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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도시 사례 요약∥

온실가스 감축(총괄) 

도시명 감축 목표 목표연도(년) 기준연도(년) 달성률

도쿄1) 30% 2030 2000 -4.2%(2017)

뉴욕 40%, 100%2) 2030, 2050 2005 17%(2017)

파리3) 30%, 50%, 100% 2020, 2030, 2050 2004 6.3%(2014)4)

베를린5) 40%, 60%, 85% 2020, 2030, 2050 1990 33.3%(2015)

런던 40%, 60%, 100% 2020, 2025, 2050 1990 31%(2016)

<표 요약-1> 도시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생산(총괄) 

도시명 생산 목표 도달연도(년) 달성률

도쿄 20%, 30% 2024, 2030 14.1%(2017)

베이징 8%6) 2020 6.6%(2015)

뉴욕 50%, 100% 2030, 2040 27%(2019)

파리 25%, 45%, 100% 2020, 2030, 2050 17%(2017)

런던7) 15% 2030 2%(2016)

<표 요약-2> 도시별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

전력자립률(총괄) 

도시명 전력자립률 목표 도달연도 달성률

파리8) 8%, 10%, 20% 2020, 2030, 2050 5%(2014)

<표 요약-3> 도시별 전력자립률 목표

1) 에너지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 2000년 대비 38% 감축, 2017년 현재 23% 감축을 이룸

2) 뉴욕의 탄소중립은 도시 내 온실가스 감축 80%와 크레딧 구입 20%를 의미하며, 파리의 탄소중립은 도시 내 온실가스 감축 

100%와 간접배출된 온실가스를 크레딧으로 구입하는 것을 의미

3) 에너지 감축목표는 2004년 대비 2020년까지 25%, 2030년까지 35%, 2050년까지 50% 감축, 2014년 7%를 이룸

4) 이는 국제 표준화 기준인 GPC 방법으로 계산할 경우 감축률을 말함. 파리는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이 직접 개발

한 ‘Bilan Carbone®‘ 방식의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법을 위주로 사용하며 이를 통한 감축률은 약 10%이며 목표치도 2020년

까지 25%,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로 달라짐

5) 베를린은 온실가스 전체가 아닌 CO₂ 감축 목표 설정

6) 2015년에 비해 35%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620만톤 표준 석탄의 발전량과 동일

7) 재생에너지와 지역 열 난방이 에너지수요의 15% 달성

8) 전력자립률과 비슷한 개념으로 도시내 재생에너지 생산비율을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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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도 요약 ●

비전

 저탄소, 쾌적성, 방재력을 갖춘 스마트 에너지 도시 실현

 에너지 절약 대책 및 에너지 관리 추진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확대

 수소 사회 실현

관련 지표

 2030년까지 2000년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

 2030년까지 2000년 대비 최종에너지 소비량 38% 감축

 2030년까지 도쿄도 내의 전력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까지 향상

현황

 CO₂ 배출량은 2017년 기준 상업부문 43.6%, 가정부문 29.3%, 

수송부문 16.8%, 산업부문 7.3%, 폐기물 3.0%로 구성됨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2017년 기준 상업부문 39.4%, 가정부문 

31.5%, 수송부문 21.0%, 산업부문 8.1%로 구성됨

가정

29.3%

상업

43.6%

수송

16.8%

산업

7.3%

폐기물

3.0%

부문별 CO2 배출 비중

   

가정

31.5%

상업

39.4%

수송

21.0%

산업

8.1%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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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후변화의 위험과 실제 피해가 커지고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도쿄도는 2010년에 

배출권 거래제를 선행적으로 실시하는 등 발 빠르게 저탄소 도시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온

실가스 배출 제약이 강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도쿄의 활력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하

려면 도쿄의 기업 활동과 도시 계획을 저탄소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3월 도쿄도는 환경기본계획을 개정하고 저탄소·쾌적성·방재력의 세 가지 목적을 갖춘 스마

트 에너지 도시의 창조를 이념으로 내걸었다. 구체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 정책 분야가 있다. 첫째로 

에너지 절약 대책 및 에너지 관리 추진, 둘째로 재생가능에너지 도입의 확대, 셋째로 수소 사회의 

실현이다. 또한 2030년까지 2000년 대비 도쿄의 에너지 소비를 38% 절감,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한다는 야심 찬 목표를 밝혔다. 이는 2015년에 체결된 COP21 파리협정에서 내거는 ‘금

세기 후반에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제로로 한다.’라는 목표를 도쿄도 따라가겠다는 것을 의미

한다. 도민, NPO, 사업자, 타 지자체와 해외 대도시와도 연계하며 ‘제로 배출 도쿄’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실천을 전개하고 있다.

2. 현황 및 목표

2.1.  비전 및 목표

2016년 3월에 수립된 환경기본계획 2016에서 제시한 비전은 저탄소·쾌적성·방재력을 갖춘 스마트 

에너지 도시 실현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세 가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첫째로 에너지 절약 

대책 수립 및 에너지 관리, 둘째로 재생가능에너지의 도입 확대, 셋째로 수소 사회 실현을 위한 노

력이다. 이를 통해 도시에서 최소한의 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 등 탄소중립에너지를 사용하여 쾌적

하게 생활할 수 있는 탈탄소형 에너지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도쿄도 환경기본계획의 최종 목표이다.

1) 기존의 에너지 절약 대책 및 에너지 관리 추진 정책 강화

도쿄도는 그동안 대규모 사업장에는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지구온난화대

책 보고서 작성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에너지 진단 및 절약, 저탄소 벤치마킹 등에 대한 정보·노하

우를 제공해 왔다. 동일본 대지진 후에는 심각한 전력 부족을 겪었다. 이를 계기로 에너지 이용의 

고효율화 및 최적화를 도모하는 에너지 관리 및 열병합 시스템(CGS) 등의 자립 분산형 전원을 확대 

보급해오고 있다. 이러한 기존 노력을 앞으로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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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생가능에너지의 도입 확대

2012년 7월에 중앙정부가 수립한 재생가능한 전력 고정가격매입제도(FIT, Feed in Tariff)와 함께 

도쿄도는 계통 부하의 경감이나 지역 방재력 향상에 공헌하는 자가 소비형 재생에너지의 확대에도 

독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태양열이나 지열 등의 열 이용과 같은 지역 내 재생가능에너지의 

도입을 확대하고자 한다.

3) 수소 사회의 실현

수소 에너지는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공급원이 다양하며, 높은 경제적 파급 효과 및 방재 효과가 

있다. 도쿄도는 수소 에너지의 많은 장점들에 주목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2015년에는 연료전지 자동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정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금을 설립하였으며 다양한 보조금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위해 도

쿄도는 수소 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환경기본계획 2016’에 제시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에너지 절약 대책 및 에너지 관리 분야 2030년까지 도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 대비 

30% 감축 목표(산업·상업부문에서 약 20% 감축, 가정부문에서 약 20% 감축, 수송부문에서 

약 60% 감축)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 2000년 대비 38% 감축 목표(산업·상업부문에서 약 30% 감축, 가

정부문에서 약 30% 감축, 수송부문에서 약 60% 감축)

 2030년까지 도쿄도 내 차세대 자동차9) 보급 비율 승용차에서 80% 이상, 화물차에서 10% 이

상 보급. 상업용 열병합 발전 시스템의 도입 2024년까지 60만㎾, 2030년까지 70만㎾로 증가

 도쿄도 내의 재생가능에너지에 의한 전력 사용 비율 2024년까지 20%, 2030년까지 30%로 향상

 태양광 발전 설비 2024년까지 100만㎾, 2030년까지 130만㎾ 보급. 2020년까지 도쿄도 소유 

시설에 태양광 발전 시설 2만2천㎾ 증설 목표

 도쿄도 내 연료전지 자동차 2020년까지 6,000대(연료전지 버스 100대 이상), 2025년까지 10

만대, 2030년까지 20만대 보급. 수소충전소는 2020년까지 35기, 2025년까지 80기, 2030년

까지 150기 건설 목표. 가정용 연료 전지 보급은 2020년까지 15만대, 2030년까지 100만대 

확대

2.2. 도쿄도의 에너지 현황

도쿄의 최종 에너지 소비는 2005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2017년의 에너지 소비는 620PJ(속보

치 기준)로 2000년 802PJ에 비해 약 23% 감소했다. 부문별로는 2000년도 대비 산업·상업부문에

9) 차세대 자동차에는 연료 전지 자동차, 전기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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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8%, 수송부문에서 49% 감소했으며, 가정부문에서는 5.2% 증가했다.

자료: 도쿄도 환경국

<그림 1>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그림 2>과 같이 도쿄의 2017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6,482만톤CO2(잠정치)이다. 2000년도 

6,220만톤CO2에 비해 약 4.2% 증가했지만 2012년도부터 감소 추세에 있다. 에너지 소비가 감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도쿄에 공급되는 전기의 CO₂ 배출계수10)가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소비로 인한 이산화탄소는 2000년도 대비 1.8% 감소했다. 

그 중 산업·상업부문에서 9.3%, 가정부문에서 33%, 폐기물부문 47% 증가했으며, 수송부문에서는 

44% 감소했다. 기타 온실가스부문에서 HFC류의 증가로 95% 증가했다.

주: 2017년은 속보치

자료: 도쿄도 환경국

<그림 2> 도쿄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 및 CO₂ 배출량 추이

10) 전기의 CO₂ 배출계수는 전기 1㎾h 당 얼마나 CO₂를 배출하는지를 나타내는 값



TOKYO, JAPAN 9

2017년 도쿄에 대한 전력 공급에 따른 CO₂ 배출량은 3,699만tCO₂eq에서 CO₂ 배출계수는 0.471

이었다. 재생가능에너지 공급량의 증가 등으로 2013년을 정점으로 모두 감소하고 있다. 도쿄에 대

한 재생가능에너지 공급량은 93억㎾h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로 발전된 도쿄도 내 

전력 사용량은 112억㎾h로 추정된다. 도쿄의 2017년도 전력 소비량은 약 792억㎾h이기 때문에 도

쿄의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사용 비율은 약 14.1%에 해당한다.

<그림 3> 도쿄도의 재생가능에너지 공급량

3. 주요 사업

3.1. 에너지 공급

 3.1.1. 전반적인 정책

1) 민관 연계 재생가능에너지 펀드

도쿄도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도입 촉진이나 동북지방의 광역적인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민관 연계 재

생가능에너지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도쿄도 내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사업에 투자하는 ‘도내 투자 

촉진 펀드’와 도쿄전력 및 도호쿠전력 관내 지역의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는 ‘광역형 펀드’가 

있다. 도쿄도는 도내 투자 촉진 펀드에 2억 엔, 광역형 펀드에 10억 엔을 출자하며 펀드 전체 규모

는 약 100억 엔이다. 주로 태양광 발전 사업에 투자되고 있다. 민관 연계 재생가능에너지 펀드의 

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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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민관 연계 재생가능에너지 펀드 구조

2) 에너지 환경 계획서 제도

도쿄도는 도교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 사업자에게 전기의 CO₂ 배출계수 감축과 재생가능에너지의 

도입에 대해 자주적인 목표설정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에너지 환경 계획서 제도’를 2005년부터 실

시하고 있다. CO₂ 배출계수의 감축을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쿄에 공급되는 전기의 환경성 향

상을 도모하며 이러한 사업자의 활동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수요자가 환경에 배려한 사업자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16년 4월부터 전국 단위에서 시작된 전력 소매 시장 자

유화로 인해 국가등록을 받은 소매 전기 사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2017년 대상 사업자 수는 160

명에 이르 다.

3) 지산지소형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확대 사업

2012년 7월에 정부가 재생가능에너지의 고정가격 매입 제도(FIT)를 시작했기 때문에 재생가능에너

지 도입의 장애물이었던 비용 문제는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자가 소비형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시

설은 FIT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도쿄도는 자가 소비형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설비 및 재생가

능에너지 열 이용 설비를 도쿄에 설치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지산지소(地産

地消)형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확대 사업’을 2016년에 시작하여 2020년까지 계속되고 있다. 중소기

업은 사업비용의 2/3 이내(상한 1억 엔), 기타는 사업비용의 1/2 이내(상한 7,500만 엔)의 보조금

을 받을 수 있다. 4년간의 총 예산은 24억 엔이다. 보조 대상 설비와 요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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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세부 항목 요건(복수 있는 경우 모두 충족해야 함)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설비

태양광 발전 발전출력이 5㎾ 이상

풍력 발전 발전출력이 1㎾ 이상

소수력 발전 발전출력이 1㎾ 이상 1,000㎾ 이하

지열 발전 없음

바이오메스 발전
 바이오메스 의존율이 60% 이상

 발전출력이 10㎾ 이상

축전지

 자가 소비형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설비와 함께 도입

 전력 계통에서의 전기보다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설비에서 전기를 

우선적으로 축전

재생가능에너지

열 이용 설비

태양열 이용 집열기 총 면적이 10㎡ 이상

온도차 이용 열 공급 능력이 10㎾ 이상 또는 36MJ/h 이상

지열 이용
 온기, 냉기, 온수·냉수, 부동액의 유량을 조절하는 기기를 갖춤

 히트 펌프를 설치하는 경우 열 공급 능력이 10㎾ 이상

바이오메스

열 이용

 바이오마메 의존율이 60% 이상

 바이오마메 열병합 설비의 경우 발전출력이 10㎾ 이상

바이오메스

연료 제조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 또는 바이오매스 열 이용 설비와 함께 도입

 바이오매스 의존율이 60% 이상

－메탄 발효 방식의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1. 가스 제조량: 100Nm3/일 이상

 2. 저위 발전량: 18.84MJ/Nm3（4,500kcal/Nm3）이상

－메탄 발효 방식 이외의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1. 제조량

  ·고형화: 150kg/일 이상

　·역화: 100kg/일 이상

　·가스화: 450Nm3/일 이상

 2. 저위 발전량

  ·고형화: 12.56 MJ/kg（3,000kcal／kg）이상

　·역화: 16.75MJ/kg（4,000kcal/kg）이상

　·가스화: 4.19MJ/Nm3（1,000kcal/Nm3）이상

<표 1> 지산지소형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확대 사업의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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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생가능에너지 그룹 구매 촉진 모델 사업

도쿄도는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의 구입 희망자를 모집해서 일정량의 수요에 맞춰 가격을 절감하고 재

생가능에너지 전력의 구입을 촉진시키는 국내 최초의 시범 사업 ‘재생가능에너지 그룹 구매 촉진 모

델 사업’을 2019년 7월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판매하는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은 30%이며, 판매 

가격은 일반 가정의 표준 가격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3월까지로 

예정되어있다. 도쿄도는 사업비용 중 첫해 홍보활동비로 1,000만 엔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게 보

조를 한다. 재생가능에너지 그룹 구매 촉진 모델 사업의 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 5> 재생가능에너지 그룹 구매 촉진 모델 사업의 틀

3.1.2. 태양광 발전

1) 도쿄 태양열 지붕 대장

도쿄 태양열 지붕 대장(台帳)이란 건물마다 일사량을 예측하고 태양광 발전 설치 적합도와 설치 가

능 시스템 용량(추정)과 예측 발전량 등을 표시하는 인터넷 지도이다. 2014년 3월부터 공익재단법

인 도쿄도 환경공사에 공개되어 있다. 또한 상담 창구를 설치하여 태양광 발전 설치를 고려하고 있

는 도민의 불안과 의문 해소에 대응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초 지자체와 연계하며 태양광 발전 시스

템과 태양열 이용 시스템 설치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2) 솔라 카 포트 보급 촉진 모델 사업

도쿄도 환경공사는 2015년부터 도쿄도 내 주차장 상부 공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솔라 

카 포트 보급 촉진 모델 사업'을 도쿄도와 협력해서 추진해왔다. 솔라 카 포트를 확대해 나가는데 

있어 시장이 아직 발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비용이나 입지 면에서 과제가 많다. 이에 환경공사가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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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카 포트 시설을 건설하고 유지 및 관리함과 동시에 각종 과제의 해결을 위한 검증과 향후의 보

급 확대 시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3) 버스 정류장 태양광 패널 등 설치 촉진 사업 및 역사의 태양광 패널 등 설치 촉진 사업

2017년부터 도쿄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태양광 패널과 축전지를 동시에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설치

비용의 3/4을 보조하는 ‘버스 정류장 태양광 패널 등 설치 촉진 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2018년부터 

역사(驛舍)에 태양광 패널과 축전지를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역사의 태양광 패널 

등 설치 촉진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비의 2/3을 보조하며 역사 1개당 2억 엔의 상한액이 있다.

<그림 6> 도쿄도가 설치한 솔라 카 포트 <그림 7>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4) 하하지마의 재생가능에너지 100% 전력 공급 실증 사업

도쿄도는 오가사와라(小笠原) 촌과 도쿄전력 파워그리드 주식회사와 ‘제로 배출 아일랜드’ 실현을 위

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가사와라 촌 하하지마(母島)(인구 약 470명)에 재생가능에너지 100% 전력 

공급을 위한 실증 사업 협정을 체결했다. 하하지마에 태양광 패널과 축전지를 설치하고 1년 중 반년 

은 태양광만으로 전력 공급을 할 계획이다. 태양광 패널이 자연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한 뒤 이르면 2022년 말에 실증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실증기간은 3년을 

예상하고 있다. 실증 후에는 태양광 발전의 전력 공급을 계속함과 동시에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계

속 도모할 것이다.

 3.1.3. 지열

도쿄도는 지층과 지하수 등을 분석하고 채열 가능량을 지점마다 색으로 분류한 ‘지열 잠재력 지도’

를 2015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지열 이용의 효과를 알기 쉬운 형태의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도민 및 

사업자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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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지열 잠재력 지도

3.1.4. 수소 에너지

1) 도쿄도 수소 사회·스마트 에너지 도시 만들기 추진 기금

수소 에너지는 이용 단계에서 물 밖에 배출하지 않는 환경성능, 에너지 공급원의 다양화, 높은 경제

적 파급 효과 및 재해 발생 시 독립적인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들이 있어서 이 

보급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도쿄도는 2014과 2015년에 ‘수소 사회의 실현을 향한 도쿄 전략회의’ 

및 ‘추진회의’를 각각 설치하고 정책 목표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등을 논의했다. 또한 구체적

으로 2015년에 400억 엔의 ‘도쿄도 수소 사회·스마트 에너지 도시 만들기 추진 기금’을 설립하고 

연료전지 자동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정비를 재정 지원하는 정책을 강구했다. 각종 수소 도입 촉진 

사업은 다음과 같다.

  

사업명 내용 보조 금액

연료 전지 자동차 도입 

촉진 사업 

도내에 사업소를 소유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 연료전지 자동차 구입 보조
국가의 보조의 1/2

연료전지 자동차 용 

외부 급전장치의 도입 

촉진 사업

도내에 사업소를 소유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 외부 급전 장치 구입 보조

구입 금액의 1/2

(상한 40만 엔)

연료전지 버스 도입

촉진 사업  
버스 사업자에 연료 전지 버스 구입 보조

비용의 2/3에서 2,000만 엔을 제외한 금액

(상한 5,000 만 엔)

사업소용 재생가능에너지 

유래 수소 활용 설비 도입 

촉진 사업   

도내 사업소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활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설비 설치비 보조

설비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1/2

(50N㎥/일 이상: 최대 3억 7,000만 엔)

(50N㎥/일 미만: 최대 1억 엔)

수소를 활용한 

스마트 에너지 구역 형성

추진 사업

도내 건축물에서 수소 활용 설비를 

도입하는 사업자에 설치비 보조

국가와 도쿄도의 보조액을 합하며 보조 대상 

경비의 2/3 이내

(도쿄도 보조 상한 3억 3,300만 엔)

<표 2> 수소 에너지 도입 촉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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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원을 통해 연료전지 자동차 및 버스, 가정용 연료전지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2018년 9월 

기준, 도쿄도가 운영하는 연료전지 버스 5대이다. 또한 2018년 3월 기준, 도내에 가정용 연료전지

는 약 4만 6,000곳에 설치되어 있다.

<그림 9> 도쿄도에서 운영하는 수소 연료전지 버스

    

<그림 10> 도쿄도에 있는 수소충전소

연료전지 자동차의 보급에 필수적인 수소충전소는 2018년 9월 기준으로 도내에 14개가 설치되어 

있다. 보급에 있어서 비용 및 수익성에 과제가 있을 뿐 아니라 주요 도로와의 거리 개선을 비롯한 

과감한 규제완화가 요구되고 있다. 당분간은 도심부, 올림픽·패럴림픽 경기장이 모여 있는 구역과 

선수와 대회 관계자를 위한 수송 도로에 중점적으로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도쿄도는 수소충

전소의 정비 또는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정비비용 및 운영비의 보조를 실시하는 ‘수소충전소 설비 

등 도입 촉진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조 대상 보조 금액

정비비용

정치(定置)식: 국가와 도쿄도의 보조를 합해서 비용의 4/5(중소기업은 전액 보조)

이동식: 국가와 도쿄도의 보조를 합해서 전액 보조

연료전지 버스: 국가와 도쿄도의 보조를 합해서 전액 보조(도쿄도 보조 상한: 3억 5,000만 엔)

운영비
토지 임차료의 1/3

토지 임차료를 제외한 운영비: 대기업은 상한 500만 엔, 중소기업은 최대 1,000만 엔

<표 3> 수소충전소 설비 등 도입 촉진 사업 세부 내용

2)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한 수소 활용

2020년 도쿄 올림픽 선수촌에서 대회 종료 후,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BRT11)와 연료전지 자동차

에 대한 수소 공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 파이프라인과 차세대 수소 연료전지 등 신기술의 

도입을 검토하며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수소 공급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소 사회 실현을 위한 모델

을 제시한다. 주택가에도 연료전지의 설치로 전력 자급률을 높이고 에너지의 지산지소와 저장으로 

11) BRT는 ‘Bus Rapid Transit’의 약자로 굴절버스, 버스 전용도로, IC 카드시스템, 도로 개량 등으로 인해 철도 못지않은 기

능을 가지며 유연성을 겸비한 버스를 기반으로 한 도시 교통 시스템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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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시에도 자립할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한다.

3) 정보제공 및 홍보 등 기타 활동

도쿄도는 2016년 5월에 후쿠시마현, 국립연구개발법인 산업기술 종합연구소 및 도쿄도 환경공사와 

제휴 협정을 체결했다. CO₂ 프리 수소의 활용에 대한 공동 연구에 임함과 동시에 환경 행사 등에서 

후쿠시마현의 수소·재생가능에너지 시책과 도쿄도의 수소 사회 실현을 위한 실천을 서로 소개하는 

등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민을 대상으로 수소 에너지에 대한 이해 촉진을 위한 세미나와 심

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수소 에너지를 활용하는 의의, 수소의 안전성과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2016년 7월에는 수소 정보관 ‘도쿄 스이소미루’가 개

관되었다.

<그림 11> 도쿄 스이소미루

2017년 11월에는 대학, 협회, 민간단체와 도내 기초 지자체들과 함께 ‘Tokyo 수소 추진팀’을 출범

했다. 2019년 4월 기준 118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선진 사례의 정보공유, 공통 정보 발신 등 

많은 민관단체들과 함께 수소 보급을 위한 활동을 널리 전개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에게는 규제완

화와 지속적인 재정 지원, 제조과정의 저탄소 수소 조기 보급 에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3.2. 건물부문

3.2.1. 가정부문

1) 전반적인 정책

가정부문에서 배출되는 CO₂는 도내의 CO₂ 배출량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다. 도쿄도는 가정의 에

너지 절약 실천 확대를 위해 에너지 절약 어드바이저에 의한 호별 방문 상담, 에너지 절약 진단원에 



TOKYO, JAPAN 17

의한 에너지 절약 진단 등의 실시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에 관한 정보와 실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백열전구 또는 전구형 형광등 1개를 도쿄도가 등록한 지역 가전 상점이나 양판점에 가져가면 

LED 전구 1개를 무료로 교환함과 동시에 에너지 절약의 조언을 하는 ‘LED 에너지 절약 운동 추진 

사업’을 2018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실시했다.

2) 가정의 에너지 이용 고도화 촉진 사업

보다 수준이 높은 에너지 절약 시스템 보급에 있어서는 가정의 에너지 소비량 감소 및 비상시의 자

립성 향상을 목적으로 축전지 시스템, Vehicle to Home 시스템, 가정용 연료전지 및 태양열 이용 

시스템의 도입에 대해 보조하는 '가정의 에너지 이용 고도화 촉진 사업'을 2016년부터 시작했다. 신

청기간은 2016부터 2019년으로 보조 총액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47억 엔이다. 보조 내용

은 다음과 같다.

대상 기기 보조율 상한액

축전지 시스템

기기의 1/6

(영수(領收)일이 2019년

3월 31일 이전)

4만 엔/㎾h

(24만 엔/호까지)

기기의 1/2

(영수일이 2019년 4월 1일 이후)

10만 엔/㎾h

(60만 엔/호까지)

Vehicle to Home

시스템

기기의 1/8

(영수일이 2019년 3월 31일 이전)
5만 엔/대

기기의 1/2

(영수일이 2019년 4월 1일 이후)
30만 엔/대

가정용 연료전지 기기의 1/5
10만 엔/대(단독주택)

15만 엔/대(공동주택)

태양열 이용 시스템 기기 비용과 공사비의 1/3

6만 엔/㎡

24만 엔/대(단독주택)

15만 엔/대(공동주택)

<표 4> 가정의 에너지 이용 고도화 촉진 사업

3) 기존 주택의 고단열 창 도입 촉진 사업

열 출입이 큰 창문의 단열 촉진을 위해 단독·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관리조합을 대상으로 기존 주

택에 고단열 창으로의 교체를 지원하는 '기존 주택의 고단열 창 도입 촉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 비용의 1/6(상한 50만 엔)을 도쿄도가 보조한다. 신청 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 보조금 

총액은 24.75억 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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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도쿄도 아파트 환경성능 표시제도

3.2.2. 도시계획 정책

1) 건축물 환경 계획서 제도

도쿄도는 2010년부터 건축물 환경 계획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연면적 5,000㎡를 초과하는 건축물

의 신축 또는 증축 시, 건축물 환경 배려의 전체적

인 계획을 제시한 건축물 환경 계획서의 제출을   요
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쿄도가 이를 공표함으로써 

환경을 배려한 수준 높은 건축물이 평가되는 시장의 

형성과 새로운 환경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목

적이다. 환경배려 항목은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자원의 적정이용’, ‘자연환경 보전’ 및 ‘열섬현상의 완화’ 4개 부문이다. 또한 1만㎡ 이상의 신축 또

는 증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단열 성능과 설비 시스템의 에너지 절약 성능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 성능 평가서 제도’를 도입해 신축 건축물의 

매매와 임대차 때에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에너지 절약 성능 평가 교부를 의무화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 환경 계획서의 대상은 연면적 5,000㎡를 초과하며 2,000㎡ 이상의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이며, 신축·증축에 있어 판매와 임대 광고에 아파트 환경성능을 제시한 라벨 표시를 

의무화하는 ‘아파트 환경성능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건물의 단열성, 설비의 에너

지 절약 성능, 태양광·태양열 건물의 수명 등으로, 3단계 평가를 실시한다.

2) 스마트 에너지 구역 형성 추진 사업 및 중소 사업소를 위한 열전 에너지 관리 지원 사업’

도쿄도에서는 도시가스를 사용해서 전기와 열을 동시에 만드는 고효율 열병합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

하고 있다. 전기와 열을 여러 건물 간에 다방면으로 이용하는 활동 등에 대한 보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 에너지 구역 형성 추진 사업’과 ‘중소 사업소를 위한 열전(熱電) 에너지 

관리 지원 사업’이 있다. 스마트 에너지 구역 형성 추진 사업은 에너지 관리의 실시, 재생가능에너지 

설비 등의 도입 및 이재민을 위한 임시 체류 시설 확보 등을 조건으로 열·전기를 건물 간에 융통하

기 위한 열전 융통 인프라(열 도관, 전력선 등) 및 열병합 시스템에 대해 보조하는 것이다. 보조금 

교부 기간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로 총 55억 엔이다.

일례로 아로마 스퀘어 빌딩의 지역 냉난방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오타구(大田区) 아로마 스

퀘어 구역(19,895㎡)에 있는 사무실이나 공공시설의 에너지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다. 지역 전체의 

고도 방재화를 목표로 하는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도쿄가스와 오타구를 비롯한 민관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고효율 및 BOS(Black out start）기능12)을 갖춘 가스 엔진 CGS(930㎾) 두 

대를 도입하였다. 발전효율 및 폐열 이용률을 합한 종합 효율은 61.3%였다. 이후에도 가스·전기·열 

믹스를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과 CO₂ 감축에 공헌할 계획이다.

12) 정전 시에 외부 전원 없이 엔진을 기동·공급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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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사업소를 위한 열전 에너지 관리 지원 사업은 열병합 시스템(연료전지 등)을 도입하고, 중소 

규모 의료·복지 시설 및 목욕탕에 ESCO 사업을 활용한 전기 및 열에너지 관리를 실시하는 것 등

의 조건으로 에너지 발전 기기(축전지 설비와 연결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 및 에너지 절약 기기

(LED 조명기구, 공기 조화 설비)에 대해 보조하는 것이다. 보조금의 교부 기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로 총액은 30억 엔이다.

3) 지역의 에너지 유효 이용에 관한 계획 제도

대규모 도시 개발의 경우 ‘지역의 에너지 유효 이용에 관한 계획 제도’를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

다. 지역 내 1개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 중에서도 신축 건물의 연면적 합계가 5만㎡가 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개발 사업자에게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성능 목표치 설정, 에너지 절감 및 

재생에너지 도입 검토, 지역기반의 냉난방 도입 검토가 포함된다.

3.2.3. 도쿄도청의 실천

도쿄도는 도청을 비롯한 도 소유 시설에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책을 실시해왔으며 2016년 3월에는 

‘스마트 에너지 도청 행동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을 통해 지사·부국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

년 대비 2019년까지 25%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 소비량을 2000년 대비 25% 감축, 

재생가능에너지(태양광 발전) 4,200㎾ 신규 도입을 목표로 세웠다. 이 달성을 위해 앞으로 조명·냉

난방의 철저한 운용, LED화 및 고효율 에너지 절약 기기의 도입 추진,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확대 

등을 우선적인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도 소유 시설 정비에 있어서는 에너지 절약 및 재생가능에

너지의 도입을 전면전으로 도모함으로써 도쿄도 보유 시설의 온실가스 감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16년 12월에는 ‘도민 퍼스트로 만드는 “새로운 도쿄” 2020년을 향한 실행계획’

을 마련했다. 그 중 하나인 도쿄도 시설의 LED 조명 보급률을 2020년까지 약 100%로 하는 정책

목표를 위해 LED 조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3.3. 수송

도쿄도는 수송부문 CO₂ 배출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자동차에 대해 저공해·저연비 차량 도입 촉

진과 환경교통 시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쿄도 내에서 자동차를 200대 이상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특정 저공해·저연비차를 일정 비율 이상 도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정 저공해·저연비차란 연료전지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 등 배출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자동차 또는 

배출가스 발생량이 상당히 적고 연비 성능이 높다고 인정받는 자동차로 도쿄도가 정한다. 또한 도쿄

신용보증협회가 보장하고, 관련 금융 기관이 특정 저공해·저연비차 구입에 대해 우대 금리 범위 내

에서 융자하는 융자 알선 제도도 있다. 도쿄도는 이자의 1/2, 보증료의 2/3을 보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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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화물 수송 평가제도

1) 차세대 자동차에 대한 보조제도

도쿄도는 차세대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국가 보조금에 추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 대상 자동차 및 금액, 대수는 다음과 같다.

대상 내용 대수

우수 하이브리드 버스 
비용에서 국가 보조금을 제외한 1/2

(상한 250만 엔)
20대

우수 하이브리드 트럭  
일반 차량과의 가격차에서 국가 보조금을 제외한 1/2

(상한 16.4만 엔)
150대

하이브리드 진개차
국가 보조금의 1/2

(상한 19.5만 엔)
20대

전기 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국가 보조금의 1/2

(상한 있음) 

전기 자동차: 280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180대

차세대 택시  

환경 성능이 높은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 

국가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상한 60만 엔)

10,200대

(2016~20년의 5년간)

전기 자동차 택시: 

차량 본체 가격의 1/6(상한 100만 엔) 

500대

(2016~20년의 5년간)

전동 오토바이 
비용에서 국가 보조를 제외한 금액

(상한 18만 엔) 

400대

(2018~22년의 5년간)

충전설비 등

전기 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국가 보조금을 합해서 10/10

(상한액: 설비 구입비는 기종마다 설정. 

설치 공사비는 81만 엔) 

100기

(2018~20년의 3년간)

 태양광발전 충전 시스템 및 축전지: 

국가 보조금을 합해서 10/10

(상한 1,000만 엔)

5기

(2018~20년의 3년간)

<표 5> 차세대 자동차에 대한 보조제도 개요

2) 자동차 환경관리 계획서 제도

도내에 30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특정 사업자(약 

1,700개 사업자)에 대해 CO₂ 삭감 대책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자동차 환경관리 계획서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계획 기간인 2016년부터 2020년의 5년 동안, 

해마다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할 내용은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및 배출가스 배출량 감

축 목표 설정, 특정 저공해·저연비차 도입 추진, 에코드

라이브 실천, 차량의 유효 활용과 물류 효율화, 자동차 

사용의 합리화 노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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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물 수송 평가제도

화물차 운송 사업자의 CO₂ 삭감 노력에 관해서 양적 평가를 실시하고 별 숫자로 공표하는 ‘화물 수

송 평가제도’가 2012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평가는 운전자가 연료 공급을 할 때마다 기록하는 자동

차의 주행 거리와 연료 공급량에서 산출하는 실제 주행 연비를 바탕으로 한다. 사업자를 5단계로(별 

3개, 2.5개, 2개, 1.5개, 1개) 나누어 평가한다. 평가에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다. ① 운전자 교육 훈련, 지도 체제 구축, ② 연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③ 운전자가 연료 보급 시 

주행 거리와 급유량 기록 및 운행 관리자에 의한 실제 주행 연비 관리

4) 교통수요 관리

환경교통 시책으로 도쿄도는 교통수요 관리(TDM,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를 추

진하고 있다. TMD란 자동차의 효율적인 이용과 대중교통으로의 이용 전환 등 교통행동 변화를 촉

진하고 교통량 발생의 억제와 집중의 평준화 등 ‘교통수요 조정’을 도모함으로써 도시 또는 지역 수

준의 도로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실천이다. 구체적으로는 ‘파크 & 라이드’를 들 수 있다. ‘파크 & 라

이드’는 정체 완화 및 환경개선 추진을 위해 자동차를 역 주변 주차장에 주차하고, 자동차 이용대신 

전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교통량을 감축시키는 방안이다.

5) 자전거 쉐어링

자전거 이용 촉진에 효과적인 제도인 ‘자전거 쉐어링’이 도심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자전거 

쉐어링이란 지역의 곳곳에 사이클 포트로 불리는 상호 이용 가능한 주륜장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원하

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사이클 포트)에서 자전거를 빌리거나 반납할 수 있는 자전거 공동 이용 서비스

를 말한다. 2018년 4월 기준, 사이클 포트는 447개소, 자전거 대수는 5,515대가 등록되어 있다.

3.4. 산업부문

3.4.1.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책

도쿄도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CO₂ 배출 억제 정책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① 

원단위 아니라 총량 감소, ② 자발적 참여가 아닌 의무제도, ③ 명확한 배출량 산정 검증 규칙의 확

립, ④ 규제 기법과 시장 메커니즘의 결합이라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세계 수준의 프로그램이다. 

2010년도부터 2014년의 제1 계획 기간에서 LED 조명 도입을 비롯한 대책 실시로 CO₂ 감축이 이

뤄지고 1,300여 개의 대상 사업장(에너지 사용량이 원유 환산으로 연간 1,500kL 이상의 사업장) 

중 약 90%가 스스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감축 의무 비율(8% 또는 6%) 이상을 절감했다. 2015

년부터 제2 계획 기간이 진행 중이다. 이 기간의 감축 의무 비율은 지난 기간보다 강화된 17% 또

는 15%이며, 2016년의 대상 사업장 배출량은 기준 배출량13) 대비 26% 감소되었고 총 연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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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이상 증가되고 있는데도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약 사업장의 80%가 이미 제2 

계획 기간의 감축 의무 비율 이상 감축을 달성했다. 도쿄도는 제3 계획 기간에 해당하는 2020년 

이후의 감축 의무 비율 등을 비롯한 상세한 제도 내용에 대해 2018년 3월에 ‘감축 의무 실시를 위

한 전문적 사항 등 검토회’를 설치해서 검토를 시작했다.

<그림 14> 배출권 거래제 대상 사업장의 CO₂ 감축 추이

3.4.2.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책

일본 전국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약 66만 개의 중소규모 사업장(에너지 사용량을 원유로 환산해

서 연간 1,500kL 미만의 사업장)은 도쿄의 상업·산업부문 CO₂ 배출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도쿄도는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2010년부터 모든 중소규모 사업장이 쉽게 CO₂ 배출량을 파악하며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책에 임할 수 있는 ‘지구온난화 대책 보고서 제도’를 실시해왔다. 매년 3만 권

을 넘는 보고서가 제출된다. 2012년도에는 제출된 보고서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 평가 지표(저탄소 

벤치마크)를 작성 및 공표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배출 수준을 스스로 파악·평가함으로써 대책 개

선을 기대할 수 있다.

2017년에는 더 강화된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해 ‘에너지 최적화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이는 튜

닝14)과 다운사이징15)을 함께 이용해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인 ‘설비의 최적화’를 확산

시키는 프로젝트이다. 도쿄도 내 10개소의 사업장에서 그 효과를 검증했다. 그 결과와 장점을 실증 

13) 사업장이 선택한 2002년부터 2007년 중 연속되는 3개년도 배출량의 평균값

14) 튜닝이란 사용 실태에 따라 설비를 적절히 운전함으로써 에너지 손실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함. 예를 들어 환기량 조절, 조도 

조정, 운전 계획 설정 등을 들 수 있음

15) 다운사이징이란 사용 실태에 따라 설비 개수 시에 적절한 용량으로 함으로써 정격 시의 성능 향상과 경부하 시의 효율 저하

를 억제하는 것을 말함. 예를 들어 열원 기기, 펌프, 송풍기 등을 설비 용량이 작은 것으로 갱신하는 것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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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사례와 함께 정리 한 책자 ‘설비의 최적화 권장하기’를 발행했다. 또한 사업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튜닝 대책을 발견하고 절감 효과를 산정할 수 있는 ‘튜닝 대책 간이 진단 툴’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그밖에 도쿄도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대책 거점으로서 ‘도쿄도 지구온난화 방지 활동 

추진 센터’를 운영 중이다. 개별 사업장의 실태에 따른 ‘에너지 절약 진단’을 무료로 제공하며 기후

변화 대책의 기본적 및 실질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연수회’ 등을 지원하고 있다.

3.4.3. 세입자 건물에 대한 대책

세입자 건물에 있어서는 세입자가 에너지 절약 성능이 높은 건물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건물의 가

동률이 향상시키는 등 건물 소유자 수익의 안정 및 확대에 기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도쿄

도는 2014년 6월에 저탄소 벤치마크를 활용해 중소 세입자 건물의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수준의 

가시화를 위해 건물 소유자가 세입자 및 세입 희망자에 대해 빌딩의 에너지 절약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탄소 보고서’ 양식 제공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절약 성능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2016년부터는 세입자 건물의 저탄소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가 협동으로 에

너지 절약 행동 및 개수에 임하는 녹색 임대 계약을 조건으로 개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녹색 

임대 계약 보급 촉진 사업’을 시작했다. 보조 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으로 총 21억 엔이다. 녹

색 임대 계약을 확대하기 위해 실례 및 절차를 알기 쉽게 해설한 ‘녹색 임대 계약 실천 지침’도 공

개하고 있다.

3.5. 열섬 현상 대책

도쿄에서는 도시화로 인한 열섬 현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 올림픽 개최 시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더위 대책이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이에 도쿄도는 에너지 절약과 녹화 사업 추진 등 기존의 

열섬 현상 대책뿐만 아니라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완화하는 대책으로 혹서 대응 설비 설치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쿨 스팟 창출 지원 사업’을 2015년부터 시작했다. 지원 대상자는 도내 기초지자

체 및 사업자(법인·개인)이다. 2019년 지원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비 장소 지원 대상 설비 지원 비율 예산액

사람이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장소이며 대중교통 시설임
처양, 안개분사 기기, 차열성·보수성 

포장 및 이와 함께 정비하는 녹화 시설

비용의 전액

(상한 1,000만 엔)
4,500만 엔

사람이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장소 

또는 대중교통 시설(상기 이외)

비용의 1/2

(상한 5,00만 엔)
4,500만 엔

<표 6> 쿨 스팟 창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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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표 달성 현황

도쿄도는 환경기본계획에서 크게 3가지 목표, 즉 2030년까지 2000년 대비 온실효과 가스 30% 감

축, 최종에너지 소비량 38% 감축, 도쿄도 내의 전력 사용 중 재생가능에너지 비율 30% 향상을 내

걸었다. 세부 목표로는 태양광, 차세대 자동차, 연료전지 등의 도입 목표량을 정했다. 온실가스 및 

최종에너지 소비량 모두 가정부문에서 아직 증가 추세임으로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재

생가능에너지 중 태양광 발전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연료전지와 수소에너지 이

용은 아직 목표와 거리가 멀다. 경제적 부담, 기술 장벽, 대중들의 인식 개선 등이 과제로 추측된다. 

자세한 목표치와 현제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목표 실천 상황

내용 연도 수치 시점 수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2030년

30% 감축

(2000년 대비)
2017년 4.2% 중가(속보치)

산업·상업부문 20% 감축 2017년 9.3% 증가(속보치)

가정부문 20% 감축 2017년 33% 증가(속보치)

수송부문 60% 감축 2017년 44% 감축(속보치)

최종 에너지 소비량

2030년

38% 감축

(2000년 대비)
2017년 23% 감축(속보치)

산업·상업부문 30% 감축 2017년 18% 감축(속보치)

가정부문 30% 감축 2017년 5.2% 증가(속보치)

수송부문 60% 감축 2017년 49% 감축(속보치)

차세대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비율
2030년

승용차: 80% 이상
2016년

승용차: 16.0%

화물차: 10% 이상 화물차: 0.5%

상업용 열병합 도입량
2024년 60만 ㎾

2017년 38.1만 ㎾
2030년 70만 ㎾

재생 가능 에너지의

전력 사용 비율

2024년 20% 정도
2016년 12.1%

2030년 30% 정도

태양광 발전 설비 도입량
2024년 100만 ㎾

2016년 502.028㎾
2030년 130만 ㎾

도쿄도 소유 시설의

태양광 발전 도입량
2020년 2만 2,000㎾ 2016년 2만 1,000㎾

연료전지 자동차 보급 대수

2020년 6,000대

2016년 340대2025년 10만 대

2030년 20만 대

연료전지 버스 보급 대수 2020년 100대 이상 2017년 5대

수소충전소 개수

2020년 35개서

2017년 14개소2025년 80개소

2030년 150개소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 대수
2020년 15만 대

2017년 45,859대
2030년 100만 대

<표 7> 도쿄도의 에너지 정책 관련 목표 및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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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시 요약 ●

비전 및 목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620만TCE 달성 

   (2015년 대비 발전량 35% 증가 및 최종 에너지소비의 8%)

 도시 신축 구역 및 건물 설계시 신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석탄 등 탄소기반 일차에너지 소비 감축

현황

 2016년 에너지 소비량 7,000만TCE

 2016년 온실가스 배출은 CO₂(화석연료) 57%, CO₂(페기물) 

17%, CH₄ 14%, NO₂ 8%로 구성됨

 2016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은 발전 및 난방 52%, 공업 

23%, 교통 12%, 서비스업 11%, 건축업 2%로 구성됨

주요 사업

 하이떈(海淀), 순의(顺义), 이장(亦庄) 지역 태양광발전 시범지구 

 도시 에너지 시스템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융합 추진

 신재생에너지 적용 시범지구 조성

   1) 제로 탄소 배출 시범지구, 국가지정 재생에너지 시범지구

   2) 연경(延庆) 녹색 저탄소 동계올림픽 건설 촉구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

   
온실가스 배출 성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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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3차 5개년’ 시기는 소강사회(小康社會, 중산층 사회)의 본격적인 건설이 마무리되는 시기로 경진

기(베이징과 천진, 하북) 지역의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국제일류 수도권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중요한 

시기다. 베이징시는 ‘13차 5개년’ 계획은 에너지가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물질적 기반이자 동력임

을 강조했다. 즉, 에너지는 베이징 수도의 핵심기능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

한 필수요건이다. 이에 안전하고 효율 높은 녹색 저탄소 현대 에너지 시스템을 도시 및 농촌 전체에 

건설하고자 한다.

본 계획은 '베이징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요강'에 의거한 시급 중점관리 전문계

획으로써, 2016에서 2020년 기간 동안의 에너지 발전 지도 사상, 발전 목표, 주요 프로젝트, 주요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 계획에서 신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의 범위는 태양에너지, 지열에너

지,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발전 등이며 주요 내용은 신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사업과 신

에너지자동차 사업이다.

2. 현황

2.1. 에너지 소비 현황

‘13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2016년 베이징시의 에너지 소비량은 70백만TCE16)(ton of 

standard coal equivalent)에 달한다. 2016년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서 석유 소비는 20%, 전력 

소비는 12%~14% 사이, 천연가스는 13%로 추정된다. 석탄 소비는 근 5년간 꾸준히 감소하는 동

시에 전력, 석유, 천연가스의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

2.2. 온실가스 배출 현황

베이징시의 온실가스는 주로 공업 생산, 도시 폐기물 처리, 난방 등으로부터 배출된다. 전체 배출량

에 발전, 난방, 교통·운송, 공업·제조 등이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2016년 베이징시의 CO2 배출

량은 170백만톤이다.

2016년 기준 베이징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은 발전 및 발전 및 열공급 52%, 공업 23%, 교통 

12%, 서비스업 11%, 건축업 2%로 구성된다. 온실가스 배출 성분의 경우 화석연료의 사용에서 발생

16) TCE는 표준 석탄 환산톤으로 중국에서는 1kg 표준석탄의 표준열량을 7000kcal로 규정하고 있음. 중국의 1톤 석탄 열량은 

7×10⁶ kcal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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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CO₂ 57%, 임업과 도시페기물 처리에서 발생하는 CO₂ 17%, CH₄ 14%, NO₂ 8%로 구성된다.

발전 및 열공급

52%

공업

23%

서비스업

11%

교통

12%

건축업

2%

<그림 15> 베이징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

     

CO₂ (화석연료)

57%

CO₂ (기타)

3%

CO₂ (임업)

17%

NO₂

8%

CH₄

14%

불화기체

1%

<그림 16> 베이징시 온실가스 배출 성분 비중

2.3. 신재생에너지 발전 현황

‘11차 5개년’ 시기에는 베이징시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발전이 주로 국가 지정 시범 사업에 의존

하는 단계에 있었다. ‘11차 5개년’ 시기 신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은 900천TCE에서 

2,233천TCE로 증가하였으며, ‘12차 5개년’ 시기 말에는 4,500천TCE로 증가 하였다. 이 시기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연간 증가율은 15%에 해당하며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

는 비중은 2005년 1.5%에서 ‘11차 5개년’ 시기 말 3.3%로 ‘12차 5개년’ 시기 말에는 6.6%로 

증가하였다.

연도 TCE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5 900천 TCE=63,000억 kcal 1.5%

2010 2,233천 TCE=156,000억 kcal 3.3%

2015 4,500천 TCE=315,000억 kcal 6.6%

<표 8>  2005-2015연간 베이징시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발전량 상황

‘12차 5개년’ 시기인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베이징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아래 내용과 같이 

집단화 및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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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광 에너지 생산

베이징시의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을 2010년 2.3㎿에서 2015년 165㎿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후 금태양 시범공사로 국가가 지정한 태양광 발전구인 하이떈(海淀)구와 순의(顺义)구에 중국 내 

첫 메가와트급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가 건설되었다. 또한 민간 주거 건물에서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보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 지열과 여열 이용률 증가

지열 및 히트펌프의 보급이 이전의 소형 단위에서 구역복합형 프로젝트 방식으로 점차 발전하였다. 

연경 3리(延庆三里) 하천 심층지열 사업과 미래과학기술성 연기 여열 시범사업을 조성하였다. 2015

년까지 베이징시 지열 및 히트펌프 사용면적은 5천만m²에 달하였으며 이는 2010년 당시 사용 면

적의 두 배에 해당한다.

3) 바이오매스와 풍력 에너지 생산 규모 안정적으로 향상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이전의 개인별 분산형 발전에서 집단화 발전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풍력 에너

지 개발 이용 규모도 확대되어 루자산(鲁家山) 쓰레기 발전소와 관청(官厅) 풍력 발전소 등에 발전 

시설이 건설되었다. 2015년 기준 베이징시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용량은 10만㎾, 풍력 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은 각각 20만㎾로 측정되었다.

3. 개발 원칙과 주요 목표

‘12차 5개년’ 시기 베이징시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지만 생산 

안전성 및 효율성에는 아직 미흡한 점들이 있었다. 그 원인은 신에너지 소비 비중이 낮고, 타에너지 

시스템과의 융합이 어렵기 때문이다. 중점 지역의 자원개발 역량 강화와 정책법규의 개진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13차 5개년’ 시기에는 에너지 개발에 있어서는 다음 네 가지 원칙을 준수한다.

 시장 주도 원칙

 혁신적인 추진 원칙

 지역협력 원칙

 광범위한 참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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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지표명칭 단위 2015년 2020년 증가속도

1차에너지 석탄소비총량 만 톤 450 620 6.6%

전력

재생 에너지 전력 설비 전기용량 만 ㎾h 47.0 200 33.6%

태양광 태양광발전기 전기용량 만 ㎾h 16.5 116 47.7%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 전기용량 만 ㎾h 10.0 35 28.5%

난방 공급

풍력발전기 전기용량 만 ㎾h 20.0 65 26.6%

외부전력 억 ㎾h 45.0 100 17.3%

시험

프로그램

태양광판 면적 만 m² 800 900 2.4%

지열 및 히트펌프시스템면적 만 m² 5,000 7,000 7.0%

국가급 기술 개발 프로그램 개 25 30 3.9%

신에너지 전력공급 시범 프로그램 개 - 3 -

<표 9> '13차 5개년'시기의 베이징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신축구역 및 건물은 신에너지나 재생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신축구역의 자원에 대한 충분한 

개발을 촉구하여 2020년까지 베이징시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6,200천TCE 규모에 도

달하는 것이 목표다. 이 목표치는 2015년 발전량에 비해 35% 상승된 수치이다.

'13차 5개년' 시기에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은 베이징시의 에너지전환 추진에 

매우 중요하다. 주요 사업들을 통해 석탄 등의 일차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시장 환경을 최적화시키고, 중점공정을 실시하여, 현지 자원 개발을 가속화하고자 한다.

4. 주요 사업

4.1. 에너지 공급

4.1.1. 태양 에너지 전면 보급화

분산형 태양광 발전시설 및 태양열 온수 시스템의 보급을 위해 ‘태양광 200(阳光双百)’ 사업을 추

진한다. '13차 5개년' 시기에, 베이징시의 태양광 발전설비의 발전규모는 100만 ㎾, 태양광 발전판 

설비면적은 100만 m²이 추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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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태양광(阳光) 공정 

1) 태양광(阳光) 캠퍼스: 초, 중, 고등학교, 전문대학에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관련 지식 및 저탄

소 이념을 가르치고, 캠퍼스 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대하여 2020년에는 발전량이 85㎿에 도

달을 목표로 한다.

2) 태양광 비즈니스: 대형 쇼핑몰, 쇼핑몰, 슈퍼마켓, 오피스텔 등 건물에서 녹색 저탄소 소비방식을 

선도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할 것이다. 2020년까지 상업시설의 태양광 설비의 규모가 150㎿

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태양광 공업: 녹색 저탄소 생산 이념을 바탕으로 이장(亦庄), 순의 등 산업단지에 분산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태양광공업 태양광발전기 발전량은 250㎿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된다.

4) 태양광 농업: 생태 농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농업 시설과 태양광 시설을 결합하여 베이징시의 평

지 농경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번호 시범지구역 프로젝트 규모(㎿)

1 하이떈, 순의, 이장 태양광발전응용 시범지구 400

2 북경 퉁저우 행정 부도심 태양광발전응용 시범지구 60

3 대흥(大兴)、화유(怀柔)、창평(昌平)등 농업관광 시범지구 200

4 북경자동차(北汽)、수도강철(首钢)등 공장 시범지구 100

<표 10> '13차 5개년'시기 태양광 발전 중점 구역과 중점 프로젝트

4.1.2. 지열과 히트펌프 이용 시스템화

재건축 지역 및 신축 건물에서 신에너지의 사용 추진을 위해 1,000만 m² 면적의 히트펌프를 설치

하고 있다. 특히 신설 위성도시의 인프라를 구축 시에는 지열 및 히트펌프 시스템을 사용을 우선으

로 한다. ‘13차 5개년’ 시기 신규 지열 및 히트펌프 신설 면적은 2,000만 m², 총 면적은 7,000 

m²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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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중점프로젝트 면적(만m²）

1 퉁저우 도시 부중심 행정사무단지서 지열 및 히트펌프 이용 200

2 연경세원회(延庆世园会) 지열 및 히트펌프 이용 50

3 남원 신공항 근림 경제구역 지열 및 히트펌프 이용기지 200

4 퉁저우 문화관광단지의 지원 히트펌프 이용기지 20

5 생명과학원 지열, 히트펌프 이용기지 15

6 대흥 식물양육원(大兴采育镇) 100

7 퉁저우 서집지의 열 이용기지 50

8 고안둔(高安屯) 가스열전소의 굴뚝배기히트펌프 이용기지 150

9 상장(上庄)열전소의 굴뚝배기히트펌프 이용기지 100

10 퉁저우 운하구 가스온열발전소의 여열 히트펌프 이용기지 150

<표 11> ‘13.5’ 시기의 지열 및 히트펌프 중점 추진 구역

동댐(东坝), 금잔(金盏), 정복장(定福庄), 대두(垡头) 등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은 우선적으로 여열 

히트펌프를 난방에 이용한다. 북경시는 소형 보일러의 여히트펌프 개조를 지원하며 열공급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호수 지역 근처의 기관들(왕징, 중관촌 과학기술원, 여택(丽
泽)과 환발해(环渤海) 본사 기지 등)에는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는 히트펌프를 대대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13차 5개년’ 시기의 여히트펌프 신설 면적은 700만 m²에 이른다.

 

4.1.3. 수력발전의 효능 향상

수력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베이징시의 수력 시설 건설 및 개조를 통해 기존 수력발전시설의 

발전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명황 13릉(十三陵) 저수지 발전소의 효율을 향상시켜 도시전력 부족을 

완화시키고자 한다.

4.2. 신에너지, 도시 에너지 시스템의 융합

4.2.1. 신에너지와 기존 전력망의 통합

베이징시의 전력피크에 대비하여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 생산 전력망과 기존 전력망 간의 정보를 교

환할 수 있도록 전력망을 통합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보조 서비스에 피크, 주파수 등 전원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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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환·교류 되도록 하여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발전에 적합한 도시 전력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4.2.2. 히트펌프와 도시 열 공급망 협동발전 유도

시민들의 지열 및 히트펌프 에너지 사용 장려를 위해 적절한 보상수단을 활용한다. 히트펌프는 기존 

도시 열 공급망과 구역 보일러와 상호 보완 관계로 협동 발전하게 될 것이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

지 열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열 공급의 에너지 유형을 다양화할 것이다.

4.2.3. 신에너지 자동차의 보급과 신재생에너지 저장설비 촉구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전력 정보망을 구축하고, 충전소와 송전시설 건설을 촉구하며, 신에너지 자

동차 스마트 가이드 모델을 발전시켜 신에너지 자동차 그린 스마트 충전시설을 구축할 것이다.

4.3. 신에너지 프리미엄 적용 시범지구 조성

베이징시가 선정한 신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 시범지구는 퉁저우시 행정부 지역과 동계올림픽주최 

지역에 가까운 연경구와 세계원림박람회 단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지구는 근래에 주최될 올

림픽 행사 또는 기타 다른 계획들과 연관된 계기로 글로벌 수준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시범지구

로 선정되었으며 스마트 에너지 기술들이 종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4.3.1. 시범지구 선정 과정

‘13차 5개년’ 계획에서 선정한 신에너지 시범지구는 서부대개발17)(西部大开发)전략과 긴밀히 연결

되어 있다. 내몽골성에 위치한 우란차부(乌兰察布)시와 하북성의 장자커우(张家口)시를 연결 노선으

로 우란차부에서 장자커우를 거쳐 베이징시까지를 서복녹전수송통로(西北绿电输送通道)로 발전시킬 

것을 구획하고 있다. 따라서 장자커우와 베이징시 사이에 위치하는 연경구 지역은 자연적으로 중요

한 시범지구로 선정되었다.

연경 녹색에너지 시범지구의 설립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은 합작투자의 방식으로 기지를 건설하고 신

에너지 재생에너지 발전 회사에 투자 장려금을 제공하였다.

4.3.2. 시범지구 및 재생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연경 녹색에너지 시범지구 조성과 동시에 구식 석탄난방시설을 전력난방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진행

한다. 석탄난방을 전기난방으로 대체하여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전기난방으로 전환하는 기

존의 석탄난방 이용자에게 인센티브 및 보조금을 지원한다. 주요 인센티브는 겨울기간(11월1일~이듬

17) 2000년 1월, 중국국무원(国务院)은 서부지역개발 전문연구팀을 구성하여 내몽골 자치구(内蒙古自治区), 닝샤 후이족 자치구

(宁夏回族自治区), 신장 위구르 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 서장 자치구(西藏自治区)를 주요 협력발전 지원으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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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3월31일)에 매일 저녁 8시부터 이튿날 아침 8시까지 1㎾h당 0.3원의 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9년 연경 녹색에너지 시범지구를 조성 시 총 투자금은 22억 위안(한화 

3,740억)이고 그중 난방 인센티브에 사용한 자금은 1.1억 위안(한화 187억)이었다.

4.3.3. 시범지구 건설 세부 계획

연경 녹색 저탄소 동계올림픽 건설 촉구

연경 그린에너지 시범지구에 풍력 및 태양광발전 등 녹색 전력 설비규모를 확대하고 장자커우-베이

징 재생에너지 열공급 시범사업을 이행하여 팔달령(八达岭) 경제기술개발구 신에너지설치 시범사업

을 가속화한다. 

2020년에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핵심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이용 비중을 4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국가급 재생에너지 시범지구 건설 강화

창평 재생에너지 시범도시 건설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미래형 과학기술타운, 과학기술비즈니스존, 대

학타운 등 신재생에너지 복합구역을 중점적으로 건설한다. 순의, 하이땐구, 이장 등의 지역에 국가 

태양광 발전 시범지구 건설을 추진하여 공업기지 및 공공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충당하고자 한다. 

2020년까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이용 비중이 15%를 넘고, 분산형 태양광발전 적용 시범지구의 

발전량은 40만㎾ 이상을 목표로 한다.

4.4. 신에너지 시범마을 건설

신에너지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히트펌프, 태양광 발전 등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용률을 높

이고자 한다. 정책적 유도, 집중적 시범, 전반적 추진의 원칙에 따라 1차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근

교마을에 태양광발전과 지열, 히트펌프 등 신에너지 기술을 보급하고, 종합적인 에너지교육 및 지도

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나 농촌 주택과 농업시설에 분산형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보급하여 2020년

에는 '열 공급 에너지전환 및 태양광 발전'을 시행하는 신에너지 시범마을 5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에너지 시범마을에는 2020년까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기술을 50% 이상 확대 적용할 계획이

다. '집중과 분호'가 결합된 방식으로 히트펌프 시스템을 보급하여 석탄 보일러 같은 구식 난방을 대

체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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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는 말

베이징시는 중국의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도시로 신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의 리더 역할

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지역 관계자와 민간 간의 신에너지발전의 협력 연동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사업 감독 역량을 강화하여 신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다.

베이징시는 국가가 지원하는 신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세금 및 보조금 방면에서 각종 정책을 구체화

하고 있다. 국가 신에너지 산업발전 기금을 설립하여 정부 자금을 통해 투자 또는 보조금의 방식으

로 신에너지 시범 프로젝트, 산업 기지 건설, 주요 연구개발, 기술개조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린다. 중소기업에도 융자 통로를 확장시켜 자금 출자 방식을 탐구하고 있다.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신문을 활용하여 신에너지 계획 및 관련 지식을 홍보하고 학교와 지역사

회, 가정에 신에너지와 관련된 지식을 전달하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의 신에너지 이용 인식을 높이

며, 녹색 소비 이념을 선도하여 사회 전체가 신에너지를 중시하는 분위기 조성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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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요약 ●

비전

 그린뉴딜: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도시 실현

 100% 청정전기사용 및 전력망 인프라 확대

 수송·냉난방 전력화 및 에너지저장설비 확보

 건물부문에서의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규제

관련 지표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이상 감축 및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 달성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100% 달성

현황

 2017년 에너지 소비는 가정부문 33.8%, 상업부문 33.8%, 산업

부문 10.8%, 수송부문 21.6%로 구성됨

 2017년 전력믹스는 천연가스 43.8%, 원자력 38.3%, 석탄 

2.8%, 석유 0.5%, 재생에너지 11.0%, 기타 3.5%로 구성됨

전력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
 

부문별 최종에너지소비량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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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욕시의 에너지계획

2019년 4월 22일, 뉴욕 시장 빌 드 블라시오는 뉴욕시의 그린뉴딜을 선언하며 이의 청사진으로 도

시계획 ONENYC 2050을 발표하였다. 동시에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기후변화동원법

(Climate Mobilization Act)을 통과시켰다. 

ONENYC 2050 계획은 2007년부터 4년 간격으로 발매되는 지속가능계획으로 8개의 목표와 각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30개의 이니셔티브로 구성되어 있다. 8개 목표 중 포괄적 경제(Inclusive 

Economy), 살기 좋은 기후(Livable Climate), 효율적인 교통(Efficient Mobility), 현대적인 인프

라(Modern Infrastructure)에서 에너지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앞의 세 목표는 

SDGs의 7번 목표인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신뢰성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을 포함한다. 살기 좋은 기후는 에너지계획의 가장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화석연

료에 의존하는 현 사회체계로부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이루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그 목표

이다.

이에 ONENYC 2050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1.5°C: 뉴욕시 파리 기후협약 준수 계획’ 보고서를 

중심으로 뉴욕의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와 달성률부터 청정에너지 생산전략 및 관련 세부 목표

까지 정리하였다. 더 나아가 기후변화동원법이 어떻게 건물 내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 

냈는지 살펴보았다. 

뉴욕시는 장기적 관점의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 중이다.18) 환경보호국(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을 중심으로 타부서들과 협력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획을 발표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에너지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2019년 통과된 기후동원법19)에 의해 일부 

추가되었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 기반의 전원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전제로 배터리 저장

장치의 잠재적 기술 검토와 뉴욕시 내 존재하는 21개의 가스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한 타당성 조사

(feasibility study)가 그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재생에너지로 화력발전이 교체되는 시기도 제시될 

것이다. 추가된 내용은 1차 계획 발표 2년 뒤인 2021년 12월 31일에 온라인으로 공개된다. 지역

에너지계획은 이후 4년마다 갱신될 예정이다.

18) Local Law 248 of 2017

19) Local Law 99 of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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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목표

2.1. 현황

뉴욕은 세계 경제와 문화를 주도하는 거대도시다. 인구는 2018년 기준 약 870만 명으로 2050년에

는 9백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총생산(Gross City Product)도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며 

일자리는 2018년 기준 450만 개에 달한다.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에 비해, 2005년을 기준으로 에

너지 소비량은 소폭 증가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히 감소 추세다. 이는 2007년부터 온실가

스 감축 목표를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해 온 결과다. 주요한 온실가스 감축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전력믹스와 에너지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석탄과 석유의 천연가스 대

체와　둘째, 건물 에너지 효율의 향상이다.

자료: INVENTORY OF NEW YORK CITY GREENHOUSE GAS EMISSIONS 

<그림 17> 2005년 대비 뉴욕시 도시총생산, 인구,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의 증감 비율

2.1.1.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현황

뉴욕은 도시 전체와 시 정부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구분하여 감축 목표를 세우고, 2007년부터 

매년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2017년 뉴욕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0.7백만톤CO₂

e로 기준년도인 2005년도 대비 17%의 배출량 감축을 이루었다. 그 중 전체 배출량의 약 5%를 

차지하는 시 정부 배출 온실가스는 2.58백만톤CO₂e로, 기준연도인 2006년 대비 29% 감축을 이루

어 기존의 시 정부 감축 목표치를 달성했다.20)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건물부문이 65.9%, 

20) 뉴욕시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2005년부터 구축함. 따라서 가장 이전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감축량을 산정할 때는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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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문이 30.4%, 폐기물부문이 3.7%를 차지한다. 건물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중점을 두는 이

유다. 인구당 탄소발자국은 5.88톤CO₂e/인으로 미국 대도시 중 작은 편에 속하지만, 세계 타 도시

들과 비교할 경우 여전히 높은 편이며,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net zero)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된다. 

에너지소비량은 1089.9TBTU로 2005년 대비 3.05% 증가했다. 1차에너지의 비중은 화석연료 

75.8%, 원자력 에너지 17.6%, 재생에너지 5.1%로 구성되어 있다. 석유의 대부분은 도로교통부문

에서 소비되며 천연가스는 전력생산 외에도 주거 건물의 온수공급 및 난방으로 소비된다(그림 18).

자료: INVENTORY OF NEW YORK CITY GREENHOUSE GAS EMISSIONS

<그림 18> 1차에너지 공급량과 최종 온실가스 배출량

2.1.2. 전력사용량 및 에너지원별 발전전력량 비중

뉴욕시의 전력사용량은 2018년 기준 53,360GWh이며 하계 피크는 10,890㎿로 2005년 대비 거

의 동일하다(NYISO, 2019). 소비전력의 절반은 도시 내 24개 발전소에서 나머지 절반은 인근 도

시들로부터 생산된다. 도시 내 발전용량은 약 10,000㎿로 전력피크의 90%를 충족시킨다(NYBC, 

2017).21) 수입 전력의 대부분은 뉴욕주 북서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뉴욕시로 송전된 전력은 콘 에디

슨(Con Edison)이 운영하는 지상 및 지하의 배전망을 통해 최종 공급이 이루어진다. 앞으로 뉴욕시 

외부에서 더 많은 양의 전력이 공급되면 도시 내 발전소는 가동시간이 점차 줄어들 것이다. 현재 도

시 내 발전 비율 약 50%에서 2050년에는 비율이 30%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를 이용. 한편, 뉴욕의 ‘감축 목표’는 기준연도를 2006년으로 잡고 있어 목표치 달성여부를 판단할 때는 2006년을 기

준으로 사용함

21) 뉴욕주는 송전망용량의 한계를 고려하여 지역내 발전용량 최소요구치(LCR)를 2년마다 갱신함. 2019년 뉴욕시의 경우 도시 

내 발전소 용량이 전력피크의 82.8% 이상을 충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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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별 발전전력 비중의 경우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82.1%를 차지한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88%가 수력발전에서 공급된다. 천연가스 발전 비중은 석탄과 석유를 대체하면서 크게 증가했다. 또

한 노후발전소의 효율을 증진하면서 전기의 탄소집약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현재 도시 내 전력의 대

부분은 천연가스 설비에서 생산되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Con Edison의 서비스 지역에서 천연

가스 수요가 25% 증가했다. 2019년 기준 네 개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최종 허가 단

계 또는 제안 단계에 있다. 뉴욕시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존재하지 않지만 시 외부에 있는 인디언 포

인트 원자력발전소 2기량으로 전력 생산량의 25%를 공급하고 있다. 2021년까지 2기의 발전소 모

두 폐쇄되어 원자력 발전 비중은 점차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INVENTORY OF NEW YORK CITY GREENHOUSE GAS EMISSIONS 

<그림 19> 에너지원별 발전전력량 비중(2017)

22)

2.1.3. 재생에너지 현황

뉴욕시가 소비하는 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은 뉴욕주의 북동부에 위치한 대규모 수력 및 풍력 발전소에

서 생산된 것이다. 현재는 뉴욕시에 2024년까지 816㎿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이 도시 밖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뉴욕시 전력망에 직접 연결하는 것이 재

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높이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의 전송 용량의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하여 뉴욕주와 뉴욕 전력공사, 뉴욕지역 독립계통 운영자(NYISO)와 협조하여 노후 송전설비를 

개선하고 더 많은 송전망을 건축할 계획이다. 

뉴욕시에서는 건물 옥상에 소형 풍력발전기 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 

태양광 발전 설비는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설치된 총 용량이 195.47㎿에 달한다(그림 

20). 태양광 발전 설치비용 또한 2011년 7.21$/W에서 2019년 4.12$/W로 큰 폭 감소하였다. 

22) 기타는 등유, 바이오매스, 매립가스, 고형폐기물 연료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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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Y SOLAR MAP

<그림 20> 설치된 태양광 설비 용량

그러나 뉴욕 주의 설치비용인 2.53$/W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옥상 태양광 발전소와 같은 분산에

너지는 지역에 바로 공급되는 소규모 전력망(micro grid)으로 연결되어 대형 발전소보다 에너지 손

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분산에너지에는 열병합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 등이 포함된다.

2.2. 비전 및 목표

2.2.1. 그린뉴딜

미국 대선 정책으로 부각된 그린뉴딜은 기후변화에 직면한 사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역사

적 불평등을 고려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며 일자리 창출 등의 포용 성장을 추구하는 비전이다. 뉴욕

시 또한, 오랫동안 환경과 경제 정의 간의 연관성을 인지해 왔으며 이를 OneNYC 계획에 반영해왔

다. 2015년 뉴욕시가 발표한 OneNYC 계획은 기후변화와 포용 성장의 근본적 관계에 관해 설명하

고 있으며 2019년 그린뉴딜 구호 아래 개정된 OneNYC 2050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더욱 드러

내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통한 탄소중립도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2.2.2. OneNYC 2050에서 제시된 에너지 비전

OneNYC 2050에서는 에너지 관련 비전을 네 가지 목표 하의 일곱 가지 이니셔티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뉴욕시의 에너지관련 비전을 정리하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큰 비

전 아래 네 개의 세부 비전으로 볼 수 있다. 

1) 100% 청정전기 공급 

2)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규제 

3) 전기자동차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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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부문 일자리 창출 및 자금 전환 

 

 포괄적 경제(Inclusive Economy)

이니셔티브 5.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성장 및 일자리 교육 지원

이니셔티브 7. 근로자와 지역사회의 발언권, 소유권 및 의사결정권 증진 

 살기 좋은 기후(Livable Climate)

이니셔티브 20. 탄소중립과 100% 청정전기 달성

이니셔티브 22. 모든 뉴욕시민들에게 기후대응을 통해 경제적 기회 제공

이니셔티브 23. 기후책임성과 기후 정의를 위한 투쟁

 효율적인 교통(Efficient Mobility)

이니셔티브 26. 정체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현대적인 인프라(Modern Infrastructure)

이니셔티브 28. 핵심 인프라를 위한 미래지향적 투자 

<그림 21> OneNYC 2050 에너지 관련 이니셔티브

1)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뉴욕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꾸준히 상향 조정해왔다23). 현재 뉴욕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지

구 온도 상승을 1.5°C 내로 제한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따라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이다. 뉴욕시의 탄소 중립 경로는 2030 단기전략과 2050 장기전략으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다(그

림 22). 2030 단기전략은 뉴욕시가 2017년 발표한 ‘1.5°C: 뉴욕시 파리 기후협약 준수 계획(기후

행동계획)’에서 제시된 사업들 중 일부로 2020년까지 이행되어야 한다. 한편, 2030 단기전략으로 

감축될 온실가스 전망치는 탄소중립을 향한 빠른 경로로 진입하기에 충분치 않아 2050 장기전략을 

추가로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뉴욕주, 지역사회 등과의 파트너십 구축이 요구된다. 

23) ① 2007년 지역법 55(기후보전법):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최소 30% 감축

    ② 2014년 지역법 66(80x50법):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최소 80% 감축

    ③ 2017년 행정명령 26(기후행동 행정명령): 2050년까지 온실가스 탄소중립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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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YC MOS(2019a)

<그림 22> 뉴욕시의 탄소 중립 경로

① 2030 단기전략 ② 2050 장기전략

-시 소유 건물에 100% 청정전력 공급

-건축물 에너지성능 규정 개정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 폐기물 없는 시 정부 운영

- 시전체 100% 청정전력 체제 달성

- 시민들의 지속가능한 생활체계 

- 스마트시티 실현 

- 지속가능한 운송 수단에 우선순위 부여 

③ 탄소중립을 위한 빠른 경로 ④ 탄소중립

탄소 중립을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과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재평가할 것이다.

도시 내 탄소배출량을 실현 가능한 만큼 줄이고, 남은 배

출량은 탄소 크레딧24)을 구매하여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

이다.

자료: NYC MOS(2019a)

<표 12> 뉴욕시의 탄소중립 달성 전략

2) 100% 청정전기 공급 

뉴욕시는 204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의 청정전력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까지 높이고, 시 소유 시설에는 100% 청정전력을 공급하고자 한다. 

가장 큰 전략은 뉴욕주 북부와 캐나다에 위치하고 있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부터 더 많은 

값싸고 깨끗한 전력을 수입하는 것이다. 원거리에 있는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위해 노후화된 

송전계통망을 보수하고 증설할 계획이다. 

24) 탄소 크레딧은 한 단위당 도시의 탄소 배출 재고 범위 이외에 사업으로 대기에서 제거되는 이산화탄소 1톤에 상당함. 탄소배

출권은 조림 및 숲 가꾸기나 농장에서 배출된 메탄을 제거하는 등의 사업에 발행되며 엄격한 환경보전기준을 준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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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NYC MOS(2016)

<그림 23> 2050 시나리오별 전력 믹스

그 외에도 뉴욕시 내의 화력발전소는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지역 소비자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

여 건물의 옥상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고자 한다. 

2025년까지 시 소유 건물에 100㎿, 민간 소유

의 건물에 250㎿, 2030년까지 뉴욕시 전체에 

1GW의 태양광 발전시설 확충할 것이다. 재생에

너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저장장치를 2020

년까지 100㎿h, 2025년 500㎿h를 목표로 보급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효율적인 분산 에너지 확

보를 위해 유틸리티 및 시장 파트너와 지속적으

로 협력하여 수요 대응 및 부하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3)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규제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2/3는 건물부문에서 

발생한다. 이에 뉴욕시는 2009년 녹색 성장 건

축 계획법(Greener, Greater Buildings Plan)

을 제정하여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대형 건물을 우선으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을 이루어왔다. 2019년에는 기존 법을 확장한 기후동원법이 통과되었다. 기후동원법에서 뉴욕시는 

2050년까지 건물부문 온실가스 80% 감축이라는 목표를 명제화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건물의 범위를 대형 건물에서 단계적으로 중소형빌딩까지 넓혀 2050년에는 도시의 모든 건물에 에

너지 배출규제를 적용하게 된다. 

뉴욕시는 2030년까지 신축 건물들의 운영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순 제로에 도달할 것을 선언한 세계 

19개 도시 중 하나다. 신축 건물은 넷 제로 에너지 건물을 지향하여 가장 최신의 에너지 효율화 기

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에너지 비효율적인 유리벽(glass fascades)은 제한된다. 기존 유리벽 건물은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하며, 엄격한 새 성능 지침을 충족하지 않는 한 유리벽은 새로 짓는 건

물에 허용되지 않는다. 시 소유 건물의 경우 포트폴리오 기반 접근법을 사용하여 2030년까지 온실

가스 감축 50% 달성을 목표로 한다. 뉴욕시의 모든 건물이 규제되는 만큼 필요한 기술 지원 프로

그램을 높이고 재생가능에너지 시설 설치와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자금 조달의 가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4) 전기자동차 확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교통 실현

운송부문에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70%를 감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지

속가능한 방법(걷기, 자전거, 대중교통 등)으로 통근하는 비율이 80%에 이르도록 하며, 나머지 

20%는 대체 연료를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한다. 도시 내 차량의 수, 크기, 이동 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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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YC MOS(2019a)

<그림 24> 운송부문 지속가능한 방법 비중

줄여 배출량을 감소하고, 통근 및 화물차를 포함한 운송시스템 전력화 및 효율화를 진행할 계획이

다. 세부전략은 다음과 같다.

(1) 도시 전체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사용을 촉진한다. 그 외에도 시민들이 

효율 높은 차량으로 교체 및 이용할 수 있도록 배기가스 제로 차량에 전용 연석 공간을 보장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2) 2040년까지 시 정부 수송부문에서 탄소중립화를 달성한다. 효율화 신기술을 통해 자동차 수와 

크기와 차량 주행거리 및 배기가스를 줄이고 재생가능한 디젤 연료를 도입하고 기존 차량들을 전기 

자동차로 교체할 것이다. 다만, 장기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100% 청정 전력망 달성과 함께 비상 대

응 및 대형 차량에 대한 기술 발전이 보장되어

야 한다.

(3) 도시에서 물품을 운반할 때는 제로 또는 

제로에 가까운 배출 차량을 이용할 계획이다. 

자동차 대신 바지선과 철도로 물품을 운송 하

거나 최후의 수단으로는 화물 자전거와 같은 

마이크로 이동수단의 사용도 고려될 것이다.

(4) 깨끗한 트럭 프로그램(Clean Truck Program)

을 확장하고, 상업 폐기물 구역을 지정하여 폐

기물 수집하는 트럭의 교통량을 50% 이상 줄이

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연간 50만 갤런의 연료 사용량 감소

와 공공차량 1,000대 감축과 연간 주행거리 천

만 마일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교통체증이 완

화되고 공용차량의 주차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5) 에너지부문 일자리 창출 및 기후 정의를 

위한 투쟁

2019년 그린뉴딜을 선언한 뉴욕시는 에너지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 정의를 위한 투쟁을 이

어갈 계획이다. 뉴욕 메트로폴리탄은25) 2018년 기준 에너지부문 일자리가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다. 청정에너지부문 일자리가26) 136,997개, 그 중 재생에너지부문 일자리가 21,550개, 

25) New York City-Northern NJ-Long Island(NY-NJ-PA) 

26) 청정에너지부문 일자리는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부문과 에너지 효율화부문과 청정 차량, 에너지 저장 장치, 차세대 바이오

연료, 저영향 수력과 관련된 일자리를 모두 포함하여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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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화 관련 직업이 102,561개에 달한다(E2, 2018).27) 그 중 뉴욕시에는 50,000개 이상

의 일자리가 있으며, 뉴욕시의 맨하탄 자치구에는 고용가능한 거주자 1,000명당 약 30개의 청정 에

너지부문 일자리가 존재한다(E2, 2019). 뉴욕시는 대규모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사업과 백만 개의 

건물 효율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천 개의 보수가 좋은 일자리(good-paying jobs)가 창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욕시는 중소기업 지원국(SBS)과 시장 인력개발실(WKDEV), 경제개발공사를 통해 에너지 관련 비

즈니스의 성장을 지원하고, 뉴욕시민들이 청정에너지부문의 진로를 설계하고, 숙련된 현지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과 직업 경로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초기 및 성장 단계의 기업을 지원하는 Urbantech NYC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에서 비즈니스

를 시작, 성장 및 확장하는 데 필요한 유연하고 경제적인 작업 공간과 맞춤형 프로그래밍을 제공할 

것이다. 2017년 발표된 NYC Green Jobs Corps는 산업 및 노동자들과의 파트너십으로 신흥 녹

색 경제에 필요한 직업 및 기술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2021년까지 3,000명을 훈련시키는 것을 목표

하고 있다. 빌딩 건축 무역 위원회(Building Construction Trades Council)는 NYC Green Jobs 

Corps를 통해 제공되는 견습 과정을 시작했으며 졸업생을 고용 기회로 연결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고용이 어려운 수감자 및 취약계층과 직업 고등학생들에게 시의 청소년 및 성인 교육 프로그램과 산

업별 교육, 인턴십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뉴욕시는 기후 정의를 여러 방식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에서 투자했던 연기금을 화석연료 

소유 기업들로부터 회수하여 재생가능에너지부문에 투자할 것이다. 뉴욕시의 연기금 195백만 달러 

중 석유 및 석탄 소유 기업들에 투자했던 50억 달러를 2022년까지 회수하고 기후솔루션의 투자금

을 2백만 달러에서 2021년까지 40억 달러(2%의 연기금)로 확대하고자 한다. 오염자 비용 부담 원

칙을 내세워 5대 석유 기업들로부터28)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27) 에너지 관련 직업 추산 방법은 미국 노동 통계국(BLS)의 산업분류 시스템(NAICS)에 따라 1,057개의 산업 하위부문에 고용

자수를 할당함(예 : 태양광 발전 – NAICS 221114). 2018 USEER 보고서는 에너지 분야 일자리를 1) 연료 및 전력 발전, 

2) 송전 및 배전과 에너지 저장, 3) 에너지 효율 4) 차량부문으로 나눔. 이 외에도 복수 작업장 보고서(Multiple Worksite 

Report)를 통해 실제 에너지부문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부 수행하는 노동자가 다른 산업 분류에 포함되어 있는 오류를 개선하

며, 연례 프로파일링 조사(ARS)를 통해 에너지부문 기술 변화 등을 참고하여 산업부문 분류 코드를 업데이트함. 구체적인 내

용은 2018 U.S. Energy and Employment Report pp15-17 참고

28) 5대 석유 기업이란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엑손모빌, 로얄 더치 쉘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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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실천 상황

내용 연도 수치 시점 수치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

전체 2050
80% 감축,

20% 상쇄

2017

17% 감축

(2005년 대비)

시정부
2025

2030

40% 감축

50% 감축

29% 감축

(2006년 대비)

건물

부문

전체
2030

2050

40% 감축

80% 감축

21.2% 감축

(2005년 대비)

시정부
2025

2030

40% 감축

50% 감축

27.6% 감축

(2006년 대비)

수송

부문

전체 2050 70% 감축
6% 감축

(2005년 대비)

시정부
2025

2040

50% 감축

100% 감축

11% 감축

(2005년 대비)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

전체
2030

2040

50%

100%
2019 27%

시정부 2030 100% -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전체
2025

2030

350㎿

1GW
2019 195.47㎿

시정부 2025 100㎿ 2018 10.3㎿

에너지 저장장치 2025 500㎿ -

연기금 중 기후대응 관련 투자분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2021 40억 달러 2019 20억 달러

연기금 중 화석연료 관련 투자분 2022 0 2019 50억 달러

지속가능한 교통수단 이용 비율 2050 80% 2017 68%

신차판매 전기차 점유율 2025 20% 2018 1.4%

시 소유 전기 차량 2025 4,000대 2019 2,213대

<표 13> 총 목표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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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사업

3.1. 에너지 공급

단기적으로는 뉴욕시 내에 있는 24개 발전소들의 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발전원을 화석연료와 

원자력에서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뉴욕시는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PSC)와 뉴욕지역 독립계통 운영자(NYISO)가 송전망 설비 확대사업에 투자하도록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 세부사업으로는 태양광 설치, 옥상녹화, Solar 100 프로젝트, 

풍력생산, 도시 폐수와 음식물쓰레기로 재생가스 생산, 송전망 확대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에너지 요

금을 저소득층 시민들이 감당할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다.   

3.1.1. 뉴욕 주의 송전망 확대 관련 투자 옹호 

뉴욕시는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뉴욕주와 뉴욕지역 독립계통 운영자(NYISO)에 송전

망 투자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MOS, 2018). 뉴욕시는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PSC)와 협력

하여 전력망에 대한 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이끌 표준을 개발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2016년 9

월 30일 뉴욕시 지속가능성 사무소(MOS)는 뉴욕지역 독립계통 운영자에 공개 서한으로 새로운 송

전선 투자가 필요함을 설득했다. 이에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PSC)는 뉴욕주 서부와 뉴욕주에 캐

나다의 수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뉴욕주로   전달하기 위해 새로운 송전 용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송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뉴욕시로의 송전망 투자와 관련된 사업들

은 다음과 같다.

자료: MOS & ORR(2018)

<그림 25> 뉴욕시의 송전망 공공 정책 제안서 중 송전설비 최대 확보 시나리오



        해외도시 에너지계획 사례56

Champlain Hudson Power Express29)

캐나다의 수력발전소와 연결하는 송전망 프로젝트다. 셩쁠랑 호수와 허드슨 강 아래에 30억 달러를 

투자하여 333mi HVDC 수중 케이블을 설치한다. 캐나다 퀘벡에서 뉴욕시 퀸즈까지 1,250㎿의 재

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Transmission Developers Inc사는 2010년 사업을 제시하였고, 

2013년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PSC)로부터 건설 승인되었다. 2020년 공사를 시작하여 2024년

에 가동 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시 정부에 필요한 전력에너지 약 4천 GWh을 재생에너

지로 충당하게 된다. 한편, 환경단체들로부터 이 사업으로 인한 허드슨 강의 환경파괴 문제도 제시

되고 있다.

Empire State Connector30)

뉴욕 북부 발전소와 연결하는 송전망 프로젝트다. 이리 운하와 허드슨 강 아래에 265마일의 HVDC 

수중 케이블을 뉴욕북부의 유티카(Utica)시의 Marcy Converter 스테이션에서부터 브루클린의 

Gowanus Converter 스테이션까지 설치한다. OneGrid사가 2015년 제안하였으며 총 10억 달러

를 투자하여 2024년까지 1,000㎿의 재생 가능한 자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송전 설비에 교류(AC)가 

아닌 직류(DC)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시 내 발전”으로 계산된다. 

Empire Wind31): 2019년 2월, 뉴욕주는 최대 1,200㎿의 해상 풍력 용량에 대해 총 18개의 입찰

을 받아 두 개발사의 입찰을 선정해 계약했다. 그 중 Equinor사의 엠파이어 풍력 프로젝트에서 개

발할 해상 풍력발전소는 뉴욕시와 브루클린 남쪽에 전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각각 10㎿ 이상의 

60~80개의 풍력 터빈을 설치하여 총 용량은 816㎿이다. 아일랜드 남동쪽에서 15~30마일에 걸쳐 

8만 에이커에 달하며 20~40m의 수심을 커버하며 총 투자액이 약 3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된

다. 이를 위한 신규 송전망 프로젝트가 필요한 실정이다.

3.1.2. 뉴욕시 태양광 파트너십과 민간 태양광 발전 확대 프로그램

Sustainable CUNY

2006년 이전에는 태양광 기술이 불완전하고 관련 정책이 미비하여 태양광이 갖는 가치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뉴욕 시립대(CUNY)는 2006년 처음으로 뉴욕시 지속가능성 사무소(MOS), 뉴욕

시 경제개발공사(NYCEDC)와 협력하여 뉴욕시 태양광 파트너십 ‘Sustainable CUNY’을 구상하였

다. 현재는 Sustainable CUNY은 뉴욕시와 40여개의 주요 파트너를 대표하여 뉴욕시와 뉴욕주 및 

연방정부에 걸쳐 지원을 받고 있다. 

Sustainable CUNY는 뉴욕시의 경제적인 발전을 고려한 장기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포괄

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이행한다. 2014년 빌 데 빌라시오 뉴욕시장은 지속가능한 CUNY 파트너십을 

29) http://www.chpexpress.com/

30) http://empirestateconnector.com/

31) https://www.equinor.com/en/what-we-do/empirewin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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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Y SOLAR MAP

<그림 26> 공유 태양광 사업 예시

통해 ‘Solarize NYC’ 와 ‘Shared Solar NYC’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2016년 9월 뉴욕 시장은 이

를 통해 2030년까지 뉴욕시의 새로운 태양광 전력을 1GW로 높이기로 하였으며, 단기적으로 2020

년까지는 뉴욕 최초의 태양광 에너지 저장장치를 개발하여 100㎿h의 전력량을 확보하여 뉴욕시의 

정전 시 복원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Solarize NYC

Solarize NYC는 지역 커뮤니티의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는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기존에 태양광 

투자 진입장벽으로 제한되었던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와 교육을 통해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사

전 검증된 태양광 설치 회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한정된 기간 동안 할인된 가격으로 태양광 발

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커뮤니티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 회원협회, 학부모-교사 그룹, 종교

단체, 시민단체, 이웃 또는 대기업 직원 등이 될 수 있으며 단체의 일부만도 참여할 수 있다. 현지 

설치 업체들은 캠페인 참여를 통해 고객 확보 비용을 줄이고 투명한 경쟁을 보장받을 수 있다. 

Shared Solar NYC 

Shared Solar NYC는 커뮤니티 공유 태양광 발전(Community Shared Solar)을 지원하는 사업이

다. 커뮤니티 공유 태양광은 개인 또는 공동체가 외부 태양광의 일부를 분양받거나 빌려 경제적 이

득 또는 전력 크레딧을 얻는 개념이다(그림 26). 이를 통해 다세대 건물 거주자 또는 소유 건물이 

태양광발전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도 태양광 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효과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뉴욕시 지속가능성 사무소(MOS)와 뉴욕시 경제개발공사(NYCEDC)는 ‘Shared 

Solar NYC Gateway’라는 온라인 플랫폼

을 구축하였다. 뉴욕시의 부동산 소유자는 

사이트에서 공유 태양광 사업을 직접 개설

할 수 있으며, 태양광 설비 견적을 비롯하

여 검증된 태양광 개발자와 입찰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Solar Ombudsmen의 

기술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부동산 소

유자는 공유 태양광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

써 이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사회에 기여 할 

수 있다. 시에서는 지역 내 저소득층 주민

들에게 태양전지 어레이를 예약해주는 혜택

을 제공하고 있다.

태양광 협동조합 사례: Solar Uptown Now

환경정의를 위한 단체인 WEACT와 도시 주택관리 지원 위원회(UHAB)와 Solar One이 협력하여 

뉴욕시의 태양광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Solar Uptown Now 캠페인이 출범하였다. 2018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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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wn Heights와 Northern Manhattan에서 저렴한 주택 건물(Affordable housing buildings)

을 활용한 혁신적인 태양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Crown Heights, Brooklyn

마을 소유의 태양광 모델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저렴한 주택에 

효율화 기술을 적용한 모델이다. 주택개발기금공사(HDFC) 협동조합은 커뮤니티 재생 프로그램

(Community Retrofit Program)과 Solar One과 도시 주택관리 지원 위원회(UHAB)로부터 지원

을 받아 약 100여개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전력을 생산하였다. 생산된 전력 크레딧은 협동조합

에 참여한 각 세대에 부여되었다.

 Northern Manhattan

뉴욕시의 북쪽 맨하튼에는 총 9개의 저렴한 주택의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약 900명의 주

민들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이 태양광 패널은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약 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캠페인을 통해 마을 주민 90명이 태양광 설치 기본 

교육을 받았으며, 이를 위하여 태양광 파트너 기업들은 5명의 태양광 패널 설치 교육자를 고용하였

다.

3.1.3. 시 기관 태양광 발전 확대 프로젝트: Solar 100

뉴욕시의 전력 소비　중 10%가 도시기관에서 소비된다. Solar 100 프로젝트의 최종목표는 2025년

까지 시 소유의 건물에 총 100㎿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2016년 지역법 

24를 시행하여 10000ft² 이상 되는 시 소유의 건물들의 옥상을 조사하여 태양광 시설이 적합한지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 잠재력으로 약 55㎿의 태양광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뉴욕시

는 2016년 말을 기준으로 53기관에 약 8.8㎿, 2018년 4월을 기준으로 총 57기관에 10.3㎿의 태

양광 시설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최종 목표치에 약 10%에 해당한다. 시 소유 건물의 옥상 태양광 

시설 외에도, 주차장 태양광 발전소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등 범위를 확대시켜나갈 예정이다. 

3.1.4. 풍력 에너지 생산 의무화 및 설계 기준

풍력발전은 건물부(DOB)의 재생가능에너지 기술 수단 중 하나로 생산이 의무화되었다.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시설의 설계, 건축, 유지 및 폐기가 진행된다.

 설계 기준: 대형풍력발전기의 설계는 통상적으로 정해진 공공 기관32)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 진

행되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풍속: 130mph(약 58m/s)의 바람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2) 미국 풍력발전 연합. 뉴욕주 에너지 연구 및 개발 부서,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 유럽 풍력 발전기 인증, 영국 풍력 에너

지 연합, 국제 전기기술 위원회, 미 국립 재생에너지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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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단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m² 이상이어야 한다.

 제동 및 장금 장치 : 공공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공기 역학 과속 제어 장치 및 기계식 브

레이크와 같은 예비 제동 장치 및 수동 잠금장치의 설비가 요구된다.

폐기는 전력생산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지 12개월 이상 되었거나, 제조업체가 발행한 발전기의 유

효 기간이 다했을 때 가능하다. 발전기의 유효 기간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재량에 의해 폐

기 시점이 결정된다. 이외에도, 외관, 접근성, 소음, 음영, 신호간섭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

련되어 있다.

3.2. 건물부문

뉴욕시는 2019년 기후동원법을 통과시키며 건물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030

년까지 40%, 2050년까지 80% 감축할 것을 선언했다. 건물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이 의무

화되었던 건물 크기가 50,000ft² 이상에서 25,000ft² 이상의 건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뉴욕시 내 

모든 건물이 규정을 지키도록 뉴욕시는 배출권 거래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여 융통성 있

게 에너지 효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규제 준수의 대안을 제공하며 동시에 건물주가 

법의 요구보다 더 큰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는 데 효과가 있다. 건물 시세를 적정히 유지하며 저렴한 

주택과 소형 건물을 포함한 모든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건물부문의 에너지 세부사업으로 에너지 합리화 사업(Retrofit Accelerator와 Community 

Retrofit NYC programs)과 도시 녹색 주택 보존 프로그램(City’s Green Housing and 

Preservation Program), 지속가능한 옥상 구역(Sustainable roofing zone), 뉴욕탄소챌린지(The 

NYC Carbon Challange), 자산평가 청정에너지 프로그램(Property Assessed Clean Energy), 

에너지 평가제도 조정(Adjusting Energy Grading Scale)이 있다. 

3.2.1. 기존 건물 온실가스 배출 제한

기후동원법 도입으로 인하여 뉴욕시의 건물은 법 조항이 제시한 제한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이 금

지된다. 건물을 이용하는 집단에 따라 온실가스 제한량은 다음과 같이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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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Group33)

온실가스 배출 제한량(tons/ft²)

2024년-2029년 2030년-2034년

Group 1-2(병원), Group H(고위험),

Group B(실험실, 재난응급실, 헬스케어)
0.02381 0.01193

Group M(상업) 0.01181 0.00403

Group I-1(노인생활지원시설) 0.01138 0.00598

Group A(집합시설) 0.01074 0.0042

Group R-1(호텔, 기숙사) 0.00987 0.00526

Group B(비즈니스) 0.00846 0.00453

Group E(교육), Group I-4(어린이집, 보육원) 0.00758 0.00344

Group R-2(거주, 다가구) 0.00675 0.00407

Group F(공장, 공업) 0.00574 0.00167

Group S(창고), Group U(주차) 0.00426 0.00110

자료: 이정찬(2019)에서 재인용

<표 14> 집단 분류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제한량

 
배출량 상위 20%인 건물에서는 각각의 이용자 집단이 감축 요구량을 계산하여 2024년에 배출량 

상위 75%의 건물은 두 번째 이행 날짜인 2030년도에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시작해야 한다. 배출

량은 이행 다음년도부터 매년마다 보고되어야 한다. 건축물 부서(DOB)에 건물에너지 배출성능실

(Office of Building Energy and Emission Performance)가 설립되어 신축건물과 주요 기존 건

물들의 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 성능을 감독하고 정부 차원에서 빌딩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평가 프

로토콜을 확립할 것이다. 2005년 대비 2030년에 중대형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모든 빌딩에 온실가스 배출 제한 기준이 0.0014톤CO₂e/ft²/yr로 적용하는 등 에너지 

효율 및 강도에 대한 의무를 전 도시에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80%를 달성할 것이다.

33) NYC Building Code 2014 chapter 3 Use and Occupancy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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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개인소유 건물

1) 에너지 합리화 사업(Retrofit Accelerator, Community Retrofit NYC programs) 

NYC Retrofit Accelerator는 건물주가 개인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

도록 무료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효율자문팀은 25,000ft²이상 크기의 건물

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 및 물 효율성 계획을 수립해 준다. 이 외에도 자격을 갖춘 계약자와 연결시

키며, 건물 운영자에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기술을 지원하고 지침을 제공한다. Community 

Retrofit NYC는 NYC Retrofit Accelerator를 보완하는 프로그램으로 브루클린 중심 및 퀸즈 남부

의 중소 규모 건물(5,000-25,000ft²) 소유자가 에너지 및 물 리트로핏을 하도록 지원한다.

현재 뉴욕시는 기후동원법에 맞춰 기존에는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신축건물과 중소형 건물 및 

다른 지역의 건물에도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Retrofit Accelerator와 Community 

Retrofit NYC 프로그램의 역량을 3배로 늘릴 예정이다. 개인소유 건물의 에너지 효율 관련 계획을 

통하여 뉴욕시내 약 100만 개의 기존 건물에 에너지 효율을 위한 개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2) 도시 녹색 주택 보존 프로그램(City’s Green Housing and Preservation Program)

NYC 주택 보존 개발부(HPD)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민이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자금

을 저이자 또는 무이자로 대출할 수 있게 지원해준다. Community Retrofit NYC는 건물 소유주가 

도시 녹색 주택 보존 프로그램 및 기타 재정 자원과 연결되도록 돕는다.

 

3.2.3. 시 소유 건물

시립 건물은 포트폴리오 기반 접근(portfolio-based approach)으로 시정부 운영의 현대화 및 에너

지 효율을 높일 것이며 이는 시 운영부문의 재정을 줄여 도시 재정 상태를 향상시킬 것이다. 뉴욕시

는 2015년, 시립 건물 효율화 사업을 위해 27억 달러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립 건물은 2030년까

지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절반을 감축할 예정이다. 

3.2.4. 지속가능한 옥상 구역 의무화34)

뉴욕시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신축 또는 대규모 수리 중인 건물에 지속가능한 옥상 구역

(sustainable roofing zone)을 의무화하였다. 지속가능한 옥상 구역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

거나 옥상녹화가 이루어져야한다. 옥상의 단위를 ① 18.5m² 이하 또는 ② 9.2m² 이하의 면적이지

만 5층 이하의 거주 건물(Group R)로 나누어 각 단위당 4㎾ 이상의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반사율을 고려하여 지붕 경사가 2/12 이하일 경우에는 최소 옥상녹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50

㎾ 이상 용량의 재생에너지35) 발전설비를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는 대체에너지 프로젝트(alternative 

34) 기후동원법 일부: 2019년 지역법 92, 93, 94와 결의안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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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project)로 정의된다.

이 법은 5년 동안 ①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입주 또는 초기 입주가 제한되는 거주 건물, ② 뉴욕시 

행정법 27-2153조에 따라 대체 집행 프로그램(AEP)이 적용되는 건물, ③ 주택보존개발부 소유의 

건물에 적용되며, 이후에는 모든 건물에 적용된다. 주택보존개발부(HPD)는 4년 내 이 법의 경제적 

수용성을 연구하여 비용효과적인 경로를 권고하고 적용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대체에너지실(Office of Alternative Energy)에서는 옥상 녹화36)(green roofs)에 필요한 자원과 

사용되는 재료와 관련된 정보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계획이다(Local law 93, 2019). 미국 환경보

호국(EPA)은 옥상녹화 비용을 1ft²당 25달러로 추산하였다. 높은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뉴욕주는 

옥상녹화 1ft²당 5.23달러의 부동산세 경감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뉴욕시는 비용 대비 세금감면이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부당산세 감면을 1ft²당 15달러까지 증액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결의안을 채택했다. 

3.2.5. 에너지 평가제도 조정

에너지 평가제도 조정(Adjusting Energy Grading Scale)을 통해 2020년 10월부터 25,000ft²보

다 큰 건물에는 에너지 벤치마킹 도구를 통해 평가된 효율 점수를 기준으로 에너지 효율 등급이 발

행 및 게시된다. 이사회 의원인 앤드류 코헨(Andrew Cohen)은 2018년 지역법 33의 평가 척도가 

건물 효율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아 건물의 진정한 효율성에 의미를 오해하게 만든다고 우려하였

다. 이에 2019년 기후동원법의 통과로 지역법 33이 더 엄격한 에너지 효율 등급으로 개정되었다. 

<그림 27>과 같이 각 점수별로 뉴욕시의 건물들의 효율 등급이 A, B, C, D로 발행된다.

자료: NYC MOS(2019b)

<그림 27>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른 뉴욕시 건물 분포

35) 미국 법 제 26편 제 45조에 제시되어 있는 정의 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 또는 다른 기관의 장이 재생가능하다고 판단한 에너지

36) 뉴욕시건축규정(New york city building code) 1502.1에 따르면 옥상 녹화는 생육배지, 가공토, 여과포, 내장배수 시스템 

등이 결합된 지붕 조합물과 추가적인 경관시설물 또는 152mm 이하의 초목으로 덮인 지붕 덮개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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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자산평가 청정에너지 프로그램

PACE(Property Assessed Clean Energy, 자산평가 청정에너지 프로그램)는 건물 소유자가 재생

가능에너지 시스템 설치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자 할 때 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자금 조

달 방식은 토지담보금융지구(land-secured financing)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한다. PACE 프로그램

을 통해 자산 소유자는 에너지 비용을 선불로 지원받거나 수익 채권 등으로 자산을 위한 지원을 받

은 뒤, 정해진 시간에 걸쳐 자산 평가를 통해 최대 20년 동안 개선 비용을 상환하면 된다. 비용은 

소유자의 재산세 청구서로 추가되어 지불 된다. 최근 PACE 금융모델은 더욱 확장되어 자산 소유자

가 큰 금액의 선 자금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PACE는 주거용 자산을 위한 과정인 R-PACE와 

상업용 자산을 위한 과정인 C-PACE로 구성된다. 

C-PACE 

상업용 PACE 프로그램은 여러 주, 지역 및 지방 정부에 존재한다. 프로그램은 조직 수준, 금융 구

조, 적격 규준(negligible measures) 등에 걸쳐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5개가 넘는 주

와 컬럼비아 특별구에 C-PACE 입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8억 달러 이상이 프로젝트에 지원되었다.

R-PACE

주거용 PACE 프로그램은 주택 소유자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재생가능에너지 및 기타 주택 개조를 

위한 자금을 사적 자본처를 통해 조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PACE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주 법률

을 통해 가능하며 지방 정부 차원에서 승인된다. 지자체는 R-PACE 프로그램을 직접 관리하거나 

하나 이상의 PACE 제공 업체와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관리 할 수 있다. 2019년 현재 20

만 명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PACE 파이낸싱을 통해 50억 달러의 에너지 효율성 및 기타 주택 개

선을 이루어 냈다.

일반적인 주택 개선 프로젝트에는 다음의 항목이 포함된다. 난방 및 냉방 시스템과 온수 히터의 교

체; 공기 밀봉 및 단열; 에너지 스타 문, 창문, 지붕; ENERGY STAR 기기; 태양 광 발전 시스템; 

물 절약 및 복원력 측정(예: 지진 개장 및 바람 위험 보호)

3.2.7. 뉴욕 탄소 챌린지

뉴욕 탄소 챌린지(The NYC Carbon Challenge)는 법적으로 요구하는 이상의 온실가스를 자발적으

로 감축하는 민간 기간과 공공 기관 및 비영리 부문 이니셔티브다. 2007년 18개의 대학들의 선언

으로 시작되었다. 현재는 대학을 넘어 병원, 상업적 건물, 임대 건물, 다가구 건물, 호텔과 소매 유

통업까지 100개가 넘는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21개의 참가기관이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 30%를 

감축했으며 19개의 대학, 병원 및 상업용 사무소가 2025년까지 50% 감축하기로 목표치를 상향 조

정하였다. 탄소 챌린지를 통해 약 1.5백만톤CO₂e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7억 달러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속가능사무소는 부문별로 탄소챌린지 감축 전략을 핸드북을 제작하여 온

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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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송부문

수송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며, 특히 이 중 90%가 

자가용으로부터 배출된다. 가격 인하 등의 지원을 통해, 자가용 운전자들이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도록 

독려한다면 뉴욕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뉴욕시의 수송부문 에너지 세부 사업의 주요 내용은 승용차 대신 지속가능한 운송수단 이용을 권장

하고 차량은 지속적으로 감축하며,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전기자동차를 지원하

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정 차량 계획(CLEAN FLEET PLAN), 도시 차량의 수와 크기 감소,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네트워크 개발, 주차장 요건 강화, 녹색 적재 구역(Green Loading Zones) 설

정이 있다.

3.3.1. 청정 차량 계획

뉴욕시 청정 차량 계획(Clean Fleet Plan)은 2015년 12월에 수립되었으며 조기 목적 달성으로 인

하여 2019년 목표가 향상되었다. 뉴욕시는 2025년까지 최소 4,000개의 전기 자동차를 운영하고 

도시가 운용하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줄여 미국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차량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뉴욕시는 카트, 지게차, 간판등을 포함한 총 630대의 전기 및 태양광 도상 밖(off-road) 장비를 운

영하고 있으며, 태양열 차고를 포함하여 422대 이상의 차량용 전기충전 장비를 운영하고 있다. 여

러 방면에서 청정 차량 계획(Clean Fleet Initiative)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

며 최첨단 기술의 활용 또한 기대된다. 

뉴욕시 행정서비스국은 정부 기관의 모든 차량과 연료를 조달하고 깨끗한 대체 연료를 도입하여 차

량 배출량을 줄이며 차량 효율성을 높이는 계획을 관리한다. 행정서비스국과 지속가능사무소(MOS)

는 2년마다 행정명령 이행에 대한 업데이트를 포함한 보고서를 발행한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20년 

1월 1일까지 발행할 계획이다.

3.3.2. 도시 차량의 수, 크기 및 배출량 감소 

공공차량 1,000대 제거, 연간 주행 거리 천만 마일 감소로 교통체증 및 공용 차량 주차 수요 감소

를 목표로 한다. 2019년 6월 30일까지 행정서비스국은 장기 임대 차량을 포함한 모든 도시 내 차

량에 대해 텔레매틱스, 매핑을 분석하고 구현할 것이다. 2021년 6월 30일까지는 기존에 있는 도상 

차량(on-road) 최소 1,000대 감소를 목표한다. 

차량 종류는 배출 및 비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행정서비스국과 예산관리국(OMB)은 스포츠용 

차량(SUV)의 현안을 검토하여 2021년 6월 30일까지 최소 250대의 뉴욕시의 SUV를 플러그인 전

기형 세단으로 축소할 것이다. 도시 차량의 수와 크기를 감소시킴으로 차량 효율을 개선하여 배기가

스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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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찰, 현장 건설, 프로젝트 관리, 비상 대응, 주차 문제 등의 상황에서 

직원이 도시 차량으로 통근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통근에 사용되는 비용과 배출은 운영상 필수

적이고 불가피한 것을 두고 최소화해야 하며 비상 대응으로 통근하는 직원은 차량 사용이 불가피하

다는 정기적인 비상 상황을 증명해야 한다. 행정서비스국과 예산관리국(OMB)은 실제 통근 형태를 

검토하여 2021년 6월 30일까지 최소 500명의 정식 통근자를 줄일 예정이다. 

3.3.3.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네트워크 개발

전기자동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교통국(DOT) 및 뉴욕시 지속가능성 사무소(MOS)는 공공 및 민

간부문과 협력하여, 5개의 자치구에 걸쳐 전기차 공용 충전 네트워크를 확장할 것이다. 2018년에는 

충전 시간이 30분인 고속 충전소를 각 자치구당 최소 1개 이상 설치하는 것이 목표이었지만 현재 

뉴욕시는 최소 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2020년까지 시 소유의 부동산에 50개의 고속충전소를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Con Edison과 파트너십을 맺어 차도 가장자리에 충전 시간이 4-6시간인 

2단계 충전소를 120개를 설치하여 시범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는 뉴욕시의 모든 경차 

판매량 중 전기차 판매 비중 20% 확보를 목표로 한다.

 

자료: NYC DCAS 홈페이지

<그림 28> 뉴욕시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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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주차장 요건 강화

전기 자동차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력하여 주차장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법안의 내용은 현재 20%인 도관 가용성을 새로 짓는 주차장은 40%로 늘리고 전기차 충전

기 설치는 20% 설치 의무화로 변경하는 것이다.

3.3.5. 녹색 적재 구역 설정

뉴욕시는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 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뉴욕시 지속가능성 사무소(MOS), 뉴욕시 경

찰(NYPD), 뉴욕주 자동차부서(DMV) 및 화물 산업과의 협력과 교통국 DOT을 통하여 일부 지역에 

녹색 적재 구역(Green Loading Zones)을 설정할 것이다. 녹색 적재구역은 공해물질을 내뿜지 않

는 자동차(ZEVs, zero-emission vehicles)가 물건을 싣거나 내릴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4. 맺는 말

뉴욕시는 2008년을 기점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도시계획에 반영하며 에너지전환을 선도해왔다. 

더 나아가 2019년에는 그린뉴딜을 선언하며 에너지전환을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수단을 넘어 일자

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바라보고 있다. 뉴욕시의 2050년까지 100% 청정전

력 공급 및 탄소 중립도시를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는 뉴욕주의 목표들과 국제기후변화협약에 따

른 1.5도씨 지구 온도 제한 목표를 도시 차원에서 적용한 것이다. 

뉴욕시는 부문별 및 주체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모니터링 결과와 시나리오 분석을 전략에 

꾸준히 반영하고 있다. 주체별로는 시정부와 민간 차원으로 나누어 사업이 용이한 시정부가 우선 탄

소 중립에 도달하도록 하며,부문별로는 건물부문에서의 감축을 가장 주력하고 있다. 건물부문이 온실

가스 배출 비중도 높고 도시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감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동원법의 제정으로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건물의 에너지 효율 수준을 적극 규제하고,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재정과 기술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수송부문은 높은 인구밀도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사용을 촉진하고, 

청정 연료사용과 전기자동차 인프라 확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부문에서 뉴욕시는 뉴욕주에 의존적인 모습을 보인다. 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을 뉴욕시가 

아닌 뉴욕주와 타 지역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안정적인 송전 계통망 및 에너지 저장

장치 확보가 중요한 과제다. 도시 내에서는 여러 민간 기업, 대학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국내외 기

업들의 최신 기술들을 도입함으로써 옥상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고 기존의 발전소 효율을 높일 계획

이다. 도시 밖으로는 행정부와 주정부가 에너지전환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결의안을 작성하고,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 분야로 투자 연기금을 전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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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시 요약 ●

비전

 생동감 있고 건강한 녹색도시 구축

 민간 기업과 연계한 기후변화 협의 발전

관련 지표 (1990년 대비) 

 CO₂ 배출량 2020년까지 최소 40%, 2030년까지 최소 60%, 

2050년까지 85% 감축 

 2050년까지 교통부문의 CO₂ 배출량 69% 감축 

 2050년까지 건물부문의 CO₂ 배출량 84% 감축

 2030년까지 무연탄을 사용한 에너지 생산 종료

현황 (2015년)

 1차에너지 소비량: 263,150TJ

   (상위 에너지원은 석유 36%, 가스 30%, 무연탄 15%)

 최종에너지 소비량: 228,697TJ

   (석유 40%, 가스와 전기 각각 21%, 지역난방 16%)

 1차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4%(10,511TJ)

   (바이오에너지가 91% 차지)

 2012년 기준 CO₂ 배출량의 23%는 교통부문에서, 49%는 건축

부문에서 발생

최종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

   

부문별 최종에너지소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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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를린 에너지 및 기후보호 프로그램 2030

1.1. 개요

베를린은 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독일의 수도이자 독일 최대인구밀도 도시 3곳 중 하나로 

370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 규모 및 인구 수 증가는 계속 상승세에 있다. 

2016년 4월 6일 발효된 ‘베를린 에너지전환법’(EWG Bln)에는 기후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

적인 전략과 대책을 담은 ‘베를린 에너지 및 기후보호프로그램(BEK)’을 상원이 베를린시 하원에 제

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정부에 의해 개발되고 2017년 6월 20일 채택된 본 보

고서 ‘BEK 2030’은 2021년까지의 이행 기간과 2030년까지의 발전목표를 가지고 약 100개의 기

후변화 완화-적응 대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8년 1월 25일에 시 의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BEK의 최종보고서는 베를린 시민들의 참여와 생태경제연구소의 지휘 아래 전체 프로젝트가 개발되

었다. 특히 BEK 보고서는 목표만이 아니라 기후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행동 분야에서의 구체

적인 대책을 제시하며 기후변화만이 아니라 사회적, 생태학적, 건축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려하는 통

합적인 전략을 중요시 여긴다. 

1.2. 프로그램 준비과정

BEK는 프로그램 준비 및 도출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참여와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

어졌다(그림 29). 먼저 2014년 4월에 완료한 '기후중립 베를린 2050' 실현가능성 연구’에 근거하여 

행동대책들이 수립되었다. 2015년 2월 26일 ‘제1회 도시 에너지 및 기후보호대회’가 개최되었고 베

를린 시정부(상원)는 해당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회, 경제적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초청하여 대책 논의

의 시간을 가졌다.

‘베를린 에너지 및 기후보호프로그램(BEK 2030)’을 만드는 전 과정에 걸쳐서 베를린 시민들은 '기

후중립 베를린' 홈페이지와 베를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준비과정 및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 2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베를린 에너지 및 기후보호프로그램에 대한 시민 

온라인참여가 이루어졌고 제안된 정책들에 대해 323건의 의견과 503건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2015년 9월 28일 베를린 상원은 BEK의 핵심과제 선정을 위해 ‘제2회 에너지 및 기후보호대회’를 

주관하였고 토론그룹들은 정책들의 우선순위와 장애물, 그리고 이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였다.

이와 같이 BEK 2030은 에너지,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1)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 2) 온

라인 기반의 시민참여, 3) 목표 중심이 아닌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중심의 에너지프로그

램을 도출하고자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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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enUVK(2016)

<그림 29> BEK 준비 및 도출과정에서의 시민참여

2. 현황 및 목표

2.1. 비전 및 목표

BEK에 나타나 있는 베를린 에너지 정책의 비전은 ‘FOR A CITY THAT IS LIVEABLE AND 

HEALTHY(생동감 있고 건강한 도시 구축)’이며 베를린 정부는 기후변화 협의 및 발전에 있어 민간

기업과의 연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BEK에는 CO₂ 배출 관련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베를린은 1990년도 기준으로 2020

년까지 최소 40%, 2030년까지 최소 60%, 2050년까지 85%의 CO₂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

부적으로는 2050년까지 교통부문의 CO₂ 배출량을 1990년 대비 69% 감축, 같은 해 건물부문의 

CO₂ 배출량은 84% 감축하고자 한다. 또한 2030년까지 무연탄을 통한 베를린 내 에너지 생산을 

종료할 예정이다.

2.2. 베를린시의 에너지 현황

2.2.1. 에너지소비 현황

베를린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2010년 정점을 찍은 후 2013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2014년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233,468TJ로 전년도에 비해 –7.4% 감소하였으며 2015년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228,697TJ로 2014년과 비교했을 때 약 2%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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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통계청(2019)

<그림 30> 베를린의 에너지소비 추이(1990년~2015년)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차에너지 356,208 331,518 308,384 275,415 278,784 288,983 270,250 263,153 270,500

최종에너지 261,434 270,183 270,981 241,218 243,593 252,085 233,468 228,697 235,895

<표 15> 베를린의 1차/최종에너지 소비 연도별 현황

(단위: TJ)

부문별로는 2012년 기준 건물이 58%로 최종에너지소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교통부문에서 25%, 경제부문에서 12%, 가정 및 소비부문에서 5%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 SenUVK(2019)

<그림 36> 부문별 최종에너지소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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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에너지원별 에너지 소비 현황 

자료: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통계청(2019)

<그림 32> 2015년 에너지원별 1차 및 최종에너지 소비량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2015년의 1차에너지 소비는 석유 95,392TJ, 가스 79,418TJ, 세 번째로 

무연탄이 39,810TJ로 각각 전체의 36%, 30%,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베를린 1차에너

지 총 소비량의 86%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1차에너지 소비 중 화석

연료 비중은 약 90%였던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화석연료 의존이 크게 줄지 않은 것을 알수 있다. 

2015년의 최종에너지소비에 있어서 석유와 가스는 각각 40%, 21%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많은 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 48,096TJ을 기록한 전기소비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에 있는 반면 2015년 37,287TJ과 함께 전체 최종에너지소비의 16%를 차지하는 지역난방의 비율

은 전년도에 비해 9.6% 성장하는 등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역난방 분야의 성장은 앞으로 바이오가

스 등을 활용한 지역 열난방시스템 등의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2.3. 재생에너지 현황37)

베를린의 1차에너지로써 재생에너지 소비는 2008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다. 2015년 재생에너지 기반 

1차에너지 소비량은 10,511TJ로 전체 1차에너지 소비에 있어 4%를 차지하며 이는 2008년 2.2%

로부터 약 2배의 성장한 수치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을 기준으로 바이오에너지가 재생에너지 기반의 1차에너지 소비의 약 

91%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풍력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가 각각 0.6%, 0.1%를 차지하고 있다.

최종에너지 소비에 있어 재생에너지 소비는 2015년 3,714TJ로 전체 최종에너지소비의 1.6%를 차

지한다. 2012년 크게 성장한 재생에너지는 2014년과 2015년 최종에너지소비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비해 각 18.2%, 0.5%씩 감소했다. 

37) 독일 재생에너지기구 홈페이지 베를린시 데이터(Landinfo)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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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재생에너지 

1차에너지소비량 (TJ)
2,251 2,455 9,484 9,168 10,118 10,675 10,208 10,511 10,795

1차에너지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
0.63 0.74 3.07 3.32 3.62 3.69 3.77 3,99 4.0

자료: 에너지밸런스 국가회의

<표 16> 베를린 1차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태양에너지 159 230 280 279 316 330 329

바이오에너지38) 6,901 6,334 7,347 7,631 7,052 9,590 9,838

풍력 17 21 19 18 21 43 68

자료: 에너지밸런스 국가회의

<표 17> 세부 재생에너지별 베를린 1차에너지소비량                                        (단위 : TJ)

2.2.4. 이산화탄소 배출량

2015년 베를린의 1차에너지 소비에 따른 CO₂ 배출량은 1,650만톤CO2로 독일 전체 CO₂ 배출량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베를린의 CO₂ 배출량 추이는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다소 증가하였지

만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의 CO₂ 배출량의 구성으로는 석유가 41.25%, 화

석연료(무연탄, 갈탄)이 30.5%, 천연가스가 27%, 기타가 1.1%이다.

자료: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통계청(2019)

<그림 33> 베를린 1차/최종에너지 소비량 및 CO₂ 배출량 추이

38) 고체 및 액체바이오매스 폐기물 바이오가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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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사업

3.1. 에너지 공급

3.1.1. 전반적인 정책

베를린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9%는 에너지 생산분야로부터 기인하며 2015년 기준 베를린은 에너

지공급에 있어 약 86% 정도를 화석연료(무연탄, 석유, 가스)에 의존하고 있다. 베를린 도시규모와 

인구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를린은 증가한 에너지수요와 더불어 CO₂ 배출량을 

2030년까지 최소 60%, 2050년까지 최소 85%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한편 2015년 기준 베를린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1차에너지 소비에서 약 4%,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는 약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베를린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베를린

의 도시 특성상 수력과 풍력발전의 확대는 쉽지 않은 여건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확대와 에너지효

율성 극대화를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다. 

에너지공급 분야에 있어 베를린시는 3개의 중심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①석탄과 석유를 포함하는 

화석연료 사용 줄이기, ②재생에너지와 열병합 발전 확대, ③절약과 전력효율 증대를 통해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절감이다. 특히 다수의 에너지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베를린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New 

Energy for Berlin)’ 위원회는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무연탄 

사용을 중단해야 함을 연구결과로 도출하였다. 

3.1.2. 태양광 발전

(1) 마스터플랜 솔라시티(Masterplan Solarcity)

마스터플랜 솔라시티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07월까지 에너지, 경제, 태양광 산업 관련 전문가

들의 6번의 심층토론회(협의회)를 거친 후 개발되었다. 마스터플랜 솔라시티의 주 내용은 2030년까

지 베를린 시정부 소유 건물의 적절한 지붕공간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프라운호퍼 연구소

의 기술지원 및 자문을 받는다. 현재 베를린 내 가정 태양광 설비로부터 발생하는 녹색전기를 공급하

고 있는 베를린 시민발전소(Berlin Stadtwerke)는 이 프로젝트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이다.

(2) 솔라센터(SolarZentrum)39)

베를린시는 시의 태양에너지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민 및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태양광 산업 육성

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태양광 시설 관련한 홍보, 카운슬링 등을 담당하

39) SolarZentrum Berlin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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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태양에너지센터를 설립하였다. 솔라센터는 마스터플랜 솔라시티의 세부 프로젝트 중 하나로써 

2019년 5월 8일에 개소하였다.

<그림 34> 솔라센터(SolarZentrum) 베를린

(3) 옥상 에너지(Rooftop Energy)

베를린 주민의 약 85%가 임대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 또한 에너지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기 위하여 BEK 2030은 세입자 전기(Tenant Electricity)를 지원한다. 프로

젝트 ‘세입자 전기’는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설비나 지하에 있는 열병합 발전 장치를 통해 현장에서 

전기를 발생시켜 주거용 건물의 전력망에 직접 공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여분의 에너지는 

도시의 전력망으로 공급된다. 

3.1.3. 열병합 발전(CHP)

타 도시들보다 열병합 발전의 비중이 높은 베를린은 향후에도 열병합 발전에 대한 확대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베를린시는 기존의 난방 그리드의 통합, 확장 및 재구성을 하고자 한다. 또한 효율

적인 열에너지 사용을 위해 에너지생산뿐만 아니라 열 저장 시스템 및 스마트 열 회수 등에 대해서

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역난방망에서의 열 저장 시스템에 대해서는 장기 파일럿 프로젝트를 

개발 중에 있으며 난방 네트워크에서 스마트 열 회수에 있어서도 시범 프로젝트를 발굴에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열 저장에 있어 건물은 내부 발전소 운영을 통해 분산형 열 저장장치로 사용될 수 있

으며 이는 열병합 발전에 있어 열 손실에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4. 바이오 발전

베를린의 에너지 구조, 특히 지역난방에 있어 가스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2015년 베를린의 지역난

방 연료사용에 천연가스 16,625TJ이 사용되어 전체 에너지원 중 39.6%를 차지하였다. 무연탄 

22%, 갈탄 17.%, 재생에너지원 10.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천연가스는 비록 화석

연료에 속하긴 하지만 무연탄, 갈탄, 석유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는 점에서 에너지전환에 있어 

브릿지(bridge) 에너지원으로서 평가되고 있다.

폐기물자원에 대한 적절한 운용을 통해 베를린시는 바이오가스 등의 바이오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BERLIN, GERMANY 79

천연가스 사용량을 점차 대체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베를린시는 시 정부 자체적으로 

바이오 에너지 사용에 앞장서고 있다. 예를 들어 베를린 공공폐기물관리청은 2017년 7만6000t의 

유기폐기물을 재활용해 발효시설에서 6만9000t을 바이오가스로 전환해 BSR(베를린 도시청소회사)

의 차량을 연료로 사용하였으며 이  때의 발효잔여물들은 농업비료로 재사용되었다. 또한 베를린시

는 폐수열의 잠재성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연구와 프로젝트를 향후 지원하고자 한다.

3.1.5 풍력 발전

풍력에너지와 태양광 에너지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자연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베를린에 설치

된 대형풍력터빈(GWEA)과 소형풍력터빈(㎾EA)은 소수만 운영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다른 재생

에너지원에 비해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많은 전략들이 제시되어있지는 않았으나 베를린시는 ‘베를린 

풍력 에너지 실현가능성 연구’를 통해 향후의 풍력 에너지의 잠재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2030년

까지 재생에너지 확대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3.1.6 에너지 저장 및 스마트 그리드

재생에너지 확대와 별개로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에서 잉여전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저장

해야만 전체적인 에너지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기상 의존적인 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전력공급은 

반드시 지능형 전력 및 열 저장 시스템과 연결되어야만 안정적이고 유연한 전력 공급이 가능해진다. 

베를린은 향후 에너지저장기술과 스마트 그리드 서비스를 개발하고 분권형 에너지생산구조 강화를 

위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이를 위해 2021년까지 BEK 2030의 범위 내에서 약 9400만 유로를 지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3.2. 건물 및 도시개발 부문

BEK 2030 내의 계산에 따르면 건물과 도시개발 부문은 베를린 내 에너지 절약에 있어 가장 잠재

력이 큰 분야다. 2012년을 기준으로 건물 및 도시개발 부문은 에너지 소비량의 59%를 차지하며 

CO₂ 배출량의 약 49%는 건물로부터 발생하였다. 베를린시는 2050년까지 건물에서 발생하는 CO₂ 

배출량을 1990년 기준 84%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파일럿 프로젝트

들을 개발 중에 있다.

3.2.1. 건물부문

(1) 주거

베를린 내 주거용 건물은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60% 가량을 차지하며 비 주거용 건물은 약 

30%, 산업용 건물은 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베를린시는 2010년의 기존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해외도시 에너지계획 사례80

자료: SenUVK(2019)

<그림 35> 고효율에너지 건물개조를 통한 예상 부가가치효과

2050년까지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주택 개조 비율을 2%로 제고하고자 한다. 베를린시 소유의 건

물들이 선도적으로 먼저 효율화를 진행하지만 역사적 의미를 지닌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된

다. 주택 개조를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에 있어서는 베를린뿐만 아니라 독일 전역에 걸쳐 건축물의 

구조적 상태와 열 소비량에 대한 자료가 아직 불충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주택개조는 에너지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일자리 및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서도 긍정

적인 영향을 가진다. IOW(생태경제연구소)의 '기후중립 베를린 2050'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효율을 

위한 건물 개조 프로그램 시행만으로도 2020년에는 약 5천2백만 유로, 2030년에는 거의 9천만 유

로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림 35>와 같이 이 중 12.1백만 유로는 기업이 얻은 

21.7백만 유로의 부가가치로부터 창출되는 세금수입이 될 것이고, 51.6백만 유로는 프로그램 내 고

용을 통한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30년에 기술직 분야를 중심으로 720개 기업에서 총 

3,100개의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2) 상업

도시계획 정책 중 하나인 ‘그린 모아빗 프로

젝트(Green Moabit Project)’ 일환의 하나로 

상업 시설들이 밀집되어있는 모아빗 자치구는 

CO₂의 82%가 상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지역이

다. 베를린시는 기업들이 모일 수 있는 ‘그린 

모아빗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3.2.2. 도시계획 부문

그린 모아빗 프로젝트(Green Moabit Project)

베를린의 도시개발계획은 베를린 서부의 자치

구 모아빗에서 실시된 ‘그린 모아빗 프로젝트’

를 기반으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마을에 환

경 친화적 시설을 도입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CO₂ 감축을 목표로 하며 대표적으로 

지역난방 네트워크 구축을 예로 들 수 있다.



BERLIN, GERMANY 81

3.3. 교통부문

교통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2015년 71,865TJ이며 이는 베를린시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31.4%를 차지한다. 또한 CO₂는 2015년 4,844만톤이 배출되었고 전체 CO₂ 배출량의 약 30%에 

해당한다. 

1990년 이후 수많은 교통수단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증가, 경제규모의 증가 때문에 이산

화탄소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기후중립도시를 위한 새로운 트렌드들(자전

거 교통량의 증가 등)이 발견되고 있다. 

베를린은 아래의 전략을 통해 교통부문 CO₂ 배출량을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69% 감축하고자 

한다. 교통부문 CO₂ 배출량의 약 70%가 육상교통(road traffic)에서 기인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보

행자·자전거·대중교통 친화적인 도시 구축을 목표로 한다.

3.3.1. 보행자 친화적 도시

베를린은 도로교통에 있어서 보행자 친화성을 확대하고 특히 쇼핑거리와 도심의 보행자 친화성을 강

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쇼핑지구 및 도심에서의 자동차 주차제한 등의 개별조치가 논의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상승을 고려하여 적절한 음영을 보장하는 보도 설계 및 건설

을 계획하고 있다.

3.3.2. 자전거 인프라 및 전기·공유 자전거 지원

베를린 교통에 있어서 긍정적인 최신 트렌드는 최근 몇 년 간 자전거 교통량이 크게 성장했다는 점

이다. 2013년에 자전거 통행량은 전체 교통 통행량의 약 13%를 차지하였고 현재 베를린에는 

968km의 자전거 전용도로와 285km의 차도에 있는 자전거 도로(biking lanes on the road)가 

마련되어있다. 앞으로도 시는 자전거 고속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거치대 등 시설 투자 자금

을 확대할 예정이며 현재는 자전거 인프라 확충에 2억 유로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또한 공유 자전거 정책에 있어 베를린 내 리히텐버그, 슈판다우 자치구에서는 2018년 여름부터 무

료 자전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시민들은 온라인으로 자전거

를 예약하고, 최대 3일까지 대여할 수 있으며 BEK는 독일자전거운전자연합회(German Cyclist’ 

Federation) 베를린 지부와 협력해 관련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3.3.3. 대중교통 확대 및 편리성 제고

베를린 교통부문의 또 다른 긍정적인 트렌드는 개인 자동차 대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트렌드를 계속 지원함으로써 2050년까지 개인 자동차 보유 대수를 17%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와 더불어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편리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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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enUVK(2019)

<그림 38> 도심 내 전기충전소 확대

있다. 대표적으로 새로운 트램 노선의 증축, 베를린 교외 지역과의 연결성 제고를 들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베를린 시내버스의 전기차 비중을 점차적

으로 늘릴 계획이다.

자료: SenUVK(2019)

<그림 36> 1000명당 자동차 대수(연방, 주요도시)

자료: SenUVK(2019)

<그림 37> 베를린 내 개인 소유 자동차 감축 목표

3.3.4. 고속도로에서의 감속

베를린은 이제까지 교통안전 개선과 소음 및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최고속도 30km/h 제한구역인 

‘템포 30(Tempo 30)'과 같은 도로 속도제한전략을 추진해왔다. 도로에서의 감속은 기후보호의 관

점에서도 연료절감과 CO₂ 배출감소에 효과적이며 이전에 템포 30을 적용한 구간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 최대 5㎍/㎥의 이산화질소 감소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이유로 베를

린은 베를린 내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에서의 감

속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3.3.5. 충전 인프라 구축

베를린은 2030년까지 가솔린과 디젤 엔진 차량

을 전체 도로 차량의 약 3분의 1로 제한하고 

2050년까지는 거의 완전히 청정연료(전기 및 

수소)로 대체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전기 충전소의 개발 및 설

치가 요구되며 이미 충전 인프라의 건설이 진행

되고 있다. 도심 지역(S반 링 내부)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최소 1,000개의 전기 충전소를 구

축하고자 하며 도심 외곽지역(S반 링 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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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화물자전거 대여사업

대한 고려도 요구된다. 반면 수소 충전소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나와 있지 않다.

3.3.6. 화물 자전거 대여사업

자전거 통행량 확대를 위해 베를린의 리히텐버그 

구와 스판다우 구는 2018년 가을부터 화물자전거 

대여사업인 ‘Flotte Kommunal’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자전거 운전자 협회 베

를린(ADFC Berlin)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졌

으며 관련 내용은 화물자전거 홈페이지

(www.flotte-berlin.de)를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

할 수 있다.

참고 : Berlin Mobility Law(베를린 모빌리티 법)

‘모빌리티(이동성)보장을 위한 법률요건의 새 규정을 위한 법안’(이하 ‘모빌리티법’)은 베를린시의 독자적인 교

통법안으로 2018년 7월 제정되었으며 모든 사람이 다양한 이동수단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

성을 위해 이동수단 간의 균형을 맞추는 도시계획을 보장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친환경 이동수단을 

확충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독일도시 중 최초로 시행되는 모빌리티법은 교통시스템 전반, 자전거 교통, 

교통안전, 대중교통 4개 분야로 구성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베를린 모빌리티법은 BEK 2030의 교통부문 프로

그램들과 긴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 긍정적인 법적 토대로서 작용한다. 

 교통시스템 전반

- 교통인프라를 재설계해 도시 내에서 교통수단이 차지하는 공간 축소, 공공공간을 확충하여 삶의 질 상승

- 자전거, 열차, 보행 등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의 확충

- 대기오염이나 소음문제 등 교통수단에 의한 건강침해 최소화

 자전거 교통

- 자전거교통 담당 경찰관 확충

- 장애물이나 다른 교통수단의 방해없이 이용가능한 인도, 자전거도로 등을 확보

- 2025년까지 자전거 주자공간을 총 10만 곳 확보

 교통안전

- ‘Vision Zero’ : 교통수단 종류와 상관없이 심각한 교통사고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새로운 교통안전 계획과 

기준설립

 대중교통

- 베를린 교통국(BVG)는 버스 전용차로, 정거장 구역, 노면전차 노선 등에 있는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권리 

가짐

-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중교통에서 화석연료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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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경제부문

경제부문에 있어 베를린 시정부는 에너지 프로그램에 있어 우선적인 모범사례 구축, 소규모 기업을 

위한 에너지 서비스 제공, 에너지 경제에 있어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 확대라는 세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

3.4.1. 거리 조명 효율화

베를린 시정부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베를린 공공 조명에서 30~50%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베를린에는 약 34,000개의 가스 조명과 190,000개의 전기 조명이 있으며 이를 

고효율 조명으로 대체한다면 상당한 절약 잠재력을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4.2. 소규모 기업을 위한 에너지 서비스

많은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 인적자원과 재정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과 기후보호에 중

점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베를린은 인식 제고 및 동원, 조언, 협력 및 네트워킹, 금융분야에서의 

도움을 통해 소규모 중소기업의 에너지 절약과 기후보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3.4.3. 원탁회의 '기후중립 베를린 2050'

2050년까지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효율과 기후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를 베를린 내  

다른 회사들에게까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 정부는 원탁회의 ‘기후중립 베를린 2050’을 특정 산

업 내, 혹은 산업 간, 혹은 특정한 회사 규모 및 장소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이벤트를 기획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들의 기후보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3.5. 기후변화 적응 대책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 문제로 열섬 현상, 가뭄, 홍수 등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다. 베를린시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은 폭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녹

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3.5.1. 대중교통 정류장의 폭염 대책

베를린 내의 많은 지상 정거장들이 노면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늘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서 승객이 대기 시간 동안 장시간 폭염에 노출될 경우 고령자와 노약자에게 건강상의 큰 위험을 초

래할 수 있다. 베를린시는 시내버스 정류장에 적절한 음영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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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녹지와 광장 구축

베를린의 도시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토지 이용 경쟁이 증가하고 녹지 및 개방 공간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삶의 질 및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도시 유휴 공간의 녹지 사

용 및 설계는 지속되어야 한다. 녹지 확대에 있어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1,000개의 녹색지붕

(1000 Gruene Daecher) 사업을 들 수 있다.

1,000개의 녹색지붕 프로그램

1,000개의 녹색지붕 프로젝트는 개인의 지붕 공간을 활용하여 도심 내 녹지 공간을 확대하는 계획

이다. 현재 베를린의 녹화된 지붕은 약 18,000개로 이는 도시 전체 지붕 면적의 약 4%를 차지한

다. 주요 프로그램은 ①기존 방식의 지붕녹화 사업 지원과 ②혁신적인 실험 사업 ‘녹색지붕 랩

(Green Roof LAB)’ 지원 사업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로, 기존 방식의 지붕녹화 사업은 건물 당 최대 6만 유로(7,900만 원), 1㎡당 최대 60유로(7만 

9천 원)을 지원하며, 이는 전체 녹화 비용의 75% 정도를 차지한다. 둘째로 녹색지붕 랩의 경우에는 

지붕뿐만 아니라 건물의 전면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과 같이 실험적이고 모범적인 녹화 사례 발굴 지

원을 목적으로 한다. 본 프로그램은 앞선 사업과 달리 비용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문 위

원회가 개별 사례를 보고 판단 후 자금 조달을 결정한다. 사업 참여 시민들은 베를린 수자원공사 내 

베를린 빗물 에이전트(Berliner Regenwasseragentur)로부터 녹색지붕 설치 및 유지, 지붕에 적합

한 식물 등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녹화지붕은 빗물을 저장하여 온난화에 따른 가뭄, 호우 등의 피해를 완화하고 온도 측면에서

도 물 증발 효과를 통해 주변 공기의 온도를 내려 열대야를 예방하는 등 기후변화 적응 정책으로서

의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 또한 도심 인구와 건물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부족해진 녹지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여가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지붕녹

화 사업에는 350만 유로(약 39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3.5.3. 도시 공원 회복력 향상

여름의 평균기온이 계속 높아지고 폭염일수가 길어지면서 도시 식물 성장 및 생존에는 부담이 발생

하게 되고 가뭄 및 병충해에 취약한 상태가 초래된다. 베를린은 폭염에 취약한 도시 공원의 회복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도심 내 열섬 현상 완화 및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으

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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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erliner Klima Schulen

<그림 41> 베를린 기후학교 2019 포스터

3.6. 교육 및 홍보

3.6.1. 에너지정책 온라인 플랫폼40)

베를린 시정부는 BEK(베를린 에너지 및 기후보호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시민들이 언제나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diBEK을 구축하였다. 기후보호 프로그램의 참여자이자 수혜 대상자인 시

민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는 목적달성에 있어 많은 부분을 기여한다. 

자료: 베를린시 홈페이지

<그림 40> 베를린 에너지정책 온라인 플랫폼 diBEK

3.6.2. 베를린 기후학교 경연대회41)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기후보호에 대한 동기

부여, 일상에서의 기후보호 실천 확대 등의 목적과 

함께 2008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

다. 학교 유형에 관계 없이 베를린 내 전 연령의 

교육기관이 참가 기회를 가지며 가장 다양하고, 독

창적이고, 지속가능한 10개의 프로젝트들이 경연에

서 선정된다. 선정된 학교들은 소정의 상금과 체험

학습 지원 등의 포상을 받는다. 현재까지 15,000

명 이상의 아이들이 베를린 기후학교 경연에 참여

하였으며 535개의 프로젝트가 제시되었다. 또한 학교 자체의 기후보호 계획을 개발한 학교는 교육‧청
소년‧가정 상원위원회(Senate Department for Education, Youth and Family Affairs)에 베를린 

기후학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75개의 교육기관들이 베를린 기후학교 인증을 받았다.

40) diBEK(베를린 에너지정책 온라인 플랫폼)

41) Berliner Klima Schulen(베를린 기후학교 경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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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DON, UNITED KINGDOM

런던의 환경 미래 
런던 환경 전략, 2018년 5월

https://www.london.gov.uk/what-we-do/environment/london-environment-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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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시 요약 ●

비전

 가정과 상업부문에서의 탄소배출량 절감에 있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최선의 지원

 지역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깨끗하고 스마트한 통합 에너

지 시스템 개발

관련 지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와 지역난방이 에너지 수요 15% 달성

 2025년까지 지역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통해 런던 열‧전력 요구량

의 25%를 충족

 2050년까지 런던 내 태양광 PV 2GW 보급

 1990년 대비 CO₂ 배출량 2015년까지 20%, 2020년까지 40% 

2025년까지 60% 감축, 2050년 탄소제로 달성

 2050년까지 모든 교통수단에 있어 탄소배출 제로

현황 

 2015년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총 11,192천TOE로 가정부문 

41.4%, 산업 및 상업부문 36.6%, 교통부문 21.9%로 구성됨 

 2014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35% 가정부문, 42%는 산업 및 상

업부문, 23%는 교통부문에서 배출됨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2015년)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소비(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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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런던 환경 전략

기존의 런던 환경전략은 에너지, 수자원, 폐기물, 회복탄력성 제고, 기업의 폐기물관리 각각의 분야

별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에너지, 환경, 경제, 사회분야 문제 해결이 서로 유리되는 것이 아니고 오

히려 협력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2017년 8월 최초로 모든 분야를 통합한 ‘런던 환경 전략’ 초안이 

발표되었으며 피드백을 통해 2018년 5월 최종안이 발표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 완화 및 

에너지’ 파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였다.

런던 환경 전략 수립 과정에는 여러 시민들이 참여하였는데 2017년 8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공중의견을 수집했다. 또한 토크런던(Talk London)이라는 오프라인 이벤트에서 2,900명이 

5,400개의 설문조사를 완료하였고 370명의 기술 전문가들도 참여해 의견을 공유했다.

1.1. 주요 목표

런던 환경전략은 아래 6가지를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탄소 제로 도시(Zero Carbon City)

 폐기물 제로 도시(Zero Waste City)

 대기질 향상을 위해 세계보건기구의 PM2.5 기준 준수

 도시 내 녹지율 50% 달성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펀딩 도입

 에너지 효율과 그린 인프라를 위한 새로운 기업모델 지원

1.2. 에너지 및 CO₂ 감축 관련 주요 목표

2008년의 기후변화협약은 영국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에 1990년 대비 80% 이상 감축할 것을 

요구하였다. 2015년 기준 런던은 영국의 탄소 배출량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다. 

런던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제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며 완전히 탈탄소화된 런던을 위해서는 

2015년 통계상 약 34백만톤CO2eq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만들어야 한

다. 런던시는 에너지 고효율 빌딩, 친환경 교통,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 탄소 제로 도시로 거듭나겠다

는 계획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세부목표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빈곤층을 배려한 가정과 직장에서의 탈탄소화

 둘째, 지역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깨끗하고 스마트한 통합형 에너지 시스템

 셋째, 2050년까지 제로 배출 교통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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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런던의 과거, 현재, 미래 에너지 및 CO₂ 배출량

2.1. 에너지 현황

2.1.1. 에너지 소비 현황

영국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는 런던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반적으로 완

만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에는 131,713GWh를 기록하였다. 소비부문별로는 2015년

을 기준으로 가정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소비를 보이며 그 다음으로 상업 및 산업이 36.6%, 교통부

문이 2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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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1990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단위 : GWh

자료: LEGGI

<그림 42> 런던 최종에너지소비 추이(1990년~2016년)

자료: LEGGI

<그림 43> 영역별 최종에너지 소비(2015년)

자료: LEGGI

<그림 44>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소비(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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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2015년 최종에너지소비는 가스가 5,024천TOE, 전기 3,409천TOE, 석유 

2,622천TOE로 각각 전체의 45%, 31%,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용 난방부문에서의 가

스 사용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및 폐기물에너지는 124천TOE로 전체의 약 

1%만을 차지하고 있다.

2.1.2. 재생에너지 현황

런던의 재생에너지 정책, 그 중에서도 태양광 PV와 태양열 설비는 런던 외부 요인, 특히 국가정책

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Tariff, FiT)와 재생 열 인센티

브(RHI, Renewable Heat Incentive) 등은 재생에너지 설비 증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태양광 산업은 특히 2015년 FiT에 대한 정부 정책변경으로 인한 재정 지원

의 감소와 같은 도전에 직면하였고 이로 인해 영국 내의 태양광 관세가 ㎾h당 12.47펜스에서 4.39

펜스로 65% 감소하였다. 태양무역협회(STA, Solar Trade Association)에 따르면 영국 내 2017년 

1분기 가정용 옥상 태양광설비 보급률은 2010년 FiT 도입 이후 평균보다 75% 하락한 것으로 추

정된다. 런던 정부는 이러한 국가 정책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독립적인 재생에너지 정책구축을 위해 

노력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

1) 런던 내 태양에너지 잠재력

약 1,600km의 면적과 그 중 약 3분의 1은 건물 옥상으로 이루어진 런던은 태양에너지 생산에 있

어 큰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며 기술발전에 따라 설치공간이 다양해진다면 그 기회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GLA(Greater London Authority, 런던광역정부)는 탄소 경로 모델링의 일부로써 

건물부문 태양광‧태양열 기술의 경제적 잠재력을 평가했다. 이는 현 정부 정책(주로 FiTs 감소)에 따

른 경제적 제약과 2010년에서 2017년 사이의 배치 추세를 고려했다. 연구 결과 긍정적 시나리오 

상에서는 런던 내 태양광 PV 설비가 2025년에는 550㎿, 2030년에는 850㎿, 2050년에는 2GW 

용량에 도달할 수 있다고 추정되었다. 또한 태양열은 2030년까지 약 100㎿의 추가 전력량을 제공

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였다.

2) 런던 내 태양광 PV 에너지

<그림 45>는 2010년 4월에 도입된 국가 태양광 PV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런던에서는 태양광 PV 설치가 19배 증가했다. 런던의 태양광 발전 용량의 4분의 3 가량이 

가정용 건물에 설치되었고, 상업용 건물은 다음으로 큰 기여를 했다. 주택당 PV 평균 용량은 3.3㎾ 

로 가정 내 연간 전력 수요의 절반 정도를 충족하며, 상업용 및 지역사회용 건물의 경우 약 20㎾에

서 25㎾로 추산된다. 산업설비의 경우 95㎾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추산되며 런던에는 약 40㎾가 

설치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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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65%

상업

27%

커뮤니티

4%
산업

4%

자료: Ofgem(2018), GLA(2018c)에서 재인용

<그림 45> 2018년 건물유형에 따른 FiT 등록 태양광 PV

3) 런던 내 태양열 에너지 

2017년 11월을 기준으로, 런던은 전국 총 8,508개의 태양열 계획 중 공인된 258개의 가정용 태

양열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가정용 건물에 온수를 공급한다. 2011년 11월부

터 2017년 12월 기간 동안 런던에 38㎿의 용량을 가진 99개의 비가정용 재생 열 인센티브(RHI, 

Renewable Heat Incentive) 인증 설비가 추가설치 되었지만 이 중 1㎿ 미만이 태양열로 추산된

다. 영국정부는 태양열 인센티브가 ㎾h당 19.74펜스의 비율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재생 열 인센티브(RHI)를 통해 태양열 기술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GLA 모델링

에 따르면 런던은 2030년까지 6,800개의 가정용 태양열 설비와 1,200개의 비가정용 태양열 설비

의 잠재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4) 태양에너지 확대에 있어 장애물과 도전 과제

탄소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런던정부는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 그 중 태양 에너지에 다양한 지

원 프로그램들을 시도 중이지만 여전히 장애물과 도전 과제가 남아있다. 영국 전체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①태양광 PV 설치비용과 ②영국 국가에너지정책의 불확실성이다. 태양광 PV 설치 비용은 여

전히 비싼 편인데 일반적인 영국 가정 한 곳에 설치하려면 약 4천 파운드에서 6천 파운드의 비용이 

필요하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대한 국가 에너지정책의 불확실성은 런던을 비

롯한 도시들의 태양에너지 확대에 브레이크를 거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수도인 런던이 가지는 특수적 어려움은 ①높은 공동주택 비율과 ②비교적 높은 민간 임대주택의 비

율이다. 먼저 런던 가정 50%의 건물 유형은 공동주택(flats)으로 런던을 제외한 영국 전역의 수치는 

16%라는 점에서 공동주택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에너지효율 목적의 개

조가 타 주택유형보다 까다롭고 설비 설치에 있어서 임차인(leaseholder), 토지상속권자

(freeholders), 세입자(tenants)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공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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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은 타 주택유형에 비해 지붕공간이 좁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두 번째로 28%의 런던 가정이 민간임대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 또한 런던을 제외한 영국 전역

은 18%라는 점에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임대의 경우 집 소유주와 세입자 양쪽 모두 자신이 거주

하지 않는 혹은 실질적 소유자가 아닌 건물에 태양광 PV를 설치할 동기가 적기 때문에 PV 설치 확

대에 장애요인이 된다.

2013 2014 2015 2016 2017

태양광 PV 123 98 111 104 100

바이오매스 보일러 8 2 4 1 0

열 펌프(Heat Pumps) 27 43 25 42 41

태양열 12 9 4 3 2

자료: GLA(2018a)

<표 18> 재생에너지 설비 신규 설치 현황

(단위 : 대)

2.2. CO₂ 배출 현황

런던의 인구 규모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CO₂ 배출량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가정, 산업 

및 상업, 교통부문 전반적으로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인다. 2015년 런던의 CO₂ 배출량은 33.91백만

톤CO2eq으로 부문별로는 가정 36%(12.13백만톤), 산업 및 상업 40%(13.50백만톤), 교통 

24%(8.28백만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1990년 배출량에 비해 25% 감소한 수치이며 2015년까

지 20% 감축이라는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한 성과이다. 다음 표를 통해 런던의 CO₂ 배출량이 지속

으로 감소해왔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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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가정

가스 9.09 7.38 8.12 8.25 7.35 7.04 7.32

전기 6.69 6.47 7.14 6.56 5.93 4.99 3.97

석탄 0.05 0.04 0.04 0.05 0.04 0.05 0.04

석유 0.06 0.05 0.05 0.05 0.05 0.05 0.05

소계 15.88 13.94 15.34 14.91 13.38 12.13 11.38

감축률42) -9% -20% -13% -15% -24% -31% -35%

상업

및

산업

가스 4.62 3.83 4.17 4.20 3.62 3.24 3.43*43)

전기 12.90 11.66 13.61 12.50 11.56 9.46 7.11*

석탄 0.02 0.02 0.02 0.01 0.01 0.01 0.01*

석유 0.59 0.54 0.53 0.50 0.56 0.57 0.61*

폐기물 0.02 0.04 0.04 0.04 0.21 0.20 0.19*

소계 18.22 16.12 18.40 17.29 15.99 13.50 11.37*

감축률 -24% -33% -24% -28% -34% -44% -53%*

교통

육상교통 6.39 6.39 6.39 6.36 6.62 6.43 6.40*

기차(디젤) 0.11 0.11 0.11 0.13 0.08 0.08 0.08*

기차(전력) 1.12 1.18 1.18 1.20 0.91 0.79 0.64*

비행 0.87 0.87 0.87 0.98 0.93 0.94 0.95*

선박 0.02 0.02 0.02 0.02 0.03 0.03 0.04*

소계 8.52 8.58**44) 8.58** 8.68** 8.57 8.28 8.12

감축률 -2% -2% -2% 0% -2% -5% -7%*

총계 42.62 38.64 42.32 40.87 37.94 33.91 30.87

감축율(1990년 기준) -5% -14% -6% -9% -16% -25% -31%

감축율(2000년 기준) -15% -23% -16% -19% -25% -33% -39%

인구(명) 8,061,495 8,204,407 8,308,369 8,416,535 8,538,689 8,673,713 8,768,659

인구당 CO₂ 배출(톤) 5.29 4.71 5.09 4.86 4.44 3.91 3.52

자료 : LEGGI

<표 19> 런던의 가정, 산업·상업, 교통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2010-2016)

(단위: 백만톤CO2eq)

42) 해당 표의 감축률은 모두 2000년을 기준으로 함

43) * 가 표시된 값은 추정치임 

44) **가 표시된 교통부문의 2011-2013년 통계치는 주의 필요 : 당시 ‘육상교통’에서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계산하는 방식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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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LA(2018b)

<그림 46> 활동영역별 온실가스 배출비중 (2015년)

활동영역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살펴봤을 때 산업 및 상업부문에서 40%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였고 그 뒤를 가정 36%와 교통 24%로 따르고 있다.

현재 런던 에너지 수요의 약 94%는 도시 밖에서 조달되고 있다. 앞으로 에너지 수요가 감소하고 

런던 내에서 재생에너지가 최대한 확대되더라도 한정된 공간 때문에 런던은 결코 에너지를 완전히 

자급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런던의 제로 탄소 시나리오는 본질적으로 영국 전체의 전기 및 가스 

그리드의 탈탄소화와 관련이 있다. 다행인 것은 런던의 전력수요가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전력으로부터의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은 몇 년 간의 국가 전력망의 탈탄소화로 인

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한편 런던에서의 가스 사용은 에너지 소비량의 약 절반,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며 가스의 대부분

은 건물 난방에 사용된다. 천연가스는 런던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난방과 전기 생산에 있

어 단기적, 중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천연가스 또한 화석연료이나 재생원료로

부터 수소생산을 위한 바이오가스 그리드 변환이나 바이오가스 흡수를 통해 가스 그리드를 탈탄소화 

할 수 있는 약간의 잠재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스의 미래에 대한 영국 정부 명확한 전략의 

부족은 열의 장기적 탈탄소화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응하여 런던은 보다 유연하고 

분산된 에너지 공급 체계를 개발할 것이며 이를 통해 런던 내 건물들의 에너지효율성을 높이고 열 

수요를 줄임으로써 국가 그리드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런던에서 전기와 가스 그리드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주요 방법은 재생에너지와 지방 분권 에너지의 

화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온실가스 발생량에 대한 단순비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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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지역 에너지 발전과 공동 난방 네트워크는 현재 런던 에너지의 6%에 상

당하는 양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중 약 4분의 1은 태양열과 풍력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발전에

서 공급되고 있다.

3. CO₂ 배출량 감축 목표

런던시의 CO₂ 배출량 감축 목표는 1990년 대비 2015년 20%, 2020년 40%, 2025년 60% 감축

하여 궁극적으로 2050년 제로배출(zero emission) 달성이다. 그러나 LEGGI(London Energy 

and Greenhouse Gas Inventory)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영국과 런던의 기존 정책들만으로는 

2050년까지 1990년과 비교했을 때 35%의 감축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나머지 65% 중 30%는 전체 영국 수준에서 에너지 그리드의 탈탄소화를 위한 추가적인 행동과 독

립적인 '기후변화위원회'의 추가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가능하다. 나머지 35%의 감축은 도시 수준에

서 확대된 행동을 통해 충족될 수 있다(그림 47).

도시수준에서 감축 가능한 35% 중에 25%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기존의 런던 정책과 프

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으나 이 조치는 새로운 자금에 의존해야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

렇기 때문에 런던의 잔류 배출량의 최대 10%는 배출량 상쇄 기술(carbon offset)이나 음의 배출

(탄소 포획 및 저장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며 이는 직접적으로 CO₂ 감축이 어려운 역사적인 

건물 보존, 항공 및 산업에서의 CO₂ 배출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GLA(2018b)

<그림 47> 시나리오 별 런던의 온실가스 배출 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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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런던 시민을 위한 에너지45)

런던의 기존 기후변화 및 에너지 프로그램은 2015년에 670천톤CO₂e의 감축을 달성했으며 이는 

2011년 감축량의 3배에 달한다. 에너지 프로그램 구축 초기 단계에서 이 정도의 성과도 의미 있지

만 사실 이는 런던 전체 에너지 수요의 2%에 불과하다. 이에 런던 시장은 가정과 산‧상업부문의 탈

탄소화를 위해 ‘런던 시민을 위한 에너지(Energy for Londoners, EfL)’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깨끗한 에너지 시스템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두 가지 주요 목표는 첫째로 에너지 빈곤층을 고려한 가정 및 상업에서의 탈탄소화이며 둘째로는 지

역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깨끗하고 스마트한 통합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다.

4.1. 에너지 빈곤층을 고려한 가정과 직장에서의 탈탄소화

 4.1.1. 가정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는 가정부문의 탈탄소화에 있어 저비용 고효율 전략이라 할 수 있다. 4.1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런던시는 주택 재정비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 런던 주택 재정비 계획

- 태양광 패널: 태양광을 재사용 가능한 전기와 열로 전환

- 녹색 지붕: 빗물을 관리하고 생물 다양성을 높임

- 효율적인 단열재 사용: 3중 유리, 햇빛 그늘 등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한 단열재 사용

- 수경 재배: 화장실, 빗물 등 가정에서 사용하고 나온 중수도를 활용해 식물 재배

이와 더불어 고려해야 할 점은 에너지 빈곤층의 문제이다. 2015년 기준 런던 내 에너지 빈곤층은 

33만 5천 가구에 달하며 이는 전체 가구의 약 10%에 해당한다. 에너지 빈곤층은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경우(에너지 요금 지불 후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도 포함)를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에너지 빈곤층의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

한 해법은 아니며 에너지 빈곤층의 소득 확대, 에너지세(稅) 경감 등을 통해 에너지 빈곤층이 보다 

쉽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가정에서의 탈탄소화 달성과 이 과정에서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런던시는 대표적으로 아래

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45) 런던 시민을 위한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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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NEW Programme(Home Energy Efficiency For Tomorrow)

본 프로그램은 자치구와 공공주택 건설사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통해 에너지 고효율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2009년 이후 RE:NEW 프로그램은 런던 내 13만 5천 가구 넘게 

지원되었으며 이를 통해 약 5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절약했다. 에너지 고효율 주택 시장이 확대되면

서 런던 내 60만 5천 가구 이상이 재정비되었으며 RE:NEW 프로그램은 약 4만 8천 가구의 에너

지 빈곤층을 돕고 후속 정책을 논의 중에 있다.

2) 에너지도약 파일럿 프로젝트(Energy Leap)46)

런던 시장은 넷 제로 리트로핏(net-zero retrofitting)에 대한 새롭고 혁신적인 접근법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7년 2월 기준으로 10개의 제로 에너지 리트로핏 프로젝트에 45만 파운드의 자

금이 배정되어있다.

3) 따뜻한 집(Warmer Homes)

런던 거주자에게 에너지 요금을 지원하는 이 정책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되어 장애가 있거나, 장기 

요양 중인 환자, 혜택 대상이 되는 노인 거주자들에게 가구당 최대 4천 파운드를 연료비로 지원한

다.

4) 연료 빈곤층 지원기금(Fuel Poverty Support Fund)

본 기금은 연료 빈곤층 지원을 위해 해당 자치구에 50만 파운드의 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첫 단계에서는 시범사업으로써 이즐링턴(Islington), 크러이던(Croydon), 킹스턴(Kingston), 루이샴

(Lewisham) 구에 모두 25만 파운드가 할당되었으며 지원받은 4개 구는 2019년까지 런던의 모든 

자치구에 적용될 수 있는 서비스 방안을 발표해야 한다.

4.1.2. 일터(상업 및 산업)

1) RE:FIT Programme47)

RE:FIT 프로그램은 비가정용부문인 런던 자치구, 학교, 대학, 병원, 레저센터, 박물관의 리트로핏을 

지원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원팀이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며 RE:FIT 프레임워크에 참여하는 

에너지 서비스 업체들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업체들을 통해 복잡하고 비싼 조달과정을 해결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자금은 유럽연합지역개발기금(European Union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과 GLA가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9년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행되어 2015년부터 적용범위를 넓혀간 이 프로그램은 2018년까지 매

년 약 35천 톤 이상의 CO₂ 감축 성과와 사업 시작 이후 총 210천 톤의 감축 성과를 보였다. 공공

46) Energy Leap Project

47) RE:FIT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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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서 220개 이상의 기업과 단체들이 참여하였으며 매년 공공부문 전체에서 약 8백만 파운드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RE:FIT 프로그램은 런던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의 대표 프

로그램 중 하나로 환경 관련 상을 여러 차례 수상하기도 하였다. 

2) 청정 열 캐시백 프로그램48)

청정 열 캐시백 프로그램은 런던 내 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SME, Small or Medium-sized 

Enterprise)들의 탈탄소화 및 NOx 배출 감축을 위한 사업이다. 최소 10년 이상 노후된 가스, 석

유, LPG 보일러나 모든 석탄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 90% 이상, NOx 배출량 40mg/㎾h 이하인 

가스나 LPG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기업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가스 보일러나 LPG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30%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열 

시스템(태양열 혹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지역 열 네트워크에 연결할 경우에는 35%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런던의 대기질 집중 지역(Air Quality Focus Area)에 위치한 기업은 5%

의 추가 캐시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캐시백 프로그램에는 런던 시민을 위한 에너지 프로그램을 통

해 34백만 파운드의 예산이 책정되어있다. 

4.2. 지역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런던 내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 뿐 아니라, 에너지 시스템 자체의 변화도 함께 고려되어

야 한다. 이는 태양광 발전, 폐열 같은 지역 에너지와 재사용 에너지를 통해 만든 에너지와 열을 건

물과 차량에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런던 시장은 재생가능 및 저탄소 발전기술의 확대를 지지하며 

런던이 2025년까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통해 열과 전력 수요량의 25%를 충족하도록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 런던 정부는 세 부문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런던 에

너지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5,500만 파운드가 열 네트워크 인프라 지원에 투

입되었고, 670만 파운드가 열병합 발전에, 400만 파운드가 태양광 PV에 지원되었다.

4.2.1 통합형 지역에너지 시스템

1) 분산형 에너지 프로젝트(DEEP, Decentralized Energy Enabling Project)

지역난방 네트워크와 재사용 에너지 공급은 런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절반을 차지한다. 런던시

는 2030년까지 이러한 에너지 공급을 수요의 3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 규

모 확대, 열 네트워크 상용화 기술 등 분산형 에너지 규모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 에너지 구조 전환

을 위해 런던시는 분산형 에너지 보급 프로그램(DEEP, Decentralised Energy Enabling Project)

을 통해 자치구와 민간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DEEP는 공공 및 민간 에너지 공급업체가 시장경쟁력 있는 가격 제시와 함께 상당한 온실가스 배출

48) Clean Heat Cashback



LONDON, UNITED KINGDOM 103

감축을 이룰 수 있도록 대규모 분산형 에너지 계획을 개발하며 운영에 있어 기술, 상업, 재무 및 기

타 자문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2019년 9월까지 직접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1

만 7,400톤의 CO₂ 절감 효과를 전달하고, 2023년까지 90㎿ 설치를 목표로 한다.

2) 열 네트워크(Heat Network)

대부분의 가스 엔진 열병합 발전은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지만 이를 통해 얻는 탄소 배출량 감축 효

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미세먼지 등 대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보

다 효율적이고 탄소 배출이 적은 열 생산 방법인 열 네트워크가 주목받고 있다. 런던시는 앞으로 거

대 규모의 열 네트워크와 열병합 발전 시스템에 대한 전략적 논의를 통해 대기 질을 보호하는 동시

에 CO₂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런던 시장은 EU 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CELSIUS’를 후원하며 5개 도시들과 파트너십을 맺

었다. 파트너쉽 도시는 로테르담, 제노아, 이즐링턴, 런던, 쾰른이다. 이들은 도시 열 네트워크 내에

서 폐열의 역할, 광범위한 에너지 시스템에서 도시 열 네트워크의 역할을 탐색한다. 런던 시장은 지

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고, 도시 인프라 통합, 데이터 분석과 예방 기술을 통해 

런던 시민들이 원하는 에너지 서비스를 만들 계획이다.

자료: GLA(2018a)

<그림 48> 계획 허가를 받은 런던 내 열 네트워크 개발현황

3) 라이선스 라이트(Licence Lite)

라이선스 라이트는 소규모의 지역 전기 공급자가 기존 공급자가 맞춰야 하는 수준의 면허나 비용 없

이도 전기판매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2017년 라이선스 라이트의 발급기관인 Ofgem(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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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Gas and Electricity Markets, 가스전력시장국)이 공식적으로 면허를 허가해 주었으며 2018년 

1월부터 파일럿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GLA는 이 새로운 형식의 전기 면허를 가진 첫 번째 기관이

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런던 자치구나 시민들로부터 생산된 잉여 전력을 런던시가 구입하여 소비자

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전기 생산자에게 더 나은 가격을 지급해줄 수 있다. 런던시는 2011년부터 

Ofgem과 이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면허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었다. 12개월 간 진행될 이 프로젝트

는 TfL(Transport for London, 런던지하철공사)이 소비자로 참여하며 Peabody Trust와 Scottish 

and Southern Energy와 전력수급계약(PPA)을 맺고 REW nPower와 제3의 공급계약(third 

party supply licenced supplier agreement)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역의 분산형 에너지원을 개발

하겠다는 정책 목표와 달리 독일의 대형 전력회사인 REW nPower와 공급계약을 맺어 비판을 받고 

있다.

4.2.2. 태양광 발전과 지역에너지 지원

시 정부는 런던 내 깨끗한 재생에너지 생산 증가를 위하여 현재 설치되어있는 95㎿의 태양광 시설

에 2030년까지 최소한 100㎿ 이상의 태양광 시설을 추가 설치 할 계획이다. 추가 설치 이후에도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2GW에 달하는 10배 이상의 태양광 설치가 요구된

다. 또한 저비용 태양광 집열판 개발을 촉진하는 시범 사업 시행하고 TfL에 태양광 패널 설치할 계

획을 가지고 있다.

1) 런던 지역에너지기금(LCEF, London Community Energy Fund)49)

런던 지역에너지기금은 지역사회 에너지 단체가 프로젝트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런던 정부는 이 기금을 통해 지역 에너지 프로젝트를 개발하려는 지역사회를 선발하여 최대 

15,000파운드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2017년 10월 시작한 1단계 기금은 지역 태양에너지사업에 집

중 지원하였고 2018년 8월 출범한 2단계에서는 태양에너지 사업 뿐 아니라 에너지 수요 감소 및 

에너지효율 제고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지금까지 런던 지역에너지기금은 17개

의 지역사회 그룹이 주도하는 31개의 지역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였고 이는 런던 내 1.4

㎿의 태양광 발전 설치를 가능하게 했다.

49) GLA(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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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LA(2019)

<그림 49> 런던 지역에너지기금

자료: GLA(2018c)

<그림 50> 런던 태양광 실행계획

2) 태양광 실행 계획(Solar Action Plan)50)

태양광 실행 계획은 크게 다섯 가지의 주요 목표를 갖고 있다. 첫째로 GLA 산하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한 태양에너지 기술을 극대화하여 모범 사례로 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GLA 산하의 부동산

(건물, 대지) 중 태양광 발전의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곳들을 맵핑하고 시설 설치 확대하고자 한

다. 둘째로 도시계획 시 태양에너지 발전을 장려하는 것이다. 셋째로 시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런던 

시민들이 태양에너지로 집과 일터를 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태양광 설치비용을 

줄이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Solar Reverse Auction’을 실시하고 RE:FIT, RE:NEW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홍보를 지원한다. 또한 에너지저장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도 포함되어 있

다. 넷째로 런던 시민에게 태양광 에너지기술 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통합형 

맵 서비스 운영을 통해 런던의 태양에너지 잠재력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자 한다. 끝으로  

2050 탄소제로를 위해 국가 수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안할 것이다.

3) 솔라 투게더 런던(Solar Together London)51)

솔라 투게더 런던은 주택 소유자와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PV 공동구매 프로그램이다. 주택 

소유자와 소규모 기업은 홈페이지에 옥상의 크기, 위치 등의 정보와 함께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저렴

한 가격으로 올라오는 태양광 패널 중 마음에 드는 제품에 입찰한다. 입찰로부터 2주 내에 개별 연

락을 받게 되고 비용 및 시간 경과에 따라 절약하게 되는 비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참여

50) GLA(2018c)

51) Solar Together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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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이 설명을 들은 후 구매 결정을 하고 결정에도 몇 주 간의 시간이 주어지며 의사결정에 필요

한 추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구매 결정 후에는 판매자와 6개월 이내로 설치 날짜를 조정하여 

설치한다. 2019년 8월을 기준으로 최근 단체 구매에 4,338가구가 동참했다. 

자료: 런던시 홈페이지

<그림 51> 솔라 투게더 런던

4.2.3.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1) 차량 대 그리드 충전 시범사업(E-Flex)

런던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양방향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차량 그리드 충전 프로젝트 E-Flex에 

협력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뿐 아니라 차량이 정지해 있을 때 배터리에 저장된 미사용 전력을 스마

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특수 양방향 충전기를 사용한다. 이 저장된 잉여에너지는 건물에 전력을 공

급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 가장 필요할 때 전력망을 통해 다시 팔릴 수도 있어 기업들이 에너지 

요금에 대한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공유도시52) 

공유도시(Sharing Cities)는 그리니치, 밀라노, 리스본, 보르도, 부르가스, 바르샤바와 협력하여 운영

되는 25만 유로의 규모의 스마트시티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에너지 수요, 청구서 및 배출량

을 줄이기 위해 기존 및 새로운 건물, 운송 및 에너지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데이터와 디지털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런던 시장은 잉글랜드에 위치한 그리니치 시와 협력하여 재생

열, 태양열 패널, 배터리 저장장치와 같은 저탄소 대책을 통합하고 개별 아파트에 스마트 디지털 난

방과 전기 제어 장치를 설치하는 등 5개의 주거용 주택 블록을 개량할 것이다.

52) Sharing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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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부문 : 2050년까지 제로 배출 교통 실현

교통부문은 런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4분의 1을 차지하며, 그 중 육상 교통이 대부분을 차

지한다. 런던시는 2000년 8.3백만톤CO2였던 교통부문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1.5백만톤CO2로 감

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 배출 감축과 공기 질 개선을 모두 고려하는 등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교통부문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2041년까지 런던 내 도로와 철도, 해상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72% 가량 감축

 런던 시내 모든 버스들 2037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택시는 2033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 

2050년까지는 모든 교통수단에 있어서 탄소배출 제로.

 도보, 자전거 교통,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로 교통에 대한 엄격한 규제(ULEZ, zero emission zone)

 2020년까지 모든 버스가 유로 6 기준53) 충족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 및 계획은 다음 표와 같다. 

런던 시내버스 런던 외곽 및 내부버스

단층 2층 단층 2층

현재
1) 유로8 기준에 맞게 현재 2층버스 보수

2)  완전 전기차/ 완전 수소차 2층버스 도입 초기

2020
 100% 전기

/수소차로 전환

모든 2층버스 

하이브리드ㆍ유로 6 기준 

충족

모든 2층버스

유로 6 기준 충족

2025
완전 전기차/ 완전 

수소차 2층버스 도입

50%

전기/수소차로 전환

85% 이상 하이브리드/ 

전기/수소차로 전환

2030
 90% 

전기/수소차로 전환

60% 하이브리드, 40% 

전기/수소차로 전환

2035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

20% 하이브리드, 80% 

전기/수소차로 전환

2037 런던 모든 버스 100% 전기 또는 수소차로 전환

자료: GLA(2018b)

<표 20> 런던 버스체계 개편계획

53) 유료 6 기준: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디젤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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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 전략을 위한 재원

6.1. 탄소 예산

런던시는 상황이나 기술의 변화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2050년까지의 배출 경로를 만들기 위해 5년 

간의 탄소 예산(Carbon Budget) 체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탄소 예산은 2018-22년에 시작하여 

영국의 탄소 예산 기간과 일치할 것이고 탄소 예산은 영국과 런던이 저탄소 경제를 효과적으로 계획

하고 투자하는 데 있어 더 큰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탄소 예산은 통제 

밖의 요인(날씨, 세계 연료 및 에너지 가격 등)에 반응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되며 이러한 유연성은 생산과 소비의 탄소 집약적 패턴에 대한 교착 상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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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탄소 예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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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시 요약 ●

비전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

 100%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및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구현

 시민협동조합 지원 및 지역 분산형 에너지 확대

 수송연료로 디젤과 석유 폐기 및 수소 확대

 노후 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

관련 지표 (2004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까지 50% 감축

 에너지 감축 목표 2020년까지 25%, 2030년까지 35% 2050

년까지 50% 감축

 재생에너지 비중 2020년까지 25%, 2030년까지 45%, 2050년

까지 100% 달성

 지역 내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 2020년 8%, 2030년 10%, 

2050년까지 20% 달성

현황 (2014년)

 파리시 탄소발자국 총 25.6백만CO2eq

 직접 배출하는 지역 온실가스의 부문별 비중은 건물 70%, 수송 

22%, 산업 1.7%, 폐기물 6.8% 순

 최종에너지 소비 중 에너지원 비중은 전기 40%, 천연가스 

32%, 등이며 2017년 기준 재생에너지는 17%에 달함

부문별 지역 온실가스 배출 비중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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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리시의 기후에너지계획

파리시의 기후에너지계획은 2007년 10월,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기후행동계획(plan climat 

de paris)에서 시작된다. 파리시는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 계획을 채택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중 하

나였으며, 당시 유럽 연합이 설정했던 목표보다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54)

2009년에는 프랑스 법률 제75조가 통과되어 2012년 12월 31일까지 인구 5만 이상의 모든 프랑

스 도시가 지역 기후에너지계획(PCET, Plan Climat-Energie Territorial)을 수립해야하는 법적 요

건이 마련되었다.

2012년 기후행동계획에서 기후에너지계획으로 개정되며 본래 설정했던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치

는 유지하되 법적 요건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 및 생물다양성 계획과 연계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녹지 조성 관련 목표를 포함하고 2020년까지의 주요 지침 및 목표와 로드맵을 제시하

였다.

이후 2018년 파리시는 이전 2015년의 파리 협정 결과를 반영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 실

현’이라는 야심찬 비전을 담은 새 기후에너지계획(PCAET, Plan Climat Air Energie Territorial)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상향 조정된 목표치와 목표 달성 경로 및 기존에 비해 훨씬 세분화된 부문별 

수단(건물, 운송, 에너지, 음식, 폐기물, 생활 환경, 동원, 금융 등)이 제시되었다.

기후에너지계획에 따르면 파리시는 시기별로 세 이정표를 제시했다. 2020년까지는 이전 기후 계획

에 따라 조치를 가속화할 것이며,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에너지 소비 35% 절

감, 재생에너지 비중 45% 확보라는 중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파리시는 2050년까

지 ①필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②에너지 소비량을 절반으로 감축하며, ③남은 

탄소발자국은 탄소 상쇄(carbon offset) 정책을 통해 탄소 중립을 이루고자 한다.

2. 현황 및 목표

2.1. 현황

파리는 프랑스 최대의 도시이며, 정치, 경제, 문화, 관광 등의 중심 도시이다. 파리의 인구는 2018

년 기준 210만 명이며, 그 외 교외 지역에 1000만 명이55) 거주하고 있다. 반면 파리시의 면적은 

약 105.4km²로, 20,000명/㎢의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다. 파리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샤를 

54) 이전 기후에너지계획 목표 (기준연도 2004년)

    (1) 2020년까지 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25% 감축, 에너지 소비 25% 감소, 그 중 재생에너지 비율 25% 달성

시 정부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 에너지 소비 30% 감소, 그 중 재생에너지 비율 30% 달성

    (2)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75%

55) Inse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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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골 국제공항이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다.56)

파리시의 온실가스와 에너지부문에 대한 현황은 파리시 녹지환경국 도시생태위원회(AGENCE 

D'ÉCOLOGIE URBAINE)에서 발간된 두 보고서를 참고하여 2014년 현황치를 바탕으로 작성하였

다. 반면 같은 년도의 수치임에도 두 자료 간의 값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최신 자료를 참고했

다. 동일 보고서 내에도 현황 수치들이 통일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각주를 추가하였다. 재생

에너지부문 현황은 매년 발간되는 기후에너지계획 점검보고서를 통해 2017년도 현황치를 추가했다.

2.1.1. 온실가스 배출

파리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국(ADEME)이 처음 개발한 Bilan Carbone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된다. 이 방법은 지역의 활동에 의해 발생한 7가지 주요 온실가스(CO₂, CH₄, 

N₂O, PFC, HFC, SF₆ 및 NF₃)의 직간접배출을 평가한다. 간접배출까지 고려함으로서 이 방법을 통

해 지역 간의 상호의존성을 살펴볼 수 있다. 대신 상당히 복잡한 방식의 계산법이다. 반면, 국제적으

로는 2010년에 여러 국제 도시 네트워크에서 채택된 지방정부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를 위한 국제 

프로토콜(GPC, Global Protocol for the Community)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이 방법은 지자체가 

실제 여러 행동을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직접배출만을 포함한다.

1) 시 전체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은57) 지방정부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를 위한 국제 프로토콜 방식을 이용하

여 산정한 경우로, 2014년 파리 지역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2004년에 비해 6.25% 감소한 6백만

톤CO₂eq다.58) 이 계산 방식에서는 목표치가 ‘2020년까지 2004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6% 감

축’으로 기존 목표치 25%에 비해 소량 증가한다. 1인당 탄소 배출량의 경우에는 2.96에서 2.42톤

CO₂eq/인으로 18% 감소하였다.

전체 탄소발자국은59) 2014년 기준 6백만톤CO₂eq에 19.6백만톤CO₂eq를 더한 25.6백만톤CO₂eq

이다. 이는 Bilan Carbone 방법에 따른 것으로 2004년 대비 약 10% 감소했다. 주요 감축 요인은 

①주택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서비스 부문 에너지 소비 감축, ②지속가능한 교통 정책 시행에 따른 

교통부문 배출량 감소, ③배출원 관리 및 분리수거 향상을 통한 폐기물 배출량 감축이다. 반대로 온

실가스 배출이 증가한 부문은 항공부문으로 현재 배출량의 3분의 1 이상이 파리 시민들의 비행기 

이용과 항공화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음식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도 증가했다. 현재 추세로는 2020년에 약 18-20%까지 온실가스 감축 달성이 예상된다.

56) Coffey(2019)

57) 주거, 서비스 및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와 도심 교통 및 파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관련된 배출 등 파리 지역의 직접 배

출을 의미

58) 2016년 계획평가보고서에는 2014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5.5백만톤CO₂e로 2004년 대비 14% 감축으로 나와 있음. 당시 수

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값이 누락 또는 과소평가된 것으로 추정됨

59)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에 에너지 소비 이전에 생성된 상류(upstream) 배출(송배전 손실, 에너지 시설 설치 및 해체)과 식품 

및 건설부문과 관련된 배출 및 파리 외부 운송(항공 운송 포함)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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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airie de Paris(2016)

<그림 53> 2014년 부문별 지역 온실가스 배출 비중

자료: Mairie de Paris(2016)

<그림 54> 2014년 부문별 전체 탄소발자국 배출 비중

한편 2016년 온실가스 인벤토리 평가 보고서에는 감축 절대치는 25.6백만톤CO₂eq로 서술되어 있

으나 감축 정도가 9.2%로 제시되어 있으나, <그림 55>의 그래프에 따르면 온실가스 절댓값이 26.1

백만톤CO₂eq로 건물과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기후에너지계획에 제시된 값보다 높

게 측정되어 있어 파리시의 현황 평가에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 Mairie de Paris(2016)

<그림 55>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2004년 대비 2014년 감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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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 정부60)

시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4년 약 262천CO₂eq로 2004년 배출량 269천CO₂eq 대비 2%의 

순절약을 이루었다. 그동안 지방 정부는 공공건물 리모델링, 조명 효율화 프로그램, 식품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운송 계획(Plans de Déplacements)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 가량을 줄였으

나 파리의 공공서비스 강화 및 도시 시설 수의 증가로 상쇄되었다. 특히 분리수거 시스템 개선을 위

해 폐기물 수거 차량이 증가하였다. 시의 폐기물부문 탄소발자국을 감축(-50,000톤CO₂eq/년)하기 

위해 정부 기관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증가(+7,000톤CO₂eq/년)한 것이다.

2.1.2. 에너지 소비

1) 시 전체

2014년 파리시의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36TWh가 넘으며, 그 중 건물부문은 85%에 해당한다. 

2004년에서 2014년 사이 수송 에너지를 제외한 에너지 소비량은 31,500GWh이며, 이는 10년 전

에 비해 7% 감소한 값이다. 파리시에는 프랑스의 다른 지역과 달리 산업체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주택과 서비스 산업에서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진다. 대부분 냉난방 소비이다. 가정부문에서는 2009

년에서 2014년 사이 연간 415GWh의 에너지 절약을 이루었다. 그 중 59GWh는 5년 동안 개조된 

750개의 사회주택(social housing)에서61) 비롯되었다.

파리시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0%이다. 에너지원별로는 전기가 가장 많이 소비된다. 이어서 천연가스

와 열에너지로, 열에너지의 경우 10년 사이 도시 내 열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비중이 소폭 증가하였다.

자료: Mairie de Paris(2016)

<그림 56> 2014년 건물부문 에너지 소비 비중

자료: Mairie de Paris(2016)

<그림 57> 2014년 파리시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

60) 파리 시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는 모든 공공시설(4백만m² 이상 크기의 학교, 보육원, 수영장, 도서관, 묘지, 

정원), 공공조명,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 및 교통, 폐기물 수거 등이 포함됨

61) 공식 정의는 없으나 전반적으로 시장임대료보다 저렴하게 임대되는 주택이란 의미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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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 정부

파리 시정부의 에너지 소비는 2014년 813GWh로, 10년 사이에 연평균 50GWh를 감축하여 

2004년 대비 5~6%62) 감소했다. 감축의 60%는 공공조명 부문에서 이루어졌으며 20%는 학교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이루어졌다. 공공차량 합리화 사업과 공유차량 시스템 개발 및 도시차량 

현대화로 인해 자동차 연료 소비가 24% 감소했다. 반면 300개의 새롭게 설립된 시설들과 분리수거 

시스템, 거리 청소 확대를 통해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가 발생하였다.

자료: Mairie de Paris(2016)

<그림 58> 2014년 파리 시정부 에너지 소비 비중

2.1.3. 재생에너지 비율

1) 시 전체

2017년 기준 재생에너지는 최종에너지소비의 17%를 차지한다. 부문별로는 지역난방의 52.3%,63) 

지역냉방의 100%, 전기에너지의 18.4%가 재생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

파리시 내에는 2014년 기준 464개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되었으며 설비 용량은 약 2,100GWh

다. 이는 연간 에너지 수요의 7%에 해당한다.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공급원

은 산업부문에서 발생한 폐기물에너지로 1,553GWh를 생산했다. 두 번째로 높은 에너지원은 센느

강으로 냉수 생산에 필요한 432GWh의 에너지를 생산했다. 파리에는 58개의 지열발전소가 존재하

며 이는 연간 94GWh로 2009년보다 20배나 성장하여 3위를 기록했다. 저전력 설비의 경우 

12GWh 생산을 위해 설치된 50,000m²의 태양광 패널이 개발되었다.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4분의 3이 온수 생산에 사용된다. 열회수에너지는 성장하고 있는 부문으로 파리에는 세 

가지 유형의 설비가 있다. 공기 열원을 이용한 히트펌프, 폐수 열회수, 데이터 센터의 폐열 회수가 

그것이다.

62) 보고서 내 수치가 약간 다름

63) 폐기물 에너지 45.3%, 바이오매스(목재) 6.2%, 액체바이오연료 0.4%, 지열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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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airie de Paris(2016)

<그림 59> 파리 시 내 생산 재생에너지 원 별 비중

2) 시 정부

2015년부터 파리 시 정부가 운영하는 고압전력 설비들에 100% 청정 전력을 공급하기로 계약하였

다. 이로써 파리시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50%를 초과하며 4년 일찍 기후행동계획 목표에 도달했다. 

현재 20,000m²의 태양광 패널이 시 소유 건물에 설치되어 있다.

2.2. 비전 및 목표

2.2.1.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탄소발자국의 75%가 소비자, 사업자, 파리 시민들과 여행객들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만큼, 계획

의 초안을 작성하는 데 최대한 많은 시민의 동원이 우선시되었다. 파리시는 새로운 기후에너지계획

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얻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발표회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날짜 내용

2016년 7월 ‘기후계획의 첫 10년에 대한 검토’ 발표64)

2016년 11월 2050 파리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제시한 ‘파리의 새로운 시대’ 연구 보고서 발간65)

2017년 1월 ‘기후 위기에 개인적, 집단적 기여를 위해 우리의 생활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시민회의66)

2017년 4월 토론 요약문 발표

<표 21> 파리시 기후에너지계획 시민참여 과정

64) Mairie de Paris(2016)

65) Paris change d’ère

66) Mairie de Paris(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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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 말까지 700명(시민, 전문가, 협회, 전문가 및 시 공무원)이 참여하

였고 100시간이 넘는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토론 요약문이 2017년 4월 5일에 발표되었다.67) 결과

적으로 시민들로부터 280개의 의견과 경제계·학계·비영리 부문으로부터 300개의 제안이 접수되었

다. 이 시기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제기되는 질문과 제안들을 수용하

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 비전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시기였다.

최종적으로 수립된 새로운 파리기후에너지계획에는 먼저 탄소 중립 비전 및 중장기 목표가 제시된 

뒤, 아래와 같이 네 장으로 나누어 탄소중립도시 실현 전략들을 소개하고 있다.

 부문별 에너지 및 탄소발자국 감축 방안(에너지 공급, 교통, 건축, 도시계획, 폐기물, 음식)

 환경질 개선 및 기후 적응 방안(대기질, 폭염, 생물다양성, 물)

 도시 에너지전환 원칙(평등, 시민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거버넌스) 

 전환에 필요한 자원(금융, 탄소오프셋 방안, 국제적 리더십)

실현 전략들은 약 500개의 목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70개는 파리시의 직접적 조치, 40개

는 국가와 공공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하는 옹호 활동이다. 나머지 조치는 도시와 파리 

이해 당사자(시민, 경제 및 기관)와 주변 국가 간의 파트너십과 관련된 수단이다.

2.2.2. 탄소중립을 향한 계획

탄소중립은 파리협정의 기본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흡수할 수 있는 생태계의 능력을 고려하여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의미한다. 이 기후에너지계획은 2020년, 2030

년, 2050년을 주요 이정표로 삼아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파리시는 순환경제와 저탄소 경

제의 출현을 장려하여 고용과 기후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한다. 디지털 혁명에 기반

해 비즈니스 관계자들이 정책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투자를 이루어나갈 계획이다.

67) Mairie de Paris(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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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airie de Paris(2018a)

<그림 65> 2050년까지 탄소중립 경로

① 파리 탄소발자국 20% 감축

(지역 온실가스 배출 30% 감축)

② 에너지 소비 25% 감축

③ 재생에너지 비중 25% 달성

(지역 내 생산 8%)

① 파리 탄소발자국 40% 감축

(지역 온실가스 배출 50% 감축)

② 에너지 소비 35% 감축

③ 재생에너지 비중 45% 달성

  (지역 내 생산 10%)

④ 화석연료와 실내 등유 퇴출

① 파리 탄소발자국 80% 감축

(지역 온실가스배출 100% 감축)

② 에너지 소비 50% 감축

③ 재생에너지 비중 100% 달성

  (지역 내 생산 20%)

④ 탄소상쇄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

자료: Mairie de Paris(2018a)

<그림 61> 시기별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련 목표
 

1) 에너지 소비 50% 절감

에너지 수요 감축은 205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해 함께 이

루어져야 할 필수 요건이다. 파리시는 에너지 소비량을 2004년 대비 2020년까지 25%, 2030년까

지 35%, 2050년까지 50%를 감축할 계획이다. 주요 감축 방안은 세 가지다. 첫째로 건물 개조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2050년까지 백만 개가 넘는 건물과 5천만m² 면적이 넘는 

건물들을 대상으로 난방 효율화 사업을 진행한다. 둘째로 파리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저탄소 운송수

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방안은 에너지 절약을 통한 네가와

트(NegaWatt) 생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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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생에너지 100% 공급

파리의 에너지 시스템은 여전히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에 파리시는 지열과 태양광을 

적극 개발하고 2030년까지 화석연료를 퇴출할 계획이다.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는 에너지 공급망(지

역난방, 지역냉방, 가스, 전기)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지역난방 네트워크에서의 재생에너지 비중

은 2030년에 75%, 2050년에 100%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파리에서 소비되는 주요 에너

지 유형은 전기다. 전기의 대부분은 중앙집중식으로 파리시 외부에서 생산되며, 최종 소비되는 재생

에너지 중 5%만이 지역에서 생산된다. 파리시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요구량의 20%를 현지에

서 생산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유연한 저탄소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자료: Mairie de Paris(2018a)

<그림 62> 파리시 최종에너지 원별 수요 전망

2.3. 부문별 비전

2.3.1. 에너지 공급 부문

1) 지역 내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파리시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에너지다. 파리시는 건물의 밀도가 높은 도시의 

특성을 이용하여 옥상 태양광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파리에는 5만m²가 넘는 태양 전지판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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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비중 100%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약 20%의 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

비를 설치할 것이다. 옥상 태양광은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상당히 높은 수준의 햇빛(2017년 

1,600 시간 이상)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의 경우 현존하는 규제 장벽을 

최소화할 것이다. 집단적 자체 소비(collective self-consumption) 메커니즘을 통해 다양한 개인, 

기업 등 소비자들이 태양광 운영자와 양허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입법체계를 구축하고, 태양광 협동

조합을 지원하는 등 시민들이 태양광 에너지 소비 및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그 

외에도 지열 자원을 활용하여 건물의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할 것이다. 2050년까지 지열 

발전소를 확대하여 330GWh의 에너지 추가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파리시는 기본 재생에너지 외에

도 열회수 에너지를 적극 생산하고자 한다. 땅 밑에서 발생하는 열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세탁

소 등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다.

2)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

파리시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시 외부에서 수입하여 12,000㎞가 넘는 전기, 가스, 난방 및 냉각 에

너지 공급망을 통해 공급받는다. 파리시의 에너지 공급망은 2030년까지 스마트 시스템으로 전환될 

것이며, 파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관리 캠페인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각각의 에너지 공급

망의 청정화 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에 대한 구속력 있는 목표를 발표할 것이다. 최

종적으로는 2024년까지 석탄은 단계적으로 완전히 폐지될 것이며, 가스 및 석유는 겨울철 에너지 

피크 때 보조 에너지로 소비되다가 2030년까지 바이오 가스 및 바이오 연료로 대체될 것이다. 추가

로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폐기물 에너지, 바이오매스 및 열 회수 시설을 확장할 것이다. 

3) 분산형 에너지 모델 구축을 위한 공공 에너지 데이터 서비스 개발

파리시는 2050년까지 파리 시민들을 위한 청정에너지 권리를 장려하고자 한다. 시민들의 에너지 접

근권 확대를 위해서는 분산형 에너지 공급망을 안전하게 통합 관리하고 여러 지역의 에너지 관련 정

보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파리기후위원회(Agence Parisienne du Climat, APC)는 공공 

에너지 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했다. 파리시는 공공 에너지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에 문

제를 공유하고 에너지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공정책을 지원하

기 위해 에너지 빈곤 모니터링, 건물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자원지도 등 심층 분석 자료들을 생산할 

것이다. 동시에 일반 시민들이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무료로 관련 정보를 제

공하고 요청하는 시민에게 개인 자문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4) 지역 파트너십 구축

도시는 국가 및 유럽 차원에서 100%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지역 내 재생에너

지 생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파리시는 2020년부터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에 대한 

자체 투자를 보충하고 광역 파리 지역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농촌지역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재정 및 기술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2030년까지 파리 시민들과 지역 사업자들에게 재생에너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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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이점을 상기시켜 구입을 권장할 것이다. 현재 시 소유 건물과 파리 공공조명 시스템에 공급되

는 전기는 100% 재생가능해야 한다. 파리는 그랑파리 광역권을 포함한 다른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

역 간의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협력을 검토 할 것이다. 

파리 시에 100% 재생가능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50km²의 태양광 패널, 3,000

개의 풍력 터빈, 2030년까지 9TWh의 바이오 가스가 필요하다. 파리기후위원회는 파리 시민들과 

사업자를 위한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또한 파리기후행동헌장(Charte Paris Action Climat)을 

설립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을 위한 혁신 지원

파리시는 탄소 중립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여러 신기술을 개발ㆍ도입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수소 에

너지 개발, 바이오매스 및 폐기물 에너지 회수 기술 및 녹색 디지털 서비스의 개발 등이 있다. 공공 

수도 운영자 오 드 파리(Eau de Paris)는 식수 공급 네트워크에서 마이크로 및 피코 터빈을 설치하

고, 식수가 아닌 수자원을 열 전달 매개체로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3.2. 건물부문

1) 대규모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2050년에 존재할 건물의 95%는 현재 존재하는 건물 또는 곧 완공되는 건물이다. 또한 파리의 건

물은 대부분 노후화되었으며 그 중 70%가 에너지 비효율적이다. 이에 파리시는 2050년까지 기존 

건물이 높은 에너지 효율 표준에 부합하도록 개조할 것이다. 개조 시에는 파리의 건축 유산을 보존

하면서도 환경 영향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할 계획이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 사업을 

통해 대규모 지역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전환에 관한 녹색 성장(TECV, Loi de Transition Énergétique는 Croissance Verte) 법에 

따라 2,000m² 이상의 기존 건물에 최소 25%의 에너지를 감축시킬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2020년까지 30,000개의 사회주택과 300개의 학교, 50,000개의 집합 건물(jointly owned 

properties)을 개조할 것이다. 2030년까지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2004년 대비 2/3로, 

2050년까지는 소비를 절반으로 줄이고자 한다. 건물 에너지 비용 또한 크게 줄 것이다.

서비스 부문의 건물도 파리기후행동헌장에 따라 자발적으로 개조해나갈 것이다. 추가로 서비스 건물

의 경우 야간 조명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2050년까지는 백만 개의 건물을 개조하고 5천만㎡ 이

상 면적의 건물을 대상으로 난방 개조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에너지 합리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경우 제3자 조달 기관과 공공 기금을 통해 전액 조달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신축 건물에 높은 에너지 성능 규제

파리에 지어지는 신축 건물은 저탄소 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Positive energy) 건물이어야 한다. 

2018년부터 파리의 모든 새 건물은 에너지 소비량이 규제된다. 건물에서 소비되는 재생에너지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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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2030년까지 60%, 2050년까지 100%를 달성해야 한다. 기술적인 건물 성능을 높이는 것 

외에도, 빠르게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건물의 사용 및 관행을 재고한다. 목표는 2030년까

지 사무실 공간의 30%가 그 외의 기능(가정용 주택, 호스텔, 사무실 및 작업장 등)을 가지도록 하

며, 2050년까지 50%에 달하게 하는 것이다.

3) 건물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 개선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자가 에너지 소비를 적극 감축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

요하다. 205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절반으로 줄이려면 건물 사용자가 자신의 책임을 인지하고 설치

된 기술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건물 관리인에게 건물 운영에 관한 교

육을 제공하여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고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APC와 사회 주택 공급 업체가 개발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소개할 것이다.

4) 주택 에너지 빈곤층 해결

파리시에는 2018년 기준 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 소비에 사용하는 에너지 빈곤층 77,000가구

가 존재한다. 2020년까지 파리시는 에너지 빈곤층 20% 감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공

급 업체와 지역 협정을 맺어 에너지 빈곤 예방을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사회적 지원뿐

만 아니라 에너지 관리 개선을 위한 사회기금(FSATME, Fonds Social d' Aide aux Travaux de 

Maîtrise de l' Énergie)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임차인과 거주자를 돕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 외에도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리 가정에 보조금을 지원

할 것이다. 이 제도는 에너지 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 빈곤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향후 30년 동안 파리는 20만 가량의 새로운 거주자를 지속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파

리시는   2020년까지 비어 있거나 가끔 거주하는 주택에 세금 또는 추가 숙박세를 도입하여 주택시장

에 물량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일시적으로 빈 건물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비상 

숙소 센터로 사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주거지에서의 숙박시설 공유와 공용 구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을 통해 주택 비용을 줄이고 넓은 지역을 공유 할 수 있다. 파리시는 건축계

획자, 부동산 개발업자 및 건설 운영자들과 협력하여 신축 주거건물의 공용 공간(작업실, 도서관, 작

업장, 세탁실 등)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공간의 생성을 통해 주택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2.3.3. 수송부문

1) 차량의 통제 및 감축

파리시는 청정 이동수단(clean mobility) 및 활동적 이동수단(active mobility)을 확대함과 동시에 

2024년까지는 디젤 차량을, 2030년까지는 가솔린 차량을 단계적으로 없앨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저

공해 구역(ZCR, Zone de Circulation Restreinte)을 지정 및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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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차량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염물질 배출량

에 따른 차등 주차 가격이 적용될 계획이다.

2) 저탄소 교통수단의 사용이 편리한 도시 공간 확대

파리시의 교통망은 밀집된 특성을 갖고 있어 도보 및 자전거의 이용이 편리하다. 파리시는 지역별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여 자동차로부터 100% 자립 가능한 도시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보행자 도

로를 확충하여 교통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줄이고자 한다. 파리 시의회는 도시 중심부에 도보와 자전

거 및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상징적인 광장을 설치했다. 더 나아가 2024년까지 도보여행객

들의 편의를 위한 ‘숨 쉬는 파리(Paris Breathes)’ 계획을 이행하여 도보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을 보장하고 생활양식에 기여할 것이다.  파리 시내의 모든 길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자전거 도로를 개발하고, 자전거 주차 공간을 확대하며, 주요 노선을 제외한 모든 도로에서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자전거 운전자의 속도에 따라 신호등을 조정하는 등 보다 혁신적이

고 효율적인 도로 시스템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3) 공유 자동차 및 저탄소 이동수단 지원

파리시는 공유 자동차 문화 장려를 위해 2020년까지 공유 자동차를 위한 주차 공간을 확대할 계획

이다. 또한 2025년까지 저탄소 대중교통 서비스를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 달성을 위해

서는 대중교통부문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부가가치세 감축을 위한 캠페인

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개인 차량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편리한 대중교통을 제공하기 위해 고속 

대중교통 노선(RTL-전기 버스)의 설립을 확대할 것이다. 이 외에도 파리시는 2020년까지 일 드 프

랑스 모빌리티(Île-de-France Mobilités)에 단일 여행패스 상용화를 촉구할 것이다. 이 패스를 소

지한 사용자는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 이용의 확대를 위해 파리시는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고 공공 자전거의 점유율을 3배로 늘려서 자전거 여행이 전체 여행의 15%가 되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4) 저탄소 도시 물류 시스템 구축

전자 상거래와 같은 새로운 소비 모델의 성장은 도시 물류의 증가를 가속화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

분의 물류는 주요 소비 지역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이 추가로 발생한다. 파리시는 도

시 중심에 복합 인프라를 포함한 도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2020년까지 파리시는 일 드 프랑스 지역과 그랑 파리 광역 수도권 기관 및 다른 7개 구역과 연계

하여 도시 물류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2030년까지 상호 연결 기능을 갖춘 새로운 자

동화 물류 시스템이 도심부터 점진적으로 구축될 것이다. 철도 운송 외에도 센 강과 운하의 내륙 수

로 운송은 도로 교통의 대안이 된다. 에너지 효율관점에서 내륙 수로 운송은 도로 운송보다 다섯 배

적은 연료와 톤당 2.5배 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2030년까지 프랑스 내륙 수로 기관(Voies 

Navigables de France, VNF)과 제휴하여 하천 화물 운송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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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친환경차 기술개발 지원

전기자동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기 차량을 이용하면 대기질이 직접적으로 개선되는 효

과가 있지만, 이용량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 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 전기 및 하이브

리드 차량 충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배터리 및 전기 공급 분야의 

개발로 이어지며, 수소 자동차의 개발을 예고한다. 이러한 개발 방향 유지를 위해 파리시는 수소 자

동차 개발 전략을 새롭게 수립 할 것이다.

자료: Mairie de Paris(2018a)

<그림 63> 파리 시내 도로 교통수단 에너지 믹스

파리시는 또한 무인 차량 개발을 통해 탄소발자국을 더욱 줄이고자 한다. 이 차량은 전기로 운행되

며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되었기에 환경적인 이점이 있다. 

무인 차량은 통합 기술을 통해 양방향 통신과 실시간 상황분석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

다. 현재 실험 단계에 있으며 도시에서의 사용을 최적화하려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 파리시는 

2024년을 목표로 대중교통 네트워크 내에서의 무인 셔틀 차량 개발을 시행할 것이다.

파리 교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파리 사람들의 휴양 또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항공 

여행은 파리 전체 온실가스 평가의 주요 구성 요소이다. 파리는 탄소 배출량 평가에 항공 배출량을 

포함하는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이며, 이 분야의 환경 발자국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

편, 철도 여행은 단거리 혹은 중거리 여행을 할 때 항공기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훨씬 적기 때

문에 파리시는 유럽 철도 네트워크 강화 전략을 시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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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사업

3.1. 에너지 공급

3.1.1.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프랑스의 녹색 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에 따라 2018년부터 파리시를 포함한 그랑 파리 권역을 위

한 냉난방 에너지기본계획(schema directeur des reseaux de chaleur et de froid)을 수립하였

다. 이 계획은 2020년까지 난방 공급의 60%를, 2050년까지 100%를 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냉난방 전력 공급망의 경우, 총 470km의 지하 공급망이 설치되어 있고 연

간 5,000Gwh의 열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 열에너지 공급망의 20%를 차지하며, 약 

42만 가구에게 공급 가능한 에너지 규모다. 또한 냉방 에너지의 경우, 약 75km의 지하 공급망이 

설치되어 있으며 연간 450GWh를 전달한다.

3.1.2. 국가 에너지 분권화 지지68)

2018년 3월 22일 파리 시장의 주도로 보르도를 포함한 프랑스의 20여개의 지방 정부는 에너지 분

권화를 옹호하는 공개서한에 공동 서명했다. 이들은 에너지 탈중앙화 비전을 가진 협회와 프랑스 지

역사회들과 연합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 및 기후변화 세금 방향 전환과 에너지 탈중앙화 정책

을 위한 법률을 요구했다. 에너지 분권화를 위해 지역 사회는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관계

를 발전시킬 수 있다. 주변 도시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농촌 지역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5대 탈 중앙화 비전

 지역 간 연대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시민 사회의 참여

 허가 당국의 에너지 분산 네트워크 관리 참여 확대

 지역 공공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개발

 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금융 수단 개발

3.1.3. 태양광 협동조합 EnerCit'IF69)

2016년 파리시의 시만참여 예산제70)에 태양광 협동조합 프로젝트에 관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다. 

68) Mairie de Paris(2018b)

69) Enercitif 프로젝트는 Energie Partagée 네트워크에 의해 주도되는 시민 에너지 운동의 일환으로, 분산형 에너지 모델을 옹

호하며 프랑스의 300개의 프로젝트와 파리 지역의 12개 시민 프로젝트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70) 2014년 9월부터 실시된 제도로 시민들이 시의 예산 중 5%의 용도를 직접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결정하는 시민참여 수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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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된 협동조합 EnerCit'IF는 2백만 유로를 지원받았다. 이후 2017년부터 공식적으로 협동조

합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고 환경회의와 파리 광역권 기후 계획의 재생에너지부문을 논의하는 포럼 

등에 참여하며 태양광 협동조합의 시민참여 방안, 소통 체계, 기술적인 부분들을 발전시켜 나갔다.

2019년 4월 파리 의회로부터 파리 최초 아홉 개의 시민 태양광 발전소 건축 허가가 통가되었다. 

투자금은 총 백만 유로 가량이며 협동조합원과 시 정부가 공동으로 조달한다. 협동조합은 2019년 

초부터 파리 시민들에게 열린 모금을 진행했다. 일반 시민의 경우 1인당 100유로, 학생과 실업자의 

경우 1인당 10유로를 투자할 수 있고, 협동조합 일원이 되면 협동조합의 지배구조에 대한 투표권을 

갖게 된다. 2019년 9월 기준 250명의 조합원들이 13만 유로를 투자했다.

2019년 7월 4일에는 파리의 19구에 있는 조르주 브라상(Georges Brassens) 대학의 지붕에 최초

로 시민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시작했다. 2020년까지 시민태양광 발전소는 아홉 개의 대학 및 학교 

건물 옥상을 포함하여 수도 사업, 공공주택 및 공공건물의 옥상에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13, 

17, 18, 19 및 20구의 12개의 건물 옥상이 확보되었다. 옥상 태양광 발전소는 작은 단위로(1.5~2 

㎿h) 시작하여 계속 확장해나갈 것이다. 생산된 전력은 전력 공급 업체 Enercoop에 판매되어 고객

에게 재분배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 말까지 3,000㎡ 이상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에너지전환에 대한 학생

과 교사의 인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민 태양광 발전소는 최종적으로 연간 

1,400~1,900㎿h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약 500~600가정의 전기 소비량에 해당된다.

3.2. 건물부문

3.2.1. 건물 개보수 프로그램

1) 사회주택 보수 

파리시는 사회주택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목표는 2004년 대비 

2030년에 모든 사회주택의 에너지 소비를 35%, 2050년에 60% 절감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시는 

저소비 표준에 따라 매년 5,000개의 주택을 기존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제한치인 80㎾h/㎡/년과 

최고 성능 표준에 부합하도록 개조할 것이다. 2050년까지 파리의 모든 주택을 개조하려면 2030년

부터 최소 50%의 비용을 절감하면서 연간 4만 건의 개인 주택 비율로 보수 공사를 완료해야한다.

2) 친환경 리모델링 프로그램(Éco-rénovons PARIS)71)

파리시 주거건물의 75%는 47,000개의 콘도미니엄72)으로 그 중 90%는 첫 단열 규제 시행 전에 

건축되었다. 파리시와 파리기후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에 걸쳐 1000여 개의 콘도미니엄

71) Éco-rénovons Paris: les copropriétés accompagnées

72) 콘도미니엄은 다가구 주택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비슷한 개념이다. 빌딩 내에 있는 개별 주택을 개별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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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친환경 개조를 지원하며, 그 중 50%에는 건물 녹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건물 효율화 

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은 건물의 안전성 향상, 지붕 및 테라스의 녹화, 환기 시스템 향상, 이중창 설

치 및 단열 시공 등이다. 세 번의 신청기간을 거쳐 2018년 6월 기준 약 505개의 주택 건물(약 3

만 가구)에 개선 사업이 시행되었다.

서비스 부문의 경우 2016년 건물 개조 면적이 6천만m²에 달했다. 파리시는 2020년 이후 상점, 자

영업자 등 소규모 서비스 부문 운영자가 수행하는 개선 사업을 위한 특정 지원 프로그램을 설립할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건물 에너지 개선사업이 진행되어 총 1,491개의 주거지역이 1136만 유로의 

에너지 개조 해택을 받았다.

 

시행년도 사업 건수 파리시 주도 건물 ADEME 주도 건물 전체

2017 44 79458 15936 95393

2018 145 332113 125840 457953

총 178 411570 141776 553346

자료: AGENCE D'ÉCOLOGIE URBAINE(2018)

<표 22> 파리시 및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국(ADEME) 주도하에 시행된 건물에너지 개선 사업 및 건물 수

(단위: 개)

3.2.2. 코치코프로 플랫폼

프랑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3년 거주 건물에너지 합리화 계획(le Plan 

de Rénovation Energétique de l’Habitat, PREH)을 수립하였다. 이후, 이를 지역수준에서 가속

화하기 위해 환경에너지관리국(ADEME)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국가 에너지 개선 플랫폼(PTRE, 

Plateforme territoriale de la rénovation énergétique)을 개발했다. 이 플랫폼은 전문 사업자(공

급자)와 고객(수요자)을 연결시켜 주택 에너지 합리화 사업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2015

년부터 파리기후위원회(Paris Climate Agency)는 파리 광역권(Greater Paris Metropolis) 차원에

서의 플랫폼으로 코치코프로 플랫폼(CoachCopro platform, PTRE)을 개발하여 시범운영 중이다. 

2017년 12월 기준 이 플랫폼에는 파리 시내의 2,200여 개의 콘도미니엄(약 12만 가구)과 240개

의 관련 사업자가 등록되어있다. 나아가 에너지 개조 주택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개조 주택이 표시된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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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oachcopro CARTE DES COPROPRIÉTÉS RÉNOVÉES

<그림 64> 코치코프로 플랫폼 지도

3.2.3. 건물 에너지 규제

1) 건물 에너지 등급

파리시는 프랑스 정부가 제시한 매우 낮은 소비 기준을 따라 기존 건물 재고를 혁신한다. 건물의 소

비 수준에 따라 이 전략은 사전 정의된 일정에 따라 건물을 개조해야하는 구속력 있는 의무를 가진

다. 현재 에너지 등급 F 및 G 건물은 2030년까지, D 및 E의 건물은 2040년까지 개조가 이루어져

야 한다.

2) 신축 건물 규제

2018년부터 E+C-(Energie Positive & Reduction Carbone) 정책 규정에 따라 파리시에 건설되

는 모든 새 건물은 50kWhpe/㎡SP/년73) 이하의 에너지 소비 한도를 준수해야한다. 또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모든 신축 건물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해야하며, 2050년까지는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73) kWhep는 온도 조절 또는 에너지 성능진단에 사용되는 측정 단위임. ㎾hep는 전기를 생산하고 수송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의미함. 일반적으로 1kWh는 2.58kWhep에 해당됨. 이 계수는 국가 및 전기 생산 방식에 따라 다름. 이 지표는 RT 2012에

서 최대 50kWhep/m²/년의 소비가 필요할 때 실제로 19kWh/m²/년을 의미. 한편 SP(Surface de plancher)는 프랑스 건

축법에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단위로 천장 높이가 1.8m 이상이 되는 폐쇄된 건축물의 모든 면적의 합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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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송부문

3.3.1. 자동차 감축

파리시는 자동차 사용 감소 정책으로 다음의 일들을 추진하였다. ①700㎞의 사이클 전용 도로 추가 

②23,600대의 셀프 서비스 자전거 대여(Velib 사업) ③1,100여 개 스테이션을 통한 중심가 셀프 

서비스 전기차 대여(Autolib 사업) ④파리 근교 지하철 노선 확장 ⑤트램 노선 24㎞ 증설.

본 정책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립 운송 시스템이 소유한 차량을 조사한 결과, 2008년 대비 

2017년 대형 트럭과 이륜자동차를 포함하여 총 16.1%의 차량이 감소하였다.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비율은 2012년 6%에서 2017년 5배 증가한 29%에 달하였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4년 대비 2015년에 16% 감소하였다.

3.3.2. 탈경유 정책

파리시는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탈경유(DPE, Diesel Parts Europe) 정책을 실시하였다. 2012년 

말 기준으로, 파리시의 경유차는 전체 차량의 총 36%를 차지했다 2015년 말 이후부터 경유차의 

파리 시내 출입 금지를 실시했다.

2014년, 탈경유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 소유 차량 250대 중 157대가 교체되었으며, 교체된 차

량은 모두 천연가스 모터를 사용한다. 현재는, 각종 수거부문 시 소유 차량의 83%가 천연가스 차량

이다. 또한 2017년부터 총 171개의 보도 청소용 차량의 엔진을 교체하였으며, 그 중 75개는 진공

청소용, 그리고 96개는 물청소용이다. 새로 교체된 엔진은 모두 전기 및 하이브리드 엔진이며, 2018

년 기준, 파리시 전체에서 사용되는 물청소 차량의 91%와 진공청소 차량의 84%가 교체되었다. 

3.3.3. 보도 확장

보도 확장 정책은 2017년 시행된 정책으로서 보행자 도로를 연속적으로 확장하여 구축하고 단순화

하여 필요한 곳에 보행자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이다. 도로 사용의 다양성을 장려하여, 도로 

내 녹색 지역(green area)과 어린이 보행자 도로 등이 서로 교차되도록 설계하였다. 공공장소 쾌적

성 향상을 위해, 시속 30km 속도 제한 구역을 확장할 예정이며, 도시 내에 효과적인 랜드 마크를 

구축하여 보행자들의 안락과 편의, 그리고 도시 인지도를 높일 것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도시 내 보

행 생활을 장려함으로써 파리 시내의 보행 문화를 강화하고자 한다.

3.3.4. 자전거 도로

1) 자전거 도로 계획

파리시는 2015부터 2020년까지 5년에 걸쳐 1억 5천 만 유로의 투자를 통해 자전거 사용량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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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2017년 기준, Le Boulevard Voltaire 지역과 George Pompidou 지역 등

에 새로운 자전거 도로가 건설되었다.

2) REVe

REVe(Reseau Express Velo, 익스프레스 자전거 도로망)는 파리시 내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도

로망 인프라이며, 연속적인 REVe망은 남-북, 그리고 동-서를 잇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3) 자가용 없는 파리

2015년 파시 시내의 제한된 지역 내에 ‘자가용 없는 하루’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매년 점차 범위가 

확장되어왔다. 2017년 ‘자가용 없는 하루’ 정책 시행결과, 다음 주 같은 날 11시~12시(점심시간) 

사이를 비교할 때, 자가용 사용이 전 주 대비 52%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가용 

없는 하루’ 정책 시행 이후, 해당일이 아닌 경우에도 차량 사용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5. 2025년 대중교통 계획

1) 버스 교통 계획과 투자

버스 노선 수정 계획은 주거 지역 곳곳에 정류장을 설치하여 활동 지역과 주거 지역 사이 새로운 

이동 노선을 추가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동선 계획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버스 노선 수정의 총 

예산은 1,200만 유로이며, 기타 노선망 계획과 교통 접근성 개선에 6,100만 유로가 투입되었다. 

2) 지하철 교통 계획과 투자

기존의 14개 노선의 지하철을 확장하였으며 새로 2개의 노선을 계획하였다. 2018년 12월, T3 tra

㎿ay 노선의 확장이 결정되면서, 파리시가 이를 위한 전체 투자량의 60%에 해당하는 2억 1,100만 

유로를 지불하였다. 또한, 파리시 동쪽부터 노르망디(Normandie) 지역에 이르는 새로운  

RER-EOLE(Réseau Express Régional, 교외고속철도)를 계획하고 있다. 

3) 공유 및 전기 자동차 장려

2018년 파리시에는 약 600대의 차량이 공유되고 있다. 2017년 5월, 파리시는 전기자동차 공유 플

렛폼(VULe)을 개설하였으며, 이는 파리 2,3지역에 거주하는 상인과 장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시작되

었다. 현재는 2지역에만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 지점마다 2대의 차량을 배치하였다. 시

범 사업의 결과는 2015년에 시행된 “대기개선 정책”에도 반영되었으며, 시범 사업은 2019년에 마

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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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PORTUGAL

1. 에너지 현황74)

포르투갈은 유럽에서 재생에너지발전 확대를 이끄는 국가 중 하나이다. 2000년 4.8GW였던 재생에

너지 발전 용량은 2018년 14GW로 약 2.9배가 상승했다. 특히 2016년 5월에는 전 세계 최초로 

107시간 연속 에너지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100% 충당했다는 기록을 세웠다. 이어 2018년 3월에

도 70시간 연속, 10시간 뒤에 다시 69시간 연속으로 재생에너지만으로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켰다.

<그림 65> 1970-2018 포르투갈 전력 생산 믹스

자료: 포르투갈 재생에너지협회(APREN) 방문 시 직원 설명 자료

2019년 상반기 전체 전력 생산 23,206GWh 중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된 전력이 

55.2%(12,819GWh)를 차지한다. 주요 재생에너지원은 풍력이며 이어서 수력과 바이오에너지, 태양

광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가 없어 남은 에너지원은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2030년부터 화석연료 수입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였다.

74) 본 부록은 ‘[해외출장노트]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 2040 수립’ 연구 관련 최신 동향 및 사례 조사‘를 발췌 및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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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2019년 상반기 전력 생산 현황

자료: 포르투갈 재생에너지협회(APREN) 방문 시 직원 설명 자료

포르투갈 정부는 2019년에 새로운 국가에너지기후계획2030(Plano Nacional Energia e Clima 

2030)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85%에서 90% 감축하

겠는 탄소 중립 목표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5%에서 55%로 줄이고 재생

에너지 생산 용량을 28.8GW까지 늘려 최종에너지소비의 47%를 재생에너지로 공급 할 것을 계획

했다.

2. 주요 방문 기관

2.1. APREN – Portuguese Renewable Energy Association

2.1.1. 기관 소개

APREN은 1988년에 설립된 비영리 포르투갈 재생에너지협회이다. 포르투갈 내 재생가능에너지원 

용량의 92%가 이 협회에 등록되어 있어 중앙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시민사회와의 소통 또한 활발히 이행하는 곳이다. 포르투갈 내 전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의 현황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하는 R&D 사업(The e2p project)과 정책 제언 등을 하며 포르투갈 재생

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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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주요 면담 내용

1) 포르투갈 에너지 현황

포르투갈의 전력시장은 스페인과 함께 이베리아 전력 시장으로 연결되어있어 전력시장 정책을 스페

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유럽의 전력시장 규칙을 따르면서 이베리안 시장의 규칙도 따라야 

한다.

에너지 수요는 2008년 이후 정체되는데 이는 세계 경제 위기의 영향이며 이후 에너지 효율화 정책

이 많아졌다. 2017년 기준 전체 전력 생산의 25%가 재생에너지였으며 그중 54%가 바이오 에너지

로 생산되었다. 대부분 바이오매스에서 생산되었으며 바이오 에탄올 생산시설은 포르투갈 안에 없어 

바이오 가솔린의 비중은 매우 적다. 지금까지 태양광은 가격 문제로 대대적인 설치가 어려웠다. ㎾h

당 가격은 풍력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정부는 풍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풍력 에너지는 이미 

포르투갈의 기반 에너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육성시켜나갈 예정

이다.

2018년 이후 에너지 수요와 발전 간의 격차가 커지는데 이는 전력화로 인한 전력수요의 증가가 원

인이다. 가정용 전기 요금에 한국과 같은 누진제는 없다. 각 가정마다 월별 사용 전기의 총량을 미

리 정해 신청하고 해당 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지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최근 3년간은 에너지 수출을 많이 했으나 2019년에는 수입이 더 많았다. 가까운 미래에 전력의 자

급자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자급자족이란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다른 국가의 전기 

요금이 더 저렴할 경우 수입할 수 있다고 본다.

2)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이전까지는 석탄과 석유제품에 면세혜택이 있었으나 2018년부터는 석탄화력 발전소에 탄소세를 도

입했다. 탄소세의 영향으로 석탄 발전소 운영비용이 높아지자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높아지며 자연

스럽게 석탄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또한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도 석탄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3) 에너지 효율화 정책

포르투갈의 주요한 에너지 효율화 정책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째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정

책인 ECOAP는 중앙정부 기관과 서비스와 관련하여 2020년까지 전력소비의 효율성을 30% 높이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사업이다. 공공 비용 지출 증가 없이 효율만 높이고 에너지 설비 부문의 경제 

활성화를 돕고자 한다.

둘째 가정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인 Casa Efficiente 2020은 주택의 전기 소비 효율을 높이는 프

로그램으로 에너지와 물, 도시 폐기물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관련 설비 설치에 소프트론을 제공한다.

셋째 산업 및 상업부문의 효율화 정책인 SGCIE는 에너지 소비량 연 500TOE 이상 소비하는 설비

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해당 설비는 정기적으로 에너지 진단 감독 및 감사를 받아야하며 재생

에너지원 사용을 포함한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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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SELO Verde 정책은 음악회, 축제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대상으로 녹색인증 스티커를 부

여하여 보다 친환경적인 행사가 되도록 유도한다.

4)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포르투갈의 세계적 위상

포르투갈은 EU에서 독일과 함께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매우 선도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다른 국

가에게 포르투갈처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도록 권장하며 타 국가의 참여를 설득하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포르투갈의 위상과 성과가 전 세계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APREN의 인터뷰

이는 국가의 규모가 너무 작아 EU 외 국가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추측한다.

2.2. Lisboa E-Nova

2.2.1. 기관 소개

Lisboa E-Nova는 리스본시 산하의 비영리 기관으로 리스본에서 지속가능한 태양 에너지 정책의 

이행을 비롯하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2.2. 주요 면담 내용

1) 리스본 에너지 정책

리스본의 태양광 현황으로는 2018년 9월 4㎿를 기록하여, 1인당 8W를 달성했다. 리스본시는 

2030년까지 태양광 누적용량 103㎿, 1인당 178W 설치를 목표하고 있다. 2021년까지 건물에 8

㎿, 전기버스와 폐기물 관리 차량 기지에 2㎿ 설치를 우선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 포르투갈 정부와 

마찬가지로 리스본도 2050년 탄소중립도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량을 40% 감축시키고자 한다. 리스본은 도시 전력 소비의 7배에 달하는 햇빛을 받고 있어 태양광 

발전의 잠재력이 큰 도시로 태양광 발전을 계속 확대할 나갈 예정

2) 태양광 플랫폼 SOLIS

SOLIS는 리스본의 태양광 확대를 위해 만든 온라인 플랫폼이다. 태양광 설치 시 예상 발전량 등을 

이해하기 쉽게 비교분석하여 인포그래픽으로 보여준다. 시내에 설치된 태양광을 등록하거나 태양광 

발전소를 활용한 게임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교육 자료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Solar Exposure

Solar Exposure은 태양이 지붕에 도달하는 양을 구별, 동별로 비교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

성한 페이지다. 리스본시에서 가장 태양광 노출량이 많은 지역과 리스본시의 평균. 해당 건물 및 지

역의 평균을 보여주어 이용자가 원하는 지역 혹은 건물의 일조량을 다른 곳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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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SOLIS Solar exposure 탭 구별 비교 화면

<그림 68> SOLIS Solar exposure 탭 단일 건물별 비교 화면

 Solar electricity

Solar electricity는 현재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량,75) 해당 지역구의 태양광 발전 잠재량 추

정치, 소비량 대비 발전량 비중을 보여준다. 특정 건물을 클릭하면 연간 소비량 계산 도구가 나와 

자가 소비의 프로파일을 측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태양광 설치 시 잠재량, 필요한 투자액, 연간 

절감량 정보, 얼마나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지 대한 추정치와 관련 법령 정보 함께 보여주어 태

양광 패널 설치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75) Lisboa E-Nova에서 확인 가능한 발전량만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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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SOLIS Solar electricity 탭 화면

 Photovoltaic systems

Photovoltaic systems 탭은 해당 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전력의 발전량, 발전량을 인구수로 나눈 

자료, 발전소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리스본시 전체와 지역 곳곳의 태양광 발전소 현황을 알기 

쉽게 보여준다.

<그림 70> SOLIS Photovoltaic systems 탭 화면

 SOLIS 게임 어플리케이션

SOLIS에서 제공하는 게임의 목표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교육과 시내 태양광 위치를 알도록 하는 

것이다. 일종의 보물찾기와 같이 플레이어가 태양광이 설치된 곳을 발견하여 게임에 등록함으로써 

더 많은 태양광을 발견하도록 하고 다른 플에이어와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플

레이어는 본인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특정 지역구를 본인의 거점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을 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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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들이 포인트를 많이 적립하면 구립 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해 준다. 설치비용은 시청과 민간

기업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며 건설된 발전소는 지역구에서 소유한다. 이 게임은 시민들의 참여 동기

를 자극하고 커뮤니티 형성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림 71> SOLIS 게임 어플리케이션 <그림 72> SOLIS 교육용 단편 영화

3) 태양광 발전의 수용성

리스본은 붉은 기와 지붕 경관으로 유명한 관광지이다. 지붕 태양광 설치에 시민들의 반대는 없지만 

리스본의 경관을 해치는 것을 우려하는 건축가와 도시공학 전문가의 저항이 점차 생겨나고 있다. 현

재 설치된 4㎿만으로도 태양광 설치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있어 향후 100㎿ 목표의 원만한 달성

을 위해 2020년부터 관련 전문가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4) 교통부문 현황 및 정책

타 도시에서 실패했던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리스본에서는 성공했다. 타 도시는 주로 관광객이 이용

하지만 리스본은 지역 시민들의 이용 비중이 높다. 전기자전거는 시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와 몇몇 민

간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다. 그 중 우버에서 운영하는 JUMP는 우버가 전 세계 도시 최초

로 리스본에서 전기자전거 서비스를 시작하여 상징성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몇 년 전 시에

서 차로를 줄이고 자전거 도로를 확장시켜 현재는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가 함께 달리

고 있다.

자료: 현장답사 촬영

<그림 73> 우버의 공유 전기자전거 JUMP
자료: 현장답사 촬영

<그림 74> 리스본 시내의 공유 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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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현장답사 촬영

<그림 75> 공유 전동킥보드를 옮기는 중인 BIRD社 직원
자료: 현장답사 촬영

<그림 76> 리스본 시내의 자전거 도로

5) 건물부문 현황 및 정책

건물부문 주요 정책은 2030년까지 시 소유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2016년 대비 30% 감소하는 

것이다. 민간 건물의 경우 2030년까지 2016년 에너지 소비량 대비 2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

다. 해당 건물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등 앞으로 인센티브를 늘려갈 예정이다. 가

정부문의 경우 태양광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자료: 현장답사 촬영

<그림 77> APREN 관계자 면담

자료: 현장답사 촬영

<그림 78> Lisboa E-Nova 관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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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화큐셀 Malhapao 발전소 

2.3.1. 발전소 소개

Santo Antão do Tojal 내 소재한 Malhapao 태양광 발전소는 2㎿ 규모로 2018년 발전량은 

3,666GWh이다. 국내 기업인 한화큐셀이 포르투갈 현지에 투자하여 건설한 발전소로 운영은 

Voltalia社에서 전담하고 있다.76) Valtalia는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포르투갈 전체에 16개의 

발전소를 관리하고 있다. 현재 포르투갈 내에서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관리만 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풍력 발전소 관리도 함께 운영한다.

2.3.2. 주요 면담 내용

1) 발전소 시스템

태양광 패널 한 장은 240W이며 한 열에 10개의 패널이 연결되어 있고 2열이 하나의 선에 연결되

어있다. 패널은 조도에 따라 각도가 조절된다. 현재 태양의 위치를 감지해 움직이는 것은 아니며 스

페인의 Saitim社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난 20년간의 날씨 데이터를 분석하여 패널을 

움직인다. 각도 조절은 패널의 하단에 가로로 연결된 철근과 모터로 한 행의 패널을 일시에 움직여 

매우 적은 양의 전력을 사용한다. 

발전된 전기는 그리드에 바로 연결되어 있으며 포르투갈의 한국전력인 EDP에 그리드 연결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불하고 있다. 발전된 전기는 700V로 인버터에 들어간 뒤 승압하여 15,000V로 그리

드에 연결된다.

2) 주민 수용성

발전소 건설 당시 주민 반대는 전혀 없었다. 지역 주민들의 녹색 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이 높으며 소

음 문제가 있는 풍력과 달리 태양광은 해로울 이유가 없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공공의 개입은 전혀 없었으며 지역 주민에게 이익공유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후 

약 7년이 지난 시간까지 어떤 갈등도 일어나지 않았다.

76) 한화큐셀은 포르투갈에 Malhapao 발전소 외에도 5개의 발전소를 설립했으며 용량은 총 16㎿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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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현장답사 촬영

<그림 79> Malhapao 발전소 전경

자료: 현장답사 촬영

<그림 80> 발전소 현장 지도
자료: 현장답사 촬영

<그림 81> 패널 각도 조절 장치

3. 맺는 말

포르투갈은 유럽에서 재생에너지발전 확대를 이끄는 국가 중 하나로 가격경쟁력이 높은 풍력을 기반

으로 높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50년까지 포르투갈 정부와 리스본 시 정부 모

두 탄소 중립 국가와 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재생에너

지의 확대와 기후변화 대응에 중앙 정부와 시 정부의 적극적인 의사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큰 언덕이 많은 리스본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는 큰 성공을 보이고 있으며 약 2년 만에 시민들의 주

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 이면에는 주요 도로 한 차선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전

거 도로로 확장했던 정부의 결단이 있었다. 자전거 도로 확장 이후 차량 이용이 감소하고 자전거 이

용자가 증가했으며 자전거 도로로 전동킥보드가 함께 시민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언덕이 많은 서울에서도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해 대안적은 수단으로 

고려해볼만 한 대책이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지역주민은 아무런 반대가 없었으며 오히려 친환경 에너지원 건설을 환영하였

다. Malhapao 발전소 관계자는 이 발전소뿐만 아니라 다른 포르투갈 지역에도 풍력 발전소는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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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다소 반대가 있으나 태양광에 대해서는 어디나 건설을 반긴다고 답하였다. 서울에서도 태양

광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수용성 확

대를 크게 높일 필요가 있다.

주민 수용성 향상 위한 방안으로 SOLIS와 같은 프로젝트의 개발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시

에도 햇빛지도 서비스가 운영 중에 있으나 개별 건물 현황 및 태양광 설치 시의 시뮬레이션 결과나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비교 결과 등 보다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시스템으로의 보완을 고려해볼 필

요가 있다.





연  구  총  괄 조 항 문

(제1권) 제5차 서울특별시 지역에너지계획

연 구 책 임 서울연구원 조 항 문

연 구 진 유 정 민 황 인 창

김 고 운 홍 상 연

류 주 현 남 현 정

이 성 옥

외 부 연 구 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오 세 신

한양대학교 고 준 호

녹색교통운동 송 상 석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손 원 익

시민워크숍운영

한국퍼실리테이터연합회 서 은 덕 코리아스픽스 이 병 덕

코리아스픽스 유 은 영 코리아스픽스 임 동 일

(제2권) 해외도시 에너지계획 사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 혜 승 박 정 민

타카노 사토시 리 금 강

(제3권) 서울시 수송부문 에너지 사용 현황

녹색교통운동 송 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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