옌칭�

31조W,� 미윈� 20조W등� 대형�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실시한다.� 2015년까지� 태양광발전� 용량은� 25

만� kw를�초과할�것이다.

1.5 100만�㎡�지열�계단식�이용�프로젝트

칼럼 7:�베이징 이좡(亦庄)� 20조 와트 금빛 태양광발전 지붕 프로젝트

2010년 12월 베이징 이좡 20조 와트 금태양광발전 지붕프로젝트는 국가 “태양광발전집중응용시범구”의 칭호를 받음.�광

발전일체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총투자액 4.6억위안,�총발전용량 20조와트,�설치 위치는 건축물 지붕임.�통계에 따르면,�

현재 이좡의 자동차,�설비 제조,�이동통신,�전자정보,�디지털 티비 등 전문 산업단지에 이용가능한 건축물 지붕 면적은 70

만 평방미터를 초과함.�프로젝트 실시 후,�매년 2272만 kw를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공업 전기 사용량 절정기에 전압

을 완화함.�동시에 매년 약 8179.2� TCE를 절약,� 연기와 먼지 122.7톤 감축,� 이산화탄소 21429.6톤,� 이산화황 179.9톤,�

질산화물 60.5톤 감축의 효과가 있음.

<표 7-7>�칼럼 7:�베이징 이좡(亦庄)�20조 와트 금빛 태양광발전 지붕 프로젝트

“통일�규획,� 순서�개발”의� 원칙에�따라,� 심층�지열�자원�계단식�이용�프로젝트를�추진하고,� 펑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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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지열전(凤河营热田)�자원의�우세성을�활용하여�지열�난방�계단식�이용�프로젝트를�구축,�지열
자원의� “발전—공업이용—열공급—농업이용”의�형식을�만든다.�옌칭�열�공급�규획을�통일하여,�베

이징� 서부의� 열공급�사업을� 실시한다.� 옌칭� 어쉐이허(延庆妫水河)� 북쪽의� 신발전구역에� 지열난방
을�주로�한�복합�열공급�시스템을�구축한다.� �

1.6 1000만�㎡�열�펌프�종합�이용�프로젝트

“재생수와� 발전소� 여열� 열펌프를� 우선적으로� 개발,� 지地원源� 열펌프� 개발을� 촉진”의� 원칙으로,�

중점기능구와�첨단기술단지의�건설에�기초하여�건축물과�일체화된�열펌프�시스템�프로젝트�및�기

타�에너지와�결합한�열펌프�난방(냉방)프로젝트를�실시한다.� 적합한�지역에�석탄(석유)� 보일러�청

정� 개조에�대한�열펌프�시스템을�구축하여,� 에너지�시스템의�대체�촉진한다.� 여열�자원의�에너지

화� 이용을� 목표로,� 타이양꿍(太阳宫)� 발전소� 순환수� 등� 여열� 이용� 난방�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2015년까지�열펌프�난방�면적이�5000만�평방미터에�달하도록�한다.�

1.7 1000만�㎡�태양광열�이용�프로젝트

“쓸�수�있는�것은�모두�쓴다”는�원칙에�따라,�태양광에너지와�건축물의�일체화�설계를�실시하고,�

심사와� 시공을� 일체화�하여� 베이징시� 태양광열� 시스템�응용을� 전면� 추진한다.� 공업생산�중� 태양

에너지의� 고효율� 집중� 열� 이용을� 추진하는�등� 태양광에너지와� 기타� 신에너지를� 결합한�종합적인�

응용을�격려한다.�태양광�열수,�농촌�거주�태양에너지�난방,�태양광�욕실�등�사업을�중점으로�실

시한다.� 2015년까지�태양에너지�열수�시스템�이용면적이� 1050만�평방미터에�달하도록�한다.

1.8 1000만�m³�메탄가스�구역�공급�연결�프로젝트

소도시� 건설과� 신농촌� 건설� 수요를� 결합하여,� 근교의� 가축� 분뇨,� 옥수수대� 신연료� 등� 자원의� 에

너지화�이용을�가속화한다.�대규모�가축�양식장의�도움을�받아,� 옌칭,� 미윈,� 따씽�등�생태함양구

에�지역별�각각�다른�설계로�연합공급과�多마을�연합공급을�위한�중대형�메탄가스�집중�가스�공

급�프로젝트를�실시하여,�농촌지역에�양질의�청정한�취사�연료를�공급한다.

옌칭�현�장산잉,�지우현�및�따위슈�쪈,�따씽�구�장즈잉�쩐,�미윈현�씨티엔꺼좡�쩐� (延庆县张山营
镇、旧县镇及大榆树镇、大兴区长子营镇、密云县西田各庄镇)등� 지역에� 메탄가스� 종합이용� 프로젝
트를�실시한다.

2015년까지�시�전체�바이오매스�가스�공급�가구수는� 10만�가구를�초과할�것이고�연간�메탄가스�

총생산량은�3600만�입방미터에�달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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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0,000대�전동차�보급화�프로젝트

베이징의� 신에너지� 자동차� 발전을� 이용하여,� 신에너지� 자동차� 응용을� 추진함과� 동시에� 전동자동

차기술� 개발과� 시범� 응용을� 가속화한다.� 자동차조립� 통합,� 동력전지의� 연구개발과� 제조� 등의� 영

역에서�한계를� 뛰어넘어,� 충전소� 등� 기초설비� 구축을� 개선한다.� 순� 전동자동차를�공공버스,� 환경

미화� 등� 영역에서� 응용하며,� 전동� 자동차� 택시를� 시범운영해� 개인이� 전동�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보급화한다.�

�칼럼 8:�신에너지 자동차와 전동 자동차

공신부의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 및 상품 허가 관리 규칙>의 정의에 따르면:

신에너지자동차는 비정규적인 자동차용 연료를 동력원으로(혹은 정규적인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되,� 신형동력장치를 사용

한)� 하고,� 차량의 동력제어와 구동 방면에서 전진 기술을 채용하며 기술을 선진시키고,� 신기술,� 신구조를 갖는 자동차를

말함.� 신에너지 자동차는 혼합 동력 자동차,�순전동자동차(BEV，태양에너지자동차 포함),� 연료전지전동자동차(FCEV),� 수

소엔진자동차,�기타 신에너지(고효율저장기,�DME)�자동차 등 각종 상품을 포함.

순 전동자동차는 전력구동을 채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는데,�대부분 차량이 전기 구동을 채용하며,�일부는 전동 발전을 갖

고 있거나,�직접 엔진을 4대의 모터로 전환하는 차량도 있음.�전력 저장 기술이 관건.

<표 7-8>� �칼럼 8:�신에너지 자동차와 전동 자동차

2. 국가�녹색�에너지�시범�프로젝트

높은�수준의�옌칭�국가�녹색�에너지�시범현과�이좡�국가�광발전�집중�응용시범구를�건설하는�것은�

국가�신에너지�시범�도시의�경쟁력을�키우고�시급�신에너지�특색시범�현을�육성하는�의미가�있다.

2.1 옌칭�국가�녹색�에너지�시범현�전면�추진

정책,�자금�확대,�관리�기제와�모식�혁신,�현지�자원의�우세성과�농촌�에너지�이용�수준을�결합한�

중점�시범�프로젝트를�구축하여,� 2015년까지�옌칭�현�신에너지�이용�비율이�현�전체�에너지�소비�

총량의�30%�이상이�되도록�한다.

현�전체� 50%�이상의�주민이�청정�녹색�신에너지를�사용하도록�돕는다.

2.2 국가�태양광�집중�응용�시범구�선정

응용과� 산업이� 상호� 발전하는� 모델을� 구축한다.� 태양광발전� 지붕�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고효율�

광발전�부품,�시스템�집성,�스마트�그리드�등�고급�기술산업�연구개발�제조�수준을�높인다.� 기술

과�발전�모델,�관리�서비스의�혁신을�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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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신에너지�시범현의�제정

“태양광욕실”,� “녹색�가스”�등�에너지�안정�프로젝트를�결합하여�자원� 여건과�발전�여건이�좋은�

현을�선정하여�에너지�응용�범위와�영역을�확대시킨다.

3. 고급�기능구역�신에너지�종합�응용의�실현

고급�산업기능구역의� 에너지� 장단점과�에너지� 수요� 상황을�결합하여�녹색� 저탄소�이념을�강조하

는�태양에너지,�지열에너지�등�신에너지와�재생가능에너지�자원을�활용한다.�산업단지,�건축물,�기

업�간의�에너지�공급�시스템을�규획·설계하여�순환적�고효율�단계적�이용을�실현한다.

미래과학기술도시,�리저�금융상무구,� CBD동쿼구,�하이디엔�북부신구(未来科技城、丽泽金融商务区、
CBD东扩区和海淀北部新区)�등�고급�기능구에�열펌프�일체화�시스템�프로젝트와�기타�에너지�결
합�열펌프�난방(냉방)� 프로젝트를�실시한다.� 구역�내� 새로� 짓는�공용�및� 거주� 건축물에�태양에너

지�열수�시스템을�구축하여,�산업�기능과�결합한�건축물�일체형�태양광발전�프로젝트를�실시한다.�

2015년까지�고급�기능구�신에너지와�재생가능에너지�이용율이�10%�이상에�달하도록�한다.

칼럼 9:� 1현2구

1현:�녹색 에너지 시범현.�국가 에너지국,�재정부,�농업부에서 인정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주요 방식으로 농촌 생활 에너

지를 충당하는 현(시).�전국에 108개,�본 시의 옌칭 현이 그 중 하나.

2구:�광발전 집중 응용 시범구와 국가 신에너지 시범도시.

광발전 집중 응용 시범구는 재정부,�과학기술부,�부동산과 도시 건설부,�국가 에너지국 등 4개부문이 연합하여 명명한 시

범구로,�국가가 국내 광발전 규모화 응용,�전략적 신흥산업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의 중요 조치.�프로젝트는 산업단지,�경

제개발구를 주로 하며,�저압 발전의 형식을 취해 공업 지붕에 건설.�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는 국가가 선정한 13개 시범구

중 하나.

국가 신에너지 시범 도시는 국가 에너지국과 국가재정부에서 명명한 신에너지 종합이용 시범구임.�베이징 시는 현재 이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표 7-9>�칼럼 9:� 1현2구

제� 4�장�혁신,�산업�발전�추진

베이징� 과학기술� 혁신� 자원의� 밀집도와� 고급� 시범응용의� 우세성을� 활용하여� 국가급� 신에너지� 연

구개발�혁신�프로젝트와�신에너지�산업�기지�건설�사업을�실시한다.

“연구개발이� 촉진하는� 응용,� 응용이� 촉진하는� 산업,� 산업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의� 발전� 모델을�

만들어,�베이징시를� “고급�연구개발,�고급�시범,�고급�제조”�센터로�자리매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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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에너지�기술�혁신

�베이징� 신에너지� 산업� 발전의� 우세성과� 현재의� 기초에� 근거하여� 자주혁신을� 강화하고,� 주요� 기

술,�중요�설비,�시스템�집성�능력에서�한계를�넘어서도록�한다.

1.1 태양에너지�고급�기술�연구

태양에너지� 광열분야에서,� 태양에너지� 저온� 열수� 집열,� 고효율� 태블릿� 태양에너지� 집열,� 중온� 광

열�이용,�대규모�태양�에너지�저열�등�영역에�핵심�주요�기술을�개발한다.�조�와트�급�고성능�홈

식,�탑식�태양열발전�시스템�집성�능력을�높인다.

태양광발전영역에서�건축�광발전�시스템,�광발전�마이크로�네트워크�시스템,�대형�발전소�등�시스

템�집성� 기술을�중점�개발하여,� 고효율�저자본�초박형�정질� 실리콘�전지�산업화�부가�기술�부족

을�극복한다.�또,�저자본�고효율,�고수명의�정질�실리콘�태양�전지�연구�개발하고,�다회선�절편기�

등� 정질� 실리콘� 전지� 생산� 주요� 설비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고성능� 발전� 인버터,� 고효율� 축전지�

등�광발전�중요�설비의�기술을�연구,�개발하고�산업화한다.

1.2 풍력발전�설비�시스템�조립�능력�증대

3조� 와트급� 이상의� 풍력발전기,� 발전기� 중요� 제조� 기술,� 발전기� 전기� 제어기술,� 핵심� 부품� 생산�

공업�기술�등을�연구�개발,�산업화를�추진한다.�주요�부품을�국산화하고,�대형�풍력�발전기�부품

의�성능�테스트와�평가�시스템�등�주요�기술을�연구개발하고�설비를�산업화한다.� 풍력발전소�중

앙�제어� 시스템�및� 원격�감시�시스템,�풍력발전�변압�제어�시스템,�발전�제어�시스템,�풍력�발전

소�종합�관리�시스템�등�주요�기술과�생산품을�개발한다.

1.3 신에너지�자동차�산업�발전�가속화

본�시�전동�자동차�영역의�연구개발�자원에�근거한�신에너지�자동차�연구개발�플랫폼을�구축한다.�자

동차�조립� 제어� 시스템,� � 차량� 탑재�에너지�시스템,� 구동� 시스템�등� 3대� 주요� 시스템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고성능�동력전지,�고성능�영구자석전동기와�그�제어시스템,�전동�진공�협조�제동�등�주요�시

스템�및�부품�기업을�양성한다.�이런�일련의�순서를�통해�신에너지�자동차�산업�사슬을�형성한다.�

1.4 지열�에너지�기술�연구�수준�향상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산업� 연맹과� 우수� 기업에� 위탁하여,� 지열에너지와� 기타� 에너지가� 상호� 보완

하는�종합이용시스템�주요�기술의�연구개발과�시스템�집성을�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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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탐사,� 지하� 열교환,� 시스템� 집성,� 스마트� 제어� 등� 주요� 기술을� 개발하고,� 자주적� 지식소유권

을�소유한� 열펌프기술과� 설비를� 연구� 개발한다.� 고효율� 신형� 오수,� 재생수,� 공업여열� 열펌프� 냉.

난방의�연구를�추진한다.�

1.5 바이오매스�에너지�응용�기술�업그레이드

중대형�메탄가스�보온�및�고효율�가열�시스템�집성�능력을�향상시키는�의미에서�바이오매스�가스

화�타르� 처리�등� 중요� 기술의� 연구개발을�계획한다.� 슬러지와�음식물쓰레기�등� 비정규�바이오매

스의� 종합이용기술을� 연구개발한다.� 대형� 고효율� 생활쓰레기의� 소각� 발전,� 매립� 가스� 자원화� 등�

중요� 기술을�연구개발하고�산업화하며,� 바이오매스� 직접� 연소� 기술,� 바이오매스�액화연료� 영역의�

주요�기술을�개발한다.�가축�분뇨의�동절기�저온�발효�기술을�연구개발한다.

1.6 스마트�그리드�주요�기술�연구

IT� 정보�수집� 시스템,� 스마트� 전기�사용�및�측량,� 사용자�분포식� 전원� 및� 저장,� 전동�자동차�충

방전,�쌍방향�서비스�시스템�등�관련�기술의�개발과�응용을�장려하며,�미래기술도시,�옌칭�스마트�

그리드�시범�프로젝트를�구축한다.

2015년�신에너지,�분포식�전원과�현지�공급�발전�운영을�실현하도록�한다.

2. 신에너지�연구�센터�구축

국가�중관춘�자주혁신�시범구(中关村自主创新示范区)� 건설의�기회를�통해,�베이징�신에너지�연구
개발�혁신�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기술� 혁신�플랫폼�건설을�통해� 대형� 연구개발�프로젝트를�수주

하여,�기술�서비스의�수준을�향상시킨다.

2.1 과학기술�성과의�산업화

기업과�학교,�과학�연구소의�협력을�추진하여�광발전,�풍력에너지,� 신에너지�자동차,�스마트�그리

드�등의� 영역에서� 국가� 중점� 실험실� 등� 국가급� 연구개발�플랫폼을� 구축하여�중요� 기술� 개발� 및�

산업발전의�기술�문제를�해결하도록�한다.�

2.2 산업�과학�기술�자원�집성

국가�에너지�풍력� 태양에너지�모방� 및� 테스트� 인증� 기술�중점� 실험실,� 국가�에너지� 비식량� 생물

질원료� 연구개발센터� 등�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국가� 풍력� 발전� 산업� 플랫폼,� 바이오매스�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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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기술센터�등� 국가급�중요� 프로젝트를�수주한다.� 베이징�저탄소� 청정�에너지� 연구소,� 중국� 석

유�과학기술�혁신�기지�건설을�협조하여�신에너지�산업에�과학기술적�기초를�제공한다.

2.3 서비스�플랫폼�구축

각종�기업,�중견�서비스�기구에서�신에너지�영역의�연구개발�설계�시스템�을�지원하여,�국내�최초의�

실험�플랫폼,�시범�센터,�테스트�센터�등을�건설,�산업�혁신능력과�기술�서비스�수준을�향상한다.

3. 신에너지�산업�기지�규모�확대

산업�발전을�확장하고,�신에너지�산업�중점�영역을�중심으로�중점�신에너지�산업기지�구축과�신에

너지산업집중구역을�전문화,�특색화�한다.

3.1 3대�산업�기지�강화�

현상황에�기초하여�보존량을�조정,�증가량�구조를�최적화한다.�차별적�발전�전략을�실행,�중견�기

업과�고급�서비스�플랫폼에�위탁하여�3대�산업�기지를�강화한다.�

태양에너지,�풍력에너지,�스마트�그리드�산업과�응용�시범을�주로�한�옌칭�신에너지�산업�기지와�태양

에너지�초박형�전지를�특색으로�하는�핑구�녹색�에너지�산업�기지,�태양에너지�전지�생산과�고급�설비�

제조�기업을�활용하여�신에너지�자동차�기업을�선두로�하는�순�전동�자동차�전지,�제어�시스템,�전기,�

자동차�조립�제조�등�상하류�산업�사슬을�구축,�베이징�신에너지�자동차�산업�기지를�건설한다.�

3.2 복수의�산업�집중구�육성

국내외� 신에너지� 우수� 기업의� 입주를� 유인하여,�

베이징� 경제� 기술� 발전구� 풍력발전� 산업단지,� 창

핑(昌平)�풍력발전�산업단지,�통저우(通州)�광발전�

산업�기지,�베이징�신에너지�자동차�설계�제조�산

업�기지�등�신에너지�산업�집중구를�개발한다.�이

는� 산업에� 일체화된� 공업� 설계,� 기술� 개발,� 기술

자문,� �정보�서비스,�무역�물류�등�생산성�서비스

업의�발전을�추진하기�위함이다.� 신에너지와�재생

가능에너지의�산업�집중구를�건설한다.� <그림 7-4>�베이징 시 신에너지 산업기지(단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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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0:�베이징 신에너지 자동차 설계 제조 산업 프로젝트 기지

2008년 12월 28일,� 베이징 신에너지 자동차 설계 제조 산업 프로젝트 기지가 정식 인가됨.� 국내 최초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기지임.� 베이징 신에너지 자동차 설계 제조 산업 프로젝트 기지는 60만 평방미터,�총투자액 50억위안,�각종 대체에

너지와 신에너지 객차 5000대,�고효율 절약 발동기 40만대의 연간 생산 능력을 갖춘 전국 최대규모,�최다 품종의 신에너

지 자동차 설계 제조 기지임.�이 기지는 세계 3대 녹색에너지 기술을 보유함:�청정에너지,�대체에너지,�신에너지 기술.�혼

합동력,�순동력,�수소연료,�고효율 절약 발동기 4대 중요 설계 제조 프로젝트 센터 건설 완료.

<표 7-10>�칼럼 10:�베이징 신에너지 자동차 설계 제조 산업 프로젝트 기지

제� 5�장�탐색적�개방과�개발환경�최적화

베이징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자원을�활용하여�과학기술� 혁신�플랫폼의� 건설을�가속화

한다.� 기업,� 연구개발�기구,� 산업�연맹의�혁신능력을�높여,� 표준� 시스템�건설을�강화하고,� 신에너

지�발전�분위기를�조성한다.�산업�연맹�벨트의�작용을�증대시키고,�중요�프로젝트�성과의�전환을�

촉진한다.�

1. 부문별�연동,�협력�추진

1.1 공공�서비스�수준의�향상

본�시의�신에너지�발전�방향에�부합하는�프로젝트에� “녹색�패스”를�부여하여,�부문들이�협조하여�

심사�기한을�줄여�중요�프로젝트가�빨리�투자�생산할�수�있도록�한다.�기술의�선진화와�중요�프

로젝트를�기획하여�신탁과�재산세의�지원을�받도록�한다.

1.2 정책�혁신�능력�강화

국가�지원을�받아�국가�지원�신에너지�발전의�세수,�보조�등�각종�정책을�강화하여,�국가�신에너

지� 산업� 발전� 기금을�조성한다.� 본� 시의� 태양에너지�광열,� 태양광발전,� 신에너지� 자동차,� 신에너

지�발전� 그리드�등� 기술과�산업� 기준을�제정하여,� 조속히� 베이징�시� 신에너지� 통계� 시스템과�총

량�분해�관련�실시�원칙�등의�정책을�발표하도록�한다.

태양에너지� 광열� 시스템� 설치와� 베이징시� 태양에너지� 열수� 시스템� 건축� 응용� 관리방법을� 공포하

여,�재생가능에너지와�건축물�일체화�응용�방면에서�성공을�거둘�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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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준�시스템�및�정부�플랫폼�구축�강화

본� 시�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지열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신에너지� 발전� 등� 신에너지� 기술과�

산업�기준�시스템�제정�사업을�가속화하여,�신에너지�발전�이용�순서를�명확히�한다.

베이징시�신에너지와�재생가능에너지�발전의�온라인�검측�플랫폼을�구축하고,�자원개발의�평가�시

스템을�초보적으로�구축하여�신에너지�개발이용에�과학적�기초를�제공한다.

2. 혁신을�통한�전환�추진

신에너지� 기업이� 국가급(시급)� 프로젝트� 실험실과� 국가급(시급)� 프로젝트� 연구센터,� 기업기술센터�

등�혁신�플랫폼을�구축하도록�지원한다.

국가� 규정에� 따라� 세전� 합산� 등� 세수� 동기부여� 메커니즘으로� 기업이� 자주개발투자� 능력을� 키우

도록� 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촉진시킨다.� 기업의� 기술� 혁신에서의� 지위를� 확립하도록�

하고�수요를�방향성으로�한�신에너지�중요�과학기술�성과�전환�메커니즘을�구축한다.

신에너지�설비� 및�신에너지�기술의�혁신과�도전을�장려하여,� 산업화�발전을�실현한다.� 최초�구입,�

예약�구입,�최초�중요�기술설비�실험과�시범�프로젝트�응용�보급화�등의�방식으로�베이징시의�중

요�건설�프로젝트,�시범�프로젝트에서�응용한다.�

3. 플랫폼�건설,�서비스�증진

신에너지�중견� 서비스�플랫폼과�신에너지�기술�교휴�협력�플랫폼,� 육성�플랫폼을�구축하여,� 신에

너지�산업�연맹의�벨트�작용을�증대시킨다.

제� 6장�메커니즘�개선,�보장계획�실시

1. 조직�리더의�분업�강화

신에너지와�재생가능에너지�발전의�조직�리더의�역할을�강화하여,�본�시의�에너지와�경제�운영�조

절�선두�기구�등이�협력�하여�책임을�나누고�관련�부문을�연계하도록�한다.�부문,� 지역,� 기업�신

에너지발전의�협력�연동�메커니즘을�구축한다.�책임의�분산과�감독�검사�역량을�강화하여,�신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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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재생가능에너지의�발전을�가속화한다.

2. 신에너지�발전�자금�통로�확장

국가지원�신에너지�발전의�세수,� 보조�등�각종�정책을�구체화하고,�국가�신에너지�산업발전�기금

을�획득한다.�정부�자금의�선도와�작용을�발휘,�직접�투자,�보조,�할인액,�자본금�주입�등의�방식

으로�신에너지�시범�프로젝트,�산업�기지�건설,�주요�연구개발,�기술개조�프로젝트의�자금�지원을�

강화한다.�중소기업의�금융�서비스�플랫폼�구축,�중소기업�융자�통로를�확장하는�등�신에너지�자

금�이용의�새로운�방식을�탐구한다.

3. 각종�인재�육성

베이징� 고등� 교육기관에서� 신에너지� 관련� 전공을� 개설하도록� 장려하고,� 본� 시� 신에너지� 중점� 영

역,�중점�직종�고급�실용형�인재를�양성한다.�인재�양성�통로를�확장하고,�신에너지�영역�고급�인

력을�본�시�중점�영역�인력�리스트에�넣어,�신에너지�중점�영역�고급�설계�인력,� 경영�관리�인력,�

고급�기능�인력을�도입하도록�한다.

4. 양호한�사회적�분위기�조성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신문�등� 여러�방식을�활용하여,� 신에너지�계획� 및�관련� 지식을�선전하

고�보급화�한다.�신에너지�이용이�학교와�지역사회,�서민가정에�보급화되고�사회�전체,�특히�청소

년의�신에너지� 이용� 인식을� 높이도록하여,� 녹색� 소비� 이념을� 선도하고�사회전체가�신에너지를�중

시하는�양호한�분위기를�조성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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