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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제사회는 탄소사회를 조성하기 한 노력과 함께 련기술을 성장동력

으로 삼아 경제발 을 도모하고 있으며, 독일을 비롯한 신재생에 지 선진국들

은 일 이 발 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 지역의 자연  특성이나 련산업과 연

계하여 신재생에 지 산업을 육성해왔음.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신재생에 지 사용비율을 높이

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탈리아, 국, 벨기에, 스웨

덴, 미국의 일부 지역, 일본, 호주 등 여러 국가는 신재생에 지 의무할당제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를 시행함.

우리나라는 국제 인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응하고 경제발 을 도모하기 

하여 2009년에 녹색성장국가 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기에 이르 으며, 탄

소에 지 공 기반을 구축하기 하여 2012년부터는 신재생에 지 의무할당제

를 시행할 계획임.1) 발 차액지원제도하에서 지 까지는 정부의 지원과 함께 

신재생에 지 보 량을 확 할 수 있었으나, 신재생에 지 의무할당제가 시행

됨에 따라 다량의 소규모 시설을 보 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변화함. 신재생에

지 의무할당제 시행에 따른 규모 시장형성과 일자리창출 효과가 상되는

바, 서울시는 이를 유치하기 한 노력이 필요함.

에 지 사업자는 2012년 2%부터 시작하여 2022년 10%까지 신재생에 지를 

공 하여야 함. 한 의무할당제 도입으로 2022년까지 약 53조원 규모의 신재

1) 이 연구보고서의 ‘신재생에 지 의무할당제’는 ‘신재생에 지 공 의무화제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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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 지설비 시장이 형성될 망임.

이에 따라 신재생에 지 의무할당제 도입으로 신재생에 지설비 투자사업이 

지속 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상되므로 이 연구는 이를 유치할 수 있는 서울

시의 잠재력을 평가하고 유치를 한 추진 략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문헌연구를 통해 신재생에 지 정책과 외국의 의무할당제 황을 악하고, 

의무할당제 시행에 따른 서울시의 신재생에 지 보 잠재력을 실행 가능성 측

면에서 분석함.

그리고 공공부문의 공공청사  도시기반시설(하수처리장, 정수장, 빗물펌

장 등), 민간부문의 토지  건물, 집단에 지와 신재생에 지의 연계성을 분석

하여 주요 신재생에 지설비 설치 잠재력을 조사함.

한 잠재력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설비유치를 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

에 따른 경제효과와 시장규모 분석을 실시함.

Ⅱ. 주요 연구결과

1. 전략목표 및 입지 선정

1) 의무할당제와 전략목표

－태양 발 과 수소연료 지 발  시스템을 략목표로 설정

2) 입지선정

－RPS 련 신재생에 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일정기간 부지나 건물공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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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 을 심으로 입지장소를 선정

－신재생에 지설비 유치 장소로 학교, 정수장, 물재생센터, 유수지, 공서 

등을 심으로 선정

 ① 태양광

－태양 시설은 많은 부지면 이 필요하며 서울의 지가가 높아 부지이용료 

부담도 크므로 토지 시가의 5%를 부료로 징수해야 한다는 을 고려

－발 설비보다는 차양이나 지붕의 건축자재를 체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신재생에 지 발 비용을 경감

－기존시설의 상부공간 는 하부공간을 활용하면 ‘선하지 등의 부료 산정 

기 ’을 용할 수 있으므로 부료 부담이 1/10~1/20 수 으로 낮아짐.

－태양 발 시설이 지붕의 기능을 함으로써 우천 시 는 일사량이 강한 계

에 비나 햇빛을 가려 시민의 편의를 증진

② 연료전지

－동사무소와 구청, 소방서 등 공공기 을 심으로 입지장소를 선정

－민간건물에 해서는 최종에 지 소비량이 연간 500TOE 이상인 건물을 

심으로 설비유치 잠재력을 분석

3) 입지분석

－신재생에 지의 잠재력을 분석하기 해서는 서울시 내 치하고 있는 학

교와 상하수도 시설을 상으로 조사  분석

－학교에 해서는 등학교 586개소, 학교 374개소, 고등학교( 문고  

특수고 포함) 338개소 등 총 1,298개소  교사 지가 넓은 학교를 심으

로 성 상을 통해 학교 내 시설을 악하여 신재생에 지설비의 가능성 

 잠재량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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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지,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상하수도시설에 해서는 향후 이   복

개 계획이 없는 시설을 상으로 신재생에 지설비 잠재량을 도출

2.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잠재량

1) 학교

① 분석개요 

－학교 내 시설 황을 바탕으로 신재생에 지설비가 가능한 교내시설을 조

사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설비용량과 사업비를 산출

－부지면 이 10,000㎡ 이상인 학교를 심으로 태양 시설 설치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부지면 이 확인된 학교수의 20%인 205개교에 설치가 가능

－태양  설치장소로는 운동장 주변에 설치된 스탠드와 통학로, 그리고 농구

장이나 테니스장과 같은 운동시설을 선정

－지붕이 설치된 스탠드, 지붕 없는 계단형 스탠드, 학교정문 는 후문으로

부터 교사에 이르는 통학로, 농구장이나 테니스장과 같은 실내형 운동시설

이 설치된 면  등을 분석

② 분석방법

 －운동장 스탠드의 잠재량 = 면 /10

 －통학로：면  = 거리＊5m(폭), 잠재량 = 면 /10

 －운동시설：잠재량 = 면 /20

③ 분석결과

－태양 시설 유치로 인한 잠재량은 5,968kW이고 사업비는 29,943백만원으

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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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설(개소수) 시설면적(㎡) 잠재량(kW) 사업비(백만원)

합 계 124 84,998 5,988 29,943

지붕 있는 스탠드 23 14,003 1,400 7,002

지붕 없는 스탠드 33 13,915 1,391 6,958

통학로(이동로) 13 6,850 685 3,425

운동시설 55 50,230 2,512 12,558

<표 1> 학교의 태양광 유치 잠재력

지붕이 설치된 스탠드 지붕이 없는 계단형 스탠드

▼ ▼

체육시설 통학로

▼ ▼ 

<그림 1> 학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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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하수도 시설

(1) 유수지

① 분석개요

－유수지는 홍수 시 빗물을 일시 으로 류하여 지 의 침수를 방하는 

시설로 빗물펌 장도 함께 설치

－주택가 는 시가지와 인 해 있으며, 부지가 넓어 태양 발 설비를 설치

하기에 합

－사면이 계단형으로 구성된 유수지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에 

합

－유수지 바닥면은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

－편의시설로 사용되는 장소에 태양 발 설비를 설치하면 지붕이나 차양의 

기능을 함으로써 그늘을 제공해주고 우천 시 비를 막아주어 시민 편의가 

한층 증진될 것으로 상

② 분석방법

－총 24개의 유수지 황을 악하여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

로 신재생에 지의 잠재력 분석

－유수지의 둘 길이와 유수지 복개 후 설치한 시설의 면 을 합산

－태양 발 설비 1개의 크기(길이 20m＊폭 1m)를 기본으로 유수지의 사면

을 덮을 수 있도록 5m폭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에 지 잠재량 = {( 체둘

길이/20)＊5}의 공식을 용

－사업비는 1kW당 500만원의 비용을 용하여 산정

③ 분석결과

－유수지(빗물펌 장)의 신재생에 지 잠재량은 10,008kW, 소요사업비는 총 

50,040백만원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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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구분 펌프장이름
유수지

둘레(m)

시설면적

(㎡)

잠재량

(kW)

사업비

(백만원)
비고

유수지 

유지

고덕빗물펌프장 730 - 183 913 -

가양빗물펌프장 522 - 131 653 -

방화빗물펌프장 350 - 88 438 -

개봉제1빗물펌프장 230 - 58 288 -

신구로빗물펌프장 900 - 225 1,125 -

시흥빗물펌프장 700 - 175 875 -

강동구청빗물펌프장 822 - 206 1,028 -

신천빗물펌프장 480 - 120 600 -

오금빗물펌프장 150 - 38 188 -

용산빗물펌프장 120 - 30 150 -

유수지와 

복개된 시설 

혼합

잠실빗물펌프장 740 4,410 406 2,028 야구장

신도림빗물펌프장 200 12,000 650 3,250 운전연습장

탄천빗물펌프장 650 43,000 1,450 7,250
운동시설, 운전연습장, 

공영주차장

마곡빗물펌프장 1,510 2,500 503 2,513 테니스장

천호빗물펌프장 140 6,500 360 1,800 공영주차장

유수지를 

주차장으로

복개

휘경빗물펌프장 - 8,900 445 2,225 공영주차장

마포빗물펌프장 - 18,000 900 4,500 공영주차장

용산제4빗물펌프장 - 3,000 150 750 공영주차장

용두빗물펌프장 - 28,000 1,400 7,000 공영주차장

유수지를 

운동시설로 

복개

사평빗물펌프장 -  375 19 94 농구장

독산빗물펌프장 - 3,650 183 913 농구장, 테니스장 등

반포빗물펌프장 - 8,604 430 2,151 농구장, 테니스장 등

유수지를 

체육공원으로 

복개

대치빗물펌프장* - 10,000 500 2,500 대치체육공원

망원동빗물펌프장 - 10,000 500 2,500 망원동유수지체육공원

합계 8,244 158,939 10,008 50,040 -

<표 2> 유수지 유형별 현황 및 잠재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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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빗물펌프장 망원동 유수지 체육공원

<표 3> 빗물펌프장 유형 예시 

<그림 2> 유수지 사면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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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수장

① 분석개요

－서울시 내에 치한 정수장은 총 4개소로 태양 설비의 설치가 가능한 침

지와 여과동을 상으로 신재생에 지 잠재량과 사업비를 도출

② 분석방법

－잠재량 산출 시 태양  1kW당 소요부지면 은 20㎡, 설치비용은 500만원

을 용

③ 분석결과

－총 142,987㎡의 부지에 7,149kW의 태양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35,747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측

정수장명 면적(㎡) 잠재량((kW) 사업비(백만원)

구의정수장 28,490 1,425 7,123

뚝도정수장 27,626 1,381 6,907

영등포정수장 13,369 668 3,342

암사정수장 73,502 3,675 18,376

합계 142,987 7,149 35,747

<표 4> 정수장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분석 

구의정수장 암사정수장

<표 5> 정수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지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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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재생센터

① 분석개요

－지하화되지 않고 재 상태로 15년 이상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물재생센터

를 심으로 신재생에 지설비 설치 잠재량을 분석

－하수처리시설  최종 침 지가 태양 발 설비를 설치하기에 가장 합

－태양 설비의 설치가 가능한 탄천하수처리장과 랑하수처리장을 상으

로 잠재량 분석

② 분석방법

－수소연료 지와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력을 생산하고 열은 소화조 가

온용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상

③ 분석결과

－태양 설비 잠재량은 6,637kW

－수소연료 지 잠재량은 총 18,600kW이며 소요비용은 1,116억원

시설 시설 시설면적(㎡) 잠재량(kW) 사업비(백만원) 설비 설치지점 예시

탄
천
물
재
생
센
터

침전지 26,880 1,344 6,720

주차장 8,000 400 2,000

소계 34,880 1,744 8,720

중
랑
물
재
생
센
터

최종침전지 15,360 768 3,840

1차침전지 13,500 675 3,375

최종침전지2 69,000 3,450 17,250

소계 97,860 4,893 24,465

합계 132,740 6,637 33,185 -

<표 6> 물재생센터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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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물재생센터의 바이오가스 생산량과 연료전지 잠재량

물재생센터
시설용량

kW
ADG발생
천N㎥/월

ADG수요 
천N㎥/월

ADG부족 
천N㎥/월

도시가스보충
천N㎥/월

시설비
백만원

서남 8,400 2,033 2,822 789 473 50,400 

탄천 3,600 790 1,058 268 161 21,600 

중랑 6,600 1,545 1,940 395 237 39,600 

합계 18,600 4,368 5,820 1,452 871 111,600 

주) ADG(Anaerobic Digestion Gas)：슬러지를 혐기성소화할 때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표 7> 물재생센터의 수소연료전지 잠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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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

① 분석개요

－구청, 주민자치센터, 소방서 등은 난방 에 지 수요가 많은 건물이므로 신

재생에 지 설비인 수소연료 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수소연료 지 보 을 해 공공기   주민자치센터와 구청, 소방서를 

상으로 수소연료 지의 잠재량과 사업비를 분석

<그림 4> 공공기관 분포 현황 

② 분석방법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소규모 공공청사에는 20kW, 구청 등 형청사에는 

1,400kW의 수소연료 지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안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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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서울 전력 다소비 건물군 분포 

③ 분석결과

－공공기 을 상으로 수소연료 지를 설치할 경우 신재생에 지의 잠재량

은 73,880kW이고 소요사업비는 총 4,756억원으로 측

　기관유형 개수(개소) 잠재량(kW) 사업비(백만원)

주민자치센터 404 8,080 80,800

구청 25 35,000 210,000

소방서 22 30,800 184,800

합계 451 73,880 475,600

<표 8> 공공기관별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분석 

4) 에너지 다소비 건물

① 분석개요

－민간 건물을 포함하여 서울시 에 지 다소비 건물에 한 신재생에 지 도

입 방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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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건물군의 에 지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에 지 다소비 건물군 상  20%가 83%의 력을 소비

② 분석방법

－ 력 다소비건물을 상으로 10%의 건물에 력소비량의 20%를 수소연

로 지로부터 공 한다는 목표를 설정

③ 분석결과

－건물당 30~600kW규모의 수소연료 지를 400여기 보 할 수 있는데, 이때 

시설용량은 33,390kW이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339억원으로 측

소비량범위(TOE) 건물당 용량(kW) 보급목표(대) 보급목표(kW) 비용(백만원)

100~200 30 193 5,790 57,900 

200~300 60 76 4,560 45,600 

300~500 90 56 5,040 50,400 

500~1000 150 48 7,200 72,000 

1000~2000 300 18 5,400 54,000 

2000초과 600 9 5,400 54,000 

합 계 - 400 33,390 333,900 

주：보급대수는 건물수의 10% 적용, 비용은 소규모시설이므로 kW당 1천만원 적용

<표 9> 서울시 전력 다소비 건물군의 보급잠재력

5) 종합

－신재생에 지 의무할당제 설비의 잠재량의 경우 총 시설용량은 약 160MW, 

시장규모는 약 1조원임. 시장규모에 따라 고용효과는 태양  분야에서 

1,490명, 연료 지 분야 9,210명으로 총 10,7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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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서울시 공공시설 주변의 공시지가

설비 입지 수량개(소) 설비용량(kW) 소요비용(백만원)

합계 합계 1,008 159,832 1,070,015

태양광 

학교 124 5,968 29,943

물재생센터 2 6,637 33,185

유수지 24 10,008 50,040

정수장 4 7,149 35,747

　소계 154 29,762 148,915

연료전지 

물재생센터 3 18,600 111,600

공공청사 451 73,880 475,600

민간건물 400 33,390 333,900

　소계 854 130,070 921,100

<표 10> RPS기반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잠재량

3. RPS 설비 유치전략

1) 태양광은 지가가 낮은 지역의 편의시설과 연계

(1) 태양광은 지가가 낮은 곳에 먼저 설치

－서울시에서 신재생에 지를 생산하려면 부료가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

하는데 이는 지역과 토지의 지목에 따라 공시지가의 차이가 크기 때문

－공시지가 분석결과 물재생센터, 정수장, 유수지, 학교 순으로 낮고, 공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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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소방서, 구청 순으로 낮음.

－태양  설치 우선 지역은 물재생센터, 정수장, 유수지 순으로 도출

－ 부료율은 기존시설의 상부나 하부를 이용하는 경우 ‘선하지 등의 부료 

산정 기 ’ 용

선하지 대부료 = 시가기준의 대부료 × 입체이용저해율

－선하지를 기 으로 부료를 산정하면 지상 용되는 공 해율은 

2.9%~9.4%이므로 부지 부료는 1/30~1/10 수 으로 낮아짐.

기부조건의 대부기간 = 시설가액 / 대부료

－학교부지에 태양 발 설비를 설치할 경우 이용 기간을 산정하면 서울시 

평균은 12.6년이고, 강남권은 6.2년에 불과하며, 서남권은 33.5년임. 지가

가 350만원 이하이면 15년 이상 사용 가능

<그림 7> 권역별 학교부지의 태양광발전설비 이용기간

2) 서울시는 편의시설 구조물을 우선 설치하여 지원할 것

－기존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운동시설 등의 차양시설이나 지붕시설 설치를 

한 구조물 상부에 태양 발 설비를 설치

－이를 해서는 차양이나 지붕설치를 한 구조물 설치가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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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등에 서울시가 구조물을 설치하고 발 사업자 는 신재생에

지사업자는 태양발 모듈을 설치

－태양 발 설비 1kW당 약 50만원의 구조물 축조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그림 8> 시민편의 시설 연계 태양광발전 구상도 

4. 연료전지는 기존의 지역난방과 연계하여 편익을 극대화 

－ 재 발 용연료 지는 80% 이상의 에 지 효율

－ 기는 기존의 력망을 통해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열에 지는 연

료 지가 설치된 건물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제약

－기존의 지역난방 공 지역에서는 열수송 로와 연계운 할 수 있으므로 

생산과 수요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문제 을 해결

－강남권, 노원구와 도 구 등의 동북권, 양천구․구로구 등의 서남권, 그리

고 등포지역과 상암지역 등의 부권을 우선 보 지역으로 선정

－구청 청사에 1.4MW의 연료 지를 설치하려면 약 230㎡의 면 이 필요함. 

부료는 약 208~2,13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상

－ 부료는 공시지가의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나 온수생산으로 인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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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이 8억원으로 상되므로 열에 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요

－주민자치센터에 20kW의 수소연료 지를 설치할 경우 연간 부료는 

45~180만원이지만 연간 열에 지 편익은 1,180만원으로 기

－공공청사에 연료 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지역난방 공 지역

에 우선 용하면 편익이 극 화

<그림 9> 공공기관 분포와 지역난방공급지역

Ⅲ. 결론 및 정책건의

1. 전략목표

－신재생에 지 의무할당제는 력만 인정하며 서울시에 용 가능성이 높

은 설비는 태양   수소연료 지 발 시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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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태양광 입지 선정

－넓은 부지가 필요하므로 지가가 가장 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공유 재산에 

태양 발 시설을 설치하면 부료의 부담이 매우 크므로 기존 시설의 상

부 는 지하 등에 설치

－시민편의시설과 연계하여 차향  우천 시 비를 막아주는 지붕시설로 활용

② 수소연료전지 입지 선정

－지가보다는 력생산 시 발생하는 열에 지의 효율  활용에 

－기존 지역난방 공 지역을 심으로 수소연료 지 유치 추진

－수소연료 지는 유지보수를 한 공간이 필요하므로 옥상이 합

－에 지 다소비 건물에 수소연료 지를 유치할 경우 건물의 력자립도를 

높이고 열에 지 이용효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 됨.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는 기성소화가스를 최 한 이용하

여 수소연료 지 발 에 활용

－열에 지는 소화조 가온용으로 활용

－소화조 가온에 필요한 에 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하수처리수로부터 열을 

회수하여 활용

2.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시설 유치 잠재량

① 태양광

－지가를 고려한 태양 발 설비 입지의 최 지는 물재생센터(6,637kW)이

며, 이어 유수지(10,008kW), 정수장(7,149kW), 학교(5,884kW) 순

－태양 발  잠재량은 29,678kW이며 사업비는 약1,480억원임. 1,48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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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소연료전지

－수소연료 지를 설치하기에 가장 합한 곳은 물재생센터(18,600kW), 공

공청사(76,880kW), 민간부문(33,390kW) 순

－잠재량은 130,070kW로 평가되며, 사업비는 약 9,210억원에 이름. 편익은 

연간 약770억원에 달하고, 9,210명의 고용효과도 기

3. 서울시의 역할

① 서울시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시설화

－신재생에 지 의무할당제 도입에 따라 소규모 신재생에 지 설비의 보

은 축

－여러 곳에 산재된 신재생에 지 발  잠재부지를 묶어 신재생에 지 사업

자로 하여  발 사업자가 발주하는 신재생에 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② 시민의 편의증진과 지원

－시민이 즐겨찾는 장소에는 태양 설비 유치와 연계하여 련 구조물을 지

원함으로써 부지 부료 경감과 시민편의 증진

－태양 발 설비의 약 10%인 148억원의 비용 소요

－지속 인 조사사업을 통해 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의무할당제 상설비 

유치를 해 노력

③ 부서 간 협력

－맑은환경본부를 심으로 련부서가 유기 인 력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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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신재생에너지별 시설 설치 지원·협조 기관 

④ ‘서울시신재생에너지협의회’ 구성

－서울시는 ‘서울시신재생에 지 의회’를 구성하여 서울시 - 민간부문 - 

신재생에 지발 사업자 - 발 사업자가 상호 유기 으로 력할 수 있

도록 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민간부문과 신재생에 지사업자, 신재

생에 지사업자와 에 지 리공단  발 사업자를 연결하는 소통의 창

구역할을 하여야 함.

<그림 11>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치를 위한 부문 간 협력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