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립을 위한 시민토론회 개요
시 온실가스 감축전략에 대해 자치구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 , 

수렴하여 세부계획에 반영하고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행사개요 
  ○ 행 사 명 : 그린뉴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립 시민 토론회2050 

일시 장소 목 스튜디오   / : 10.22.( ) 14:30~16:30  / TBS ○ 

  ○ 주    최: 서울특별시 
  ○ 추진방법 유튜브 생중계 온라인 진행 : TBS TV·TBS , 
    - 온라인 자료집 제공 질의는 유튜브 실시간 채팅 활용, 

진행순서 안( ) 
좌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_ >

시 간 내 용
14:30~14:37(7’)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4:37~16:27
(110’)

분야별 발표 및 질의응답○ 

발표 권민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 ① 

발표 이명주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② 

발표 유정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③ 

시청자 질의응답 아나운서 진행 * TBS  

발표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교수· ④ 

발표 홍수열 자원순환사화경제연구소 소장· ⑤ 

발표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⑥ 

시청자 질의응답  

자치구 토론회 및 설문조사 결과 소개 및 후속 토론○ 

  자치구 토론회 및 설명조사 결과 소개 아나운서 진행* TBS 

패널 토론  

16:27~16:30(3’) 토론 마무리 클로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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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

2020. 10.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

Ⅰ. 수립배경

세계 각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수립

•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 채택(’15.12월)

• 파리협정으로 세계 각국은 지구 온도 상승

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

• 정부에서도 연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LEDS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

LEDS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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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립배경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 확산

•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기후위기

비상 선언(’20.6월)

• 전국 80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63) 

’50년까지 탄소중립 선언(’20.7월)

• C40, 회원도시에 '50년 탄소중립 계획'을

'20년까지 수립 요구

이행완료도시('20.9) : 뉴욕, LA, 런던, 파리 등 12개 도시 출처 : 서울시

Ⅱ. 우리시 현황 및 기존정책 성과

서울시 온실가스 정책 추진 경과

제3회 C40 세계도시 기후정상회의 개최2009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계획 수립·발표(원전 1단계)2012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 수립·발표(원전 2단계) 2014

ICLEI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 개최 및 서울의 약속 선포2015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 수립·발표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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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시 현황 및 기존정책 성과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 현황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

(단위:천톤)

2005년 대비 2017년 276만톤 감소(5.6%↓)2005년 대비 2017년 1억4천만톤 증가(26%↑)

(단위:천톤)

Ⅱ. 우리시 현황 및 기존정책 성과

서울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수수송송
9,063(19.4%)

건건물물 31,851(68.2%)

산산업업공공정정 등등
1,537(3.3%)

기기타타(3.1%)

폐폐기기물물 2,793(6.0%)

17,518(37.5%)

상상업업((건건물물))

12,611(27.0%)

가가정정((건건물물))

1,714(3.7%)

공공공공((건건물물))

합합계계 : 46,685천톤CO2eq(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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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온실가스 감축 전략 수립 추진 경과

2050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추진체계

서서울울시시 22005500  온온실실가가스스 감감축축계계획획

시시 민민
(대토론회 등)

전전략략 발발표표
((22002200..77))

CC4400에에 제제출출
(2020.12)

기기후후변변화화대대책책위위원원회회

• 기후환경본부장

• 실·본부·국

• 자문단

기기후후위위기기 대대응응 TTFF
(2020.3~2020.11)

• 연구기관, 학계

• 시민단체 등

기기후후행행동동포포럼럼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에너지정책위원회

거거버버넌넌스스

서서울울연연구구원원

심의의결

(2020.12)
의견수렴

(2020.8~10)

정책제안

(2020.5)

자문·과제제안

(2020.3~11)

(2019.11~2020.5)

Deadline 2020 과제 연구 시시민민 설설문문 조조사사
1차('20.2)

그그린린뉴뉴딜딜 추추진진을을 통통한한
22005500  온온실실가가스스 감감축축전전략략

2차('20.6)
(2019.9~2020.6)

운영

Ⅳ. 비전·목표, 부문별 추진계획

비비전전

목목표표

사사람람··자자연연,,  미미래래가가 공공존존하하는는 지지속속가가능능한한 도도시시

22005500년년 탄탄소소중중립립 도도시시 달달성성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

10,000

-5.6%

-40%

-100%

2005 2017 2030 2050

(단위 : 천 톤 CO₂)

건물 수송 폐기물 산업등 상쇄

2040

-70%

부부문문 건건물물,,  수수송송,,  에에너너지지전전환환,,  자자원원순순환환,,  숲숲조조성성,,  시시민민협협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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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물부문 정책환경

• 건물부문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68.2% 차지

• 건물 연면적 지속 증가 → 온실가스 발생 증가

• 에너지성능 떨어지는 30년 이상 노후건물 44%

정책실행방안

• 노후 건물에 대한 대규모 공공 그린리모델링 추진

• 신축 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물 의무화 추진

• 공공건물부터 건물온실가스총량제 도입 및 확대

• 기존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화 등

01
건물부문

주요정책
• 노노후후 공공공공건건물물 그그린린리리모모델델링링

- 대상 : 市건물, 경로당, 어린이집 등 총 1,532개소
* (2020년) 시범 19개소 → (2021~2022년) 222개소 → (2023년 이후) 1,291개소

- 에너지효율을 ZEB 수준으로 향상, 사용자 편의성 강화

• 신신축축 건건물물 ZZEEBB  의의무무화화
- 공공건물 정부 로드맵보다 3년 앞당겨 의무화(5백㎡이상 : 25년→22년)

- 민간건물 정부 로드맵보다 1~2년 조기 의무화

• 건건물물 온온실실가가스스 총총량량제제
-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 설정, 관리

• 에에너너지지 성성능능의의 건건물물 가가치치 반반영영
- 에너지다소비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21~)  
-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단계적 의무화
- 부동산 거래시 에너지평가서 첨부 의무화(22~)

비주거 23 24 25~29 주거 23 24 25~29

10만㎡ 이상 1천세대 이상

1만~10만㎡ 3백~1천세대 정부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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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수송부문 정책환경

• 수송부문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19.4% 차지

• 친환경차 정책에도 불구, 전기·수소차 보급률 낮음

• 버스·택시의 전기·수소차 보급은 시범도입 수준

정책실행방안

• 공공부문부터 전기·수소차 도입을 의무화

• 장기적으로 내연기관 차량의 신규 등록 금지

• 보행 및 자전거를 위한 공간 확대

• 녹색교통지역부터 내연기관차량의 운행 제한

02
수송부문 주요정책

• 공공공공부부문문 전전기기··수수소소차차 의의무무 도도입입 선선도도적적 시시행행

- 시·산하기관 승용차 구매시 친환경차 의무 구매(’20~)

- 시내버스(’21~), 택시(’30~) 교체시 전기·수소차 의무 도입

• 내내연연기기관관차차 등등록록 및및 운운행행 금금지지

-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규등록 금지

-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서울 전역에서 운행제한

(2035년 녹색교통지역부터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 전전기기··수수소소차차 보보급급 확확대대 및및 충충전전기기 설설치치

구분

녹색교통
지역

서울전역

2020 2025 2030 2035 2045 2050

5등급제한 4등급제한 모든 내연기관차 제한

5등급제한
(동절기)

5등급제한
(상시)

4등급제한 모든
내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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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에너지 전환

정책환경
• 지지난난 88년년간간 신신재재생생에에너너지지 설설비비용용량량 1100배배 증증가가

- 2011년 25.2MW → 2019년 385.2MW
• 신재생에너지 설치공간 발굴 및 경제성 확보 필요

주요정책

• 22005500년년까까지지 태태양양광광 55GGWW  보보급급
- 제도 개선을 통한 건물 태양광 보급 확대
- 태양광 탐사대 운영으로 설치가능 부지 발굴 및 설치 확대
-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운영으로 상용화 지원

• 22005500년년까까지지 연연료료전전지지 11GGWW  보보급급

- 제도개선을 통한 건물용 연료전지의 경제성 확보
- 공공부지 활용, 민간 연료전지 발전시설 유치 지속

• 스스마마트트에에너너지지시시티티 조조성성
- 에너지와 ICT를 융합, 탄소중립 미래도시 구현
- 서울시 에너지통합플랫폼, 에너지정보센터 구축

04
자원순환 정책환경

• 폐기물부문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6% 차지

• 폐기물부문 온실가스의 78%가 매립쓰레기에서 발생

• 1인가구 증가,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폐기물 증가

주요정책

•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추진

• 2025년까지 공공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18년 대비 10% 감량 추진

• 자원회수시설 신설(1개소) 및 기존 시설 성능 개선, 공동이용 확대

• 폐비닐 및 투명 폐페트병 분리배출(공동주택 ’20.1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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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숲조성 정책환경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약 940만3천톤) 온실가스 상쇄 필요

• 미세먼지, 열섬현상 대응 위한 도시숲 조성 필요

주요정책

• 시민과 함께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추진

- 바람길숲, 한강숲, 하천숲, 미세먼지 차단숲, 가로숲 등 조성

• 동북아지역(몽골 등) 사막화방지사업 추진

- 총 80ha에 8만 여주 식재(’16~’19년), ’20년에도 20ha, 2만 여주 식재 예정

06
시민협력 및
이행체계 구축

시민참여 에코플랫폼 확대

•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자전거(’20), 승용차(’21), 재활용(’22) 등까지 확대∙통합

에너지자립마을 발굴·운영

• 에너지자립마을(공동체 포함) 발굴(’22까지 300개)

그린뉴딜 인력 양성 및 교육 확대

• 환경교육센터 설치·지정 등 대시민 기후위기 교육 확대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이행체계

• 시 주요 정책에 대한 총괄 자문을 하는 메타거버넌스 구성

• 기후예산제 도입, 시금고 선정기준에 탈석탄 등 사회책임투자 가치 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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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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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는 건축물 외피를 따른다
     2. 주택은 살기위한 발전소다

이명주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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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은
살기위한 발전소다

2020. 10. 

이명주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1. 에너지는
건축물 외피를 따른다

2030년까지 50억 인구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

8억 2천 8백만 명의 사람들이 오늘날 빈민가에 살고 있음

세계 도시들은 지구 토지의 3%에 불과하지만, 에너지 소비의 60-80%와 탄소 배출의 75%를 차지함

3

2050년까지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 거주지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됨.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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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적응 방안 마련 필요

산불 지진

폭염 태풍 해수면 상승혹한

출처: 산불 KBS NEWS 2019.04.13 
지진 https://creatrip.com/en/blog/5176
혹한 연합뉴스

폭염 한국일보 대한민국 폭염사망자 48명, 그 뒤에 가려진 어둠
태풍 YTN 뉴스특보 부산범일동 주차타워 붕괴로 주택가 덮쳐
해수면상승 http://www.h-stoday.com/30148

4

1992년에 지어진 노후 공공건물의 부위별 열 손실량 비율 출처 l ㈜제드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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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다소비 주택은
기계장비에 의존하면서 난방과 냉방을 합니다.

출처 l Albert, Righter and Tittman Architects

6

제로에너지건축물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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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이지하우스 , 설계 ㅣ 이명주+㈜제드건축사사무소
출처ㅣ 명지대학교 IT &  제로에너지건축센터

1896 2017
에에너너지지는는 건건물물 외외피피를를 따따른른다다..((22001177..  MMyyoouunnggjjuu  LLEEEE))형태는 기능을 따른다.(1896. Louis Henry Sullivan)

Wainwright building, 설계 ㅣ louis Henry Sullivan
출처ㅣhttps://en.wikipedia.org/wiki/Wainwright_Building

에에너너지지는는 건건축축물물 외외피피를를 따따른른다다.(2017. Myoungju LEE)

한국 평균주택단지와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에너지밸런스 계산

한국 평균 주택

(2008년기준)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연간 에너지 요구량
1,249,453kWh

연간 에너지 요구량
489,509kWh

연간 에너지 소요량
414,325kWh

태양광 발전량
-407,503kWh

지열 생산량
-347,624kWh

1,400,000

1,200,000

1,000,000

800,000

600,000

400,000

200,000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단위(kWh)

패시브 설계기술로
60.8% 절감

고효율 설비기술로
15.4% 절감

태양광시스템
전력생산

지열시스템
열생산

에너지 자립률
122% 달성
(국제사회기준)

난방

냉방

급탕

조명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난방

냉방
급탕

조명·환기

구분
2008년도

5대 에너지 요구량
노원 연간에너지

요구량
노원 연간에너지

소요량
태양광발전량 지열 생산량

난방에너지 807.743 105.540 191.769

-407.503 -347.624

냉방에너지 135.156 94.883 22.723
급탕에너지 210.090 210.090 111.605
환기에너지 0.000 30.764 38.549
조명에너지 96.464 48.232 49.679

합 1249.453 489.509 414.325 - -
절감율 [%] * 60.8 66.8(15.4) - -

출처ㅣ제로에너지건축센터, 명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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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설계계목목표표 설설계계 요요소소기기술술 기기술술내내용용

전전도도열열 손손실실방방지지

단열방식 외단열

외피단열

(열관류율)

외벽(외기직접)

외벽(외기간접)

바닥(간접, 바닥난방)

지붕(외기직접)

측벽

열교차단 부위별 열교방지설계적용

창호(창&문)단열

(열관류율)

창유리

단열문
창프레임

침침기기열열 손손실실방방지지 기밀 틈새최소화

환환기기열열 손손실실회회수수 열회수형 환기장치 장비효율, 분배 손실

태태양양에에너너지지 조조절절 차양 (냉방부하 절감) 외부블라인드 적용여부

열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패시브설계 요소기술 도입

출처 : Prof. Dr. Myoungju Lee, 2017

1996년 9월에설립된독일패시브하우스연구소(Passivhaus Institut)를중심으로패시브하우스에대한정의와기준이정립되고유럽을포함하여전세계에전파되었다. 

그들이정의하는패시브하우스는 ‘에너지효율적이며, 쾌적하고, 경제적이면서동시에환경친화적인건축물’이다.

2200TTHH CCEENNTTUURRYY  
에너지소비형 주택

출처: https://www.irpa.no/forberedelser-trykktest/

2211TTHH CCEENNTTUURRYY
에너지절약형 주택

출처: 명지대학교 IT&제로에너지건축센터

2019

북측 정면도

설계: 이명주+㈜제드건축사사무소 2019

남측 정면도

에에너너지지는는 건건축축물물 외외피피를를 따따른른다다.(2017. Myoungju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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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4대 에너지(난방, 급탕, 환기, 조명) 수준으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 수준, 

- 난방과 온수는 가스 사용

- 에어컨, 전열교환기, LED는 전기 사용

- 외부블라인드 설치

- 공사기간(2019.10.25.) 중 기밀테스트 결과는 감압시에 1.7회, 

가압 시에 0.7회로 평균 1.23회 임. 

- 태양광 설치: 옥상 15장

연연면면적적 117711mm22 단단독독주주택택,,    월월 전전기기요요금금 99,,990000원원

설계: 이명주, ㈜제드건축사사무소 2019북측 정면도

서서울울시시 노노원원이이지지하하우우스스 유유리리창창 면면에에 설설치치된된 외외부부 블블라라인인드드
출처: 명지대학교 IT&제로에너지건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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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테다비타시옹, Marseille, 프랑스 _르꼬르뷔지에

출처ㅣhttps://www.univ-st-etienne.fr/fr/direction-du-patrimoine/campus-

trefilerie/espace-denis-papin-1.html

노원제로에너지주택단지 _설계: 이명주+ ㈜제드건축사사무소

출처ㅣ 명지대학교 IT &  제로에너지건축센터

1923 2016
주주택택은은 살살기기위위한한 기기계계다다.(1923. le Corbusier) 주주택택은은 살살기기위위한한 발발전전소소다다..  ((22001166..  MMyyoouunnggjjuu  LLEEEE))

• 2017년 12월 문재인대통령 방문 시, 지불 예상비용 월 평균 27,000원으로 보고함 (시뮬레이션 기준) 

• 2017년 예측비용대비 실측비용은 약 14,737원 더 지불하였음 (에너지시뮬레이션과 상이한 거주인원수, 평년기온대비 추웠던 겨울과 폭염 등 원인 예상)

 -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연도별 노원 에너지제로 주택 월 평균 에너지비용 비교 (2018.03~2020.02)

2018-2019 2019-2020

2018.03~2019.02 
평균 39,125원

2019.03~2020.02
평균 44,349원

2년 동안 각 세대가

지불한 평균 에너지비용

1,370원/일

41,737원/월

세대 당 월 평균 41,737원 지불, 약 1,370원/일 을 에너지비용으로 지불함 (2018.03~2020.02, 24개월 기준)

(자료출처: 노원에너지제로주택 관리사무소)노노원원 에에너너지지제제로로 주주택택 에에너너지지요요금금 비비교교분분석석 [[22001188~~22002200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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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강동동구구청청 본본관관 리리모모델델링링 ((서서울울시시 강강동동구구,,  22001177))

위위치치 서울시강동구성내동 540-1번지 규규모모지하1층, 지상4층 연연면면적적 15,295.94㎡ 건건축축면면적적 3,452.69㎡

주주요요자자재재고흥석, 3중유리 시스템창호, PF보드 태태양양광광발발전전 BIPV 8.5kW 설치

2018년 서울시 디자인 태양광 경진대회 대상 상금 5억

입면설계 ㅣ ㈜ 제드건축사사무소 출처ㅣ 강동구청 , ㈜ 제드건축사사무소

강강동동구구청청 제제22청청사사 리리모모델델링링 ((22001177))

위위치치 서울시강동구성내동 540-1번지 규규모모지하1층, 지상4층 연연면면적적 15,295.94㎡ 건건축축면면적적 3,452.69㎡

주주요요자자재재고흥석, 3중유리 시스템창호, PF보드 태태양양광광발발전전 BIPV 8.5kW 설치

2017년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선정 상금 1억

설계 l 이명주 +㈜제드건축사사무소 출처ㅣ ㈜제드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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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강동동구구청청 제제22청청사사 리리모모델델링링 ((22001177))

설계 l 이명주 +㈜제드건축사사무소 출처ㅣ ㈜제드건축사사무소

공공릉릉동동 보보건건지지소소 그그린린리리모모델델링링 설계 l 이명주 +㈜제드건축사사무소 출처ㅣ ㈜제드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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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원원 이이지지하하우우스스 33층층 연연립립주주택택형형 공공동동주주택택 설계 l 이명주 +㈜제드건축사사무소 출처ㅣ ㈜제드건축사사무소

출처: 국토교통부의 연구개발과제인 ‘제로에너지주택활성화를 위한 최적화모델개발및실증단지 구축’ 3차년도성과보고서 상의 제로에너지주택단지 정의

“단지 내 전체 세대가 필요로 하는 난난방방,,  냉냉방방,,  급급탕탕,,  환환기기,,  조조명명에너지를 단지 내에서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모자랄 때는 외외부부 에에너너지지

공공급급 망망으으로로부부터터 받받고고 남남을을 때때는는 외외부부 에에너너지지 공공급급 망망으으로로 돌돌려려주주는는 에에너너지지양양을 각각

1차에너지로 환산하였을 때, 연간 대차대조하여 제로가 되는 주택단지"

제제로로에에너너지지건건축축물물 정정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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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 고효율 설비,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그린리모델링 (Green Remodeling) 4대 기술

- 출처: 이명주, 노원에너지제로주택 대통령 보고, 2017.12.07

=

그린리모델링

제제로로에에너너지지건건축축물물과과 그그린린리리모모델델링링 44대대 기기술술

건건축축물물에에너너지지 자자립립률률 도도시시에에너너지지자자립립률률

출처 ㅣ 명지대학교 IT&제로에너지건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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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50 탄소중립
태양광확대방안

2020. 10. 

유정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울시 태양광 확대 정책의 성과와 과제

서울시 2012년 ‘원전하나줄이기’를 시작으로 서울형 FIT, 

베란다형 태양광 지원 사업 등 적극적인 태양광 보급 정책

추진 중

- 2019년 서울시 태양광 총 250MW 설치

태양광 확대에는 낮은 에너지 요금, 부지확보 어려움, 

복잡한 절차와 규제, 주민 민원, 담당 공무원의 인식 부족 등

다양한 장애요인이 존재함

출처 : 서울에너지공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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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부지 발굴과 신속한 인허가

공공건물/시설태양광부지발굴및신속한인허가

-서울시 ‘태양광 탐사대’ 운영하여 가능한 부지를 발굴하고

태양광 발전소 신속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함 (6.3 공고)

-시민이 부지를 발굴하고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녹색 일자리 창출 필요

-자치구 담당 공무원 교육과 인센티브 제공 필요

ㅅ

출처 : 서울시

건물 태양광 지원 및 의무화 정책 강화

서울시태양광보급목표달성을위해서는민간건물태양광확대중요

-재산세 감면을 통한 실질적 유인책 제공 필요 (사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축 민간건물 Solar or Green Roof 의무화

-지역별 적극적인 사업 발굴 (에너지 혁신 지구 지정 등)

-태양광 기금을 통해 옥상 태양광 리스크 헷징

-건물의 태양광 Plug & Generate 디자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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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태양광 의무화/건물 태양광 예비 건축물 사례

미국 뉴욕시의 지속가능한 옥상 법안

-뉴욕시의 기후동원법(Climate Mobilization Act) 안에 건물 옥상에 옥상녹화 혹은

태양광 의무화 법안 입법(2019)

-신규 혹은 옥상 리모델링 시 경사, 규모, 건물 종류 등에 따라 옥상녹화 혹은 태양광

의무설치 하도록 함

경기도시공사 태양광 예비건축물 시범사업
출처 : 경기도시공사(2019) 

출처 : Urban Green Council 
& The Nature Conservancy 

(2019)

건물태양광 기술개발 및 시장확대

건물일체형 태양광 (BIPV) 확대를 위해 시범사업, 

3D 햇빛 지도, 지원, 의무화 도입 필요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는

태양전지를 건물의 외장재로 사용하여 창호, 외벽, 

지붕 등 건물의 다양한 공간에 설치가능

-서울시 설치비의 최대 80% 지원 시범사업 진행 중

서울시 ’20 상반기 BIPV 시범사업
서울시 (2020.8.25) 서울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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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 태양광 사업 확대

커뮤니티 태양광, 공유 태양광 등 다양한 시민 참여

사업 확대

-자신의 건물이나 부지에 직접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더라

도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여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

는 사업 모델 확대

공유 태양광 투자 이익에 대한 세금 면제

-클라우드 태양광 펀딩, 시민태양광펀드, 태양광협동조합

투자배당금 등과같은 공유 태양광 투자이익에 대한

소득세 면제 (정부 제안)
출처 :서울시

태양광에 대한 인식 제고

태양광에 대한 가짜 뉴스와 부풀리기 뉴스가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에 의해 확대 되어 태양광

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 조성되고 민원으

로

이어짐

-태양광 중금속오염, 전자파, 빛반사, 수상태양광

생태계 교란에 대한잘못된정보
시민홍보 강화 및 모범 사례 전파 등 ‘태양광

바로 알기’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있음

NNOO,,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결정제 실리콘 태양광은

대부분 유리와 실리콘이며
크롬, 카드뮴 등 중금속 0%

폐태양광 패널은
유독성 화학물질 범벅오염덩어리 ??  

- 34 -



2020. 10. 2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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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2050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협력 기반으로 퀀텀 점프 바라며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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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린뉴딜 2050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협력 기반으로
퀀텀 점프 바라며

2020. 10.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교수

* 퀀텀 점프 : 비약적 개선

교통그린뉴딜 희망적 성공적추진 고려사항

공공 의무도입

충전기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

교통수요 감축

탈탄소 일자리 경기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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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퀀텀점프 지표관리 모니터링체계

‘20년 34.3%

‘30년 24.6%

9.9 10

6.4

7.9

'09(국무회의)

[2020년 목표]

'15(파리협정)

[2030년 목표]

BAU 목표배출량

24.6%
34.3%

‘17년 1억톤

목표 미달성 만회

8.6 
9.2 

8.9 8.8 
9.2 9.2 

9.8 
10.3 10.3 

'09 '10 '11 '12 '13 '14 '15 '16 '17

구체적·실질적지표관리

세부계획기준 성과점검

Why 퀀텀점프 지표관리 모니터링체계

867 
1,138 

Tier2 배출량 Tier3 배출량

0.28
0.36

0.31

0.46

서울시 전국

'10년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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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경제성장 비동조화 추구

한국

CO2배출량 39,321

인구 밀도 50,108

대중교통 분담률 19.73

비동력수단
분담률

19.73

보행량 29,611

자전거 통행량 1.97

교통약자
거주비중

113,288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343,667

온실가스 경제성장 비동조화 추구

대중교통 중심 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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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관점 통행행태전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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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치관점 참여·나눔·공유 기회

0.265

0.8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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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원순환 분야
그린뉴딜 정책제안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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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원순환분야
그린뉴딜
정책제안

2020. 10.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1. 그린뉴딜과 자원순환

에너지 전환 물질흐름 전환

재생에너지, 녹색빌딩 등 순환경제 구축

++

환경문제(기후, 자원고갈, 생태) + 사회문제(일자리, 양극화, 불평등)

그린 뉴딜

적극적인 재정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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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자원순환 관련 당면 과제

매립
저감

쓰레기 대란
대응

수도권 매립지 위기

온실가스
저감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

단기적으로 상충될 수 있으나(폐플
라스틱 매립저감은 소각 증대로 인
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 장기적으
로 플라스틱 순환구조 확립으로

조화가 필요

3.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과제

RReeddeessiiggnn

“The circular economy refers to an industrial 
economy that is restorative by iinntteennttiioonn; aims 
to rely on renewable energy; minimises, tracks, 
and eliminates the use of toxic chemicals; and 
eradicates waste through careful ddeessiiggnn.” 

자자료료:: EElllleenn MMaaccAArrtthhuurr FFoouunnddaattiioonn ((22001122)),, TToowwaarrddss tthhee CCiirrccuullaarr EEccoonnoommyy :: EEccoonnoommiicc aanndd BBuussiinneessss RRaattiioonnaallee ffoorr aann AAcccceelleerraatteedd TTrraannssiittii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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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과제

생생산산

유유통통

소소비비

배배출출

Ø 공정기술 향상을 통한 원료사용 최소화 (원료낭비 최소화)
Ø 친환경 제품 설계

Ø 재고 최소화 (대량주문생산), 재고 재사용 및 재활용

Ø 포장재 사용 최소화 (다회용 포장재 사용)
Ø 친환경 제품 (포장 최소화, 재활용 용이, 재생원료 사용, 업사이클 제품) 유통

Ø 재고 최소화, 재고 재사용 및 재활용

Ø 쓰레기 없는 소비(Precycling)
Ø 수리수선을 통한 제품수명 연장, 중고품 교환 및 소비

Ø 친환경 제품 소비

Ø 업사이클링 (고부가가치 재활용)
Ø 에너지 회수
Ø 불법투기 금지 (바다쓰레기 금지)

3.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과제

①① 쓰쓰레레기기 없없는는 소소비비((PPrreeccyycclliinngg))  인인프프라라 ::  소소비비자자의의 즐즐거거운운 선선택택

포포장장재재 없없는는
매매장장

일일회회용용품품 없없는는
소소비비

벌벌크크
판판매매

플플라라스스틱틱
대대안안제제품품

재재활활용용품품
방방앗앗간간

포포장장재재 없없는는
온온라라인인 소소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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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경향신문, 2020년 7월 25일, 포장 없이 알맹이만 원하는 자, ‘알짜’들의 상점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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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회회용용기기 대대여여세세척척 비비즈즈니니스스

자료 : 트래쉬버스터즈 (http://trashbust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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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https://vesselworks.org/

3.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과제

온라인 플랫폼

당근
마켓

번개
장터

중고
나라

헬로
마켓

오프라인 플랫폼

금천구 독산4동 공유상자

오프라인 매장

아픔다운가
게

굿윌스토어
구세군
희망나누미

나눔장터

②② 재재사사용용 인인프프라라 및및 소소비비활활성성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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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웨웨덴덴 리리투투나나자료 : https://www.retuna.se/hem/

일일본본 하하드드오오프프 – 990055개개 매매장장

자료 : https://www.hardoff.co.jp/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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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사사용용

업업사사이이클클센센터터

체체험험
교교육육

업업사사
이이클클

수수리리
수수선선

중중고고
매매장장

사진자료 : 서울새활용플라자(http://www.seoulup.or.kr)

3.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과제

③③ 재재활활용용품품 분분리리배배출출 체체계계 개개선선

일일반반분분리리
배배출출체체계계

특특별별분분리리
배배출출체체계계

l 배배출출원원 유유형형((주주택택가가,,  아아파파트트,,  농농촌촌 등등))에에 적적합합한한 체체계계

l 주주민민들들에에게게 분분리리배배출출해해야야 할할 품품목목에에 대대한한 정정확확한한 정정보보제제공공

l 일일반반분분리리배배출출로로 재재활활용용이이 어어려려운운 품품목목에에 대대한한 맞맞춤춤형형 수수거거체체계계

l 거거점점공공간간((마마트트,,  학학교교,,  교교회회,,  주주민민센센터터 등등))과과 수수거거기기계계((무무인인회회수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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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s://ppseoul.com/mill

자료: https://ppseoul.com/m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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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http://snvision.seongnam.go.kr/11490

3.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과제

④④ 지지역역순순환환 완완결결형형 구구조조 ((지지역역별별 닫닫힌힌 고고리리 재재활활용용))

소소비비자자

전전문문업업체체
재재활활용용

도도시시
농농업업

매매장장
퇴퇴비비화화
DDIIYY  등등

전전문문업업체체
재재활활용용

지지역역발발생생 재재활활용용품품을을
재재활활용용한한 제제품품을을 다다시시
구구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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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과제

④④ 지지역역순순환환 완완결결형형 구구조조 ((지지역역별별 닫닫힌힌 고고리리 재재활활용용))

수수서서역역 LLHH단단지지에에서서는는 음음식식

물물쓰쓰레레기기 퇴퇴비비화화기기기기를를

설설치치한한 후후 아아파파트트 단단지지에에서서

배배출출되되는는 음음식식물물쓰쓰레레기기를를

퇴퇴비비화화 한한 후후 단단지지 내내 텃텃밭밭

의의 퇴퇴비비로로 사사용용함함..    남남은은

퇴퇴비비는는 노노원원도도시시농농업업..  

네네트트워워크크에에 기기증증함함

자료 : 오정익(LH 토지주택연구원), 공동주택에서의 음식물류폐기물 자체 처리방안, 2018.5.18,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정책 전문가 포럼 발표자료

4.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과제

④④ 지지역역순순환환 완완결결형형 구구조조 ((지지역역별별 닫닫힌힌 고고리리 재재활활용용))

자료 :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448 http://www.daily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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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과제

④④ 지지역역순순환환 완완결결형형 구구조조 ((지지역역별별 닫닫힌힌 고고리리 재재활활용용))

UUppccyycclliinngg  ==  UUppggrraaddee  ++  RReeccyycclliinngg

자료 : 터치포굿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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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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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과
생물다양성의
위기

2020. 10.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의 위기

인구증가와 산업화는 동식물의 서식지를 파괴 >>>>  제제66차차 생생물물대대멸멸종종

동식물과 인간의 간섭 >>>>  코코로로나나1199와와 같같은은 인인수수공공동동전전염염병병 급급속속 확확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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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 EU 그린 뉴딜

미미국국 그그린린뉴뉴딜딜

- 온실가스 배출 순제로

- 수백만개의 좋은 일자리 창출

- 인프라와 산업에 투자

- 깨깨끗끗한한 물물과과 공공기기, 기후/공동체 회복력, 건강

한 식량, 자연접근성, 지지속속가가능능한한 환환경경

- 정의와 형평성 보장

EEUU  그그린린딜딜

①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2050) 상향 : 2050 Net-zero

② 깨끗하고 경제적이며 안정적 에너지 공급

③ 청정·순환 경제를 위한 산업 전략

④ 건축물의 에너지·자원 효율화

⑤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수송으로 전환 가속화

⑥ 공정하고 건강하며 환경친화적인 식품체계 설계

⑦ 생생태태계계와와 생생물물다다양양성성 보보전전 및및 복복원원

⑧ 유해물질 없는 환경을 향한 오염배출 제로화

EU 그린 딜 - 2030 생물다양성 전략

기기후후위위기기와와 ccoovviidd1199  대대유유행행으으로로 말말미미암암아아

자자연연을을 보보호호하하고고 복복원원해해야야 할할 필필요요성성과과 잠잠재재

적적이이고고 직직접접적적인인 경경제제적적 이이익익을을 강강조조

- 육지면적의 30%와 해역의 30%를

법적으로 엄격히 보호

- 30억 그루의 나무 식재

- 25,000㎞의 강에서 댐/보 철거

- 해양 생태계에 해로운 어구의 사용을 제한

출처 : European Commission, Bringing nature back into our lives, 20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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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숲과 생물다양성 전략

구 분
울 산

광역시

대 구

광역시

대 전

광역시

부 산

광역시

광 주

광역시

인 천

광역시

서 울

특별시

녹지면적
(㎢) 69.77 61.09 58.75 52.42 41.79 36.41 3300..22

<전국 광역시별 녹지면적>

출처 : 환경부, 2014

<전국 광역시별 불투수면 비율>

구 분
서 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구

광역시

인천

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

광역시

불투수면
(%)

5577..2222 25.68 24.53 19.54 19.06 18.97 11.56

출처 : 환경부, 2014

서울, 숲을 잃자 지속가능성도 잃었다

case1, 2010년 광화문과 강남역 침수

출처 : KBS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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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숲을 잃자 지속가능성도 잃었다

case1, 2010년 광화문과 강남역 침수

출처 : 서울연구원, 2012

서울, 숲을 잃자 지속가능성도 잃었다

case2, 열섬

- 서울의 기온은 1910년과 비교하여 증가, 연평균 기온은 1910년
섭씨 10.3도에서 2012년 현재 섭씨 12.2도

- 고온지역의 분포는 도시 열섬효과의 결과이며, 고층건물 증가, 
도로포장 증가, 녹지대 감소 등 토양피복 변화와 밀접한 관련

(출처 :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출처 : 경향신문

- 64 -



2020. 10. 21.

5

서울, 숲을 잃자 지속가능성도 잃었다

case3, 미세먼지

출처 : 국립산림과학원, 2017

서울, 숲, 여전히 위협받는다

공공원원일일몰몰제제란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 지정 공원은 현재 공원 조성여부와 관계
없이 부지를 정부가 매입/보상하지 않으면 2020년 7월부로 도시공원에서 일괄 해제되는 제도

출처 : 서울환경운동연합(좌)
News1(상)
환경운동연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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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숲, 여전히 위협받는다

그그린린벨벨트트란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
따위를 위하여 국토 교통부 장관이 도시 개발을 제한
하도록 지정한 구역.

출처 : 뉴스웨이

서울, 숲, 함께 지켜요

-- 법법정정 보보호호지지역역 보보존존 및및 확확대대

* 생물다양성 협약(CBD)에서는 22002200년년까까지지 전전

세세계계 육육상상・담담수수 지지역역 1177%%를를 보보호호지지역역으으로로 지지

정정하하도도록록 권권고고

* 서울시는 생태・경관보전지역(17개소), 야생

생물보호구역(7개소)을 지정하여 보호 및 보전을

추진 중. 

* 기존 보호지역에 22003300  공공원원녹녹지지기기본본계계획획 후후보보

지지의의 면면적적을을 확확대대할할 경경우우 서서울울시시 보보호호지지역역은은 약약

1100..22%%((448899,,888844㎡㎡))  증증가가할할 것것으으로로 예예상상 출처 : 생명의숲, 서울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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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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