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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 ‘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로 친환경·분산형 에너지 체제로 도약 필요

탄소중립에 도시 선도적 역할 커져 서울시 에너지정책, 새 비전·목표 필요

세계 인구의 절반, 에너지 소비의 65%, 온실가스 배출량의 75%를 차지하는 도시가 

기후변화 문제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크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적으

로 시작된 1990년대부터 도시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하였다. 최근 1.5℃ 지구 온도 상승 억제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온실가스 절감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도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

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세계 많은 도시 역시 이를 위한 과감한 목표와 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전·화석연료 기반의 공급중심 에너지 시스템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

고 이후 탈석탄·탈원전으로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새로운 국

면을 맞이하였다. 서울시는 원전 한 기의 연간 에너지 생산량에 해당하는 200만 TOE

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하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제도개선

과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시민참여 거버넌스를 통하여 지역 에너지전환 모델을 선도하

였다. 2017년에는 ‘태양의 도시, 서울’을 발표, 2022년 1GW 태양광 설치를 목표로 

하는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에너지 절약과 생

산,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지만, 에너지 분권, 자치구

의 역할 등 미흡한 점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 9년간의 서울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향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나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

술·시장·정책에 대응하여 서울의 지역에너지전환의 비전과 목표를 새롭게 제안하고

자 한다.

요약



ii

요
약

해외도시, 그린뉴딜·환경전략 등 과감한 정책 펼쳐 에너지 전환의 주도적 역할

뉴욕시는 지역의 그린뉴딜 실행을 위해 「기후동원법(Climate Mobilization Act)」을 

제정하여 건물에너지효율화, 옥상녹화·태양광 설치 그린루프 계획, 석유 및 가스 발

전소 폐쇄 계획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연면적 약 2,300m2 이상 건물에 대해 2030

년까지 40%, 2050년까지 80%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것을 의무화한 건물에너지

효율화 법안이 핵심이다. LA는 2045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2045년 재생에

너지 100%, 2050년 건물에너지사용량 44% 저감, 무공해차량(ZEV) 100% 보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그린뉴딜 계획(2019)」을 수립하였다. 특히, LA는 환경정의와 녹색일

자리 등 사회적 형평성을 계획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런던 역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런던환경전략(2018)」을 수립하였는데,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대기질, 

소음관리 등 종합적인 환경 의제를 다루고 있다. 도쿄는 에너지 사용이 많은 대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건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cap-and-trade)를 시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7% 감축하였으며 2030년 온실가스 30% 감

축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사례 도시 주요 내용

뉴욕
그린뉴딜

Ÿ 2019년 4월 법적 규제인 Climate Mobilization Act 수립

- 뉴욕시 연면적 약 2,300㎡ 이상 건물 에너지효율화 규제

- 옥상녹화, 태양광, 소형풍력 설치

LA
그린뉴딜

Ÿ 도시 환경 분야 전반에 걸친 에너지전환 계획(Green New Deal)

- 재생에너지 전력 구입 및 태양광 설치 공간 임대 제도 신설

- 금융지원, 환급 등 에너지효율화 제도 시행

런던
환경전략

Ÿ 저탄소 순환경제, 스마트 디지털 시티, 녹색 인프라 및 녹색 경제, 건강한 거리를 

전략으로 하는 런던환경전략(London Environment Strategy)

- RE:NEW(주택에너지효율화 프로그램), 분산에너지자원 프로젝트 등

도쿄
배출권거래제

Ÿ 에너지 사용량이 큰 대규모사업장 ‘건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 도쿄시내 상업건물로서 에너지 소비가 큰 1,200여 개의 시설 의무 참여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속 상향 중이며, 2017년 기준 온실가스 27% 감축

[표 1] 해외 도시의 에너지전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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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2~2020년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으로 총 687만TOE 에너지 절감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를 통해 지난 9년간(’12.4~’20.12) 총 687만 TOE의 에너

지를 생산 및 절감하였다.1)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12.4~’14.6)는 200만 TOE 감축

목표를 6개월 단축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단계(’14.7~’20.12) 사업에서는 

2020년까지 목표인 450만 TOE를 넘어서는 483만 TOE의 에너지를 절감하였다. 원

전하나줄이기 1단계에서는 에너지 효율화와 절약 부문이 전체 절감량의 87%를 차지

하고 있으며, 에코마일리지 및 건물 온도제한(777천 TOE), 에너지소비총량제(352천 

TOE)와 같은 효율화 및 절약 시책의 비중이 가장 컸다.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에서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건물에너지효율화(Building Retrofit Program, BRP) 등 에너

지효율화사업을 통해 전체 절감량의 73%인 352만 TOE를 감축하였으며, 에코마일리

지 제도, 폐기물 재활용 등 에너지 절약 부문에서 96만 TOE를 감축하였다.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12.4~’14.6)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14.7~’20.12)

주요 정책 
분야

세부 정책
에너지 절감량 

(천TOE)
세부 정책

에너지 절감량 
(천TOE)

에너지 
생산

발전
(태양광, 연료전지 등)

57 태양광 59

폐열(하수열, 소각열 
등), 지열, 회생전력 등

119 연료전지 128

신축건물 신재생에너지 83 미활용에너지 등 166

생산 분야 계 260 생산 분야 계 353

에너지 
효율화

대형건물 
에너지소비총량제

352 녹색건축 설계기준 2,097

BRP 192 BRP 등 건물효율개선 405

LED 201 공공·민간 LED 교체 890

수송분야 123
노후경유차,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
125

효율화 분야 계 869 효율화 분야 계 3,517

에너지 
절약

에코마일리지, 
건물온도제한 등

777 에코마일리지 649

공공분야 에너지 절약 55
폐기물 재활용 등 314

폐기물 재활용 분야 78

절약 분야 계 911 절약 분야 계 963

총 계 2,040 총계 4,833

자료: 서울시, 2014,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 서울시, 2020, 내부자료. 

[표 2] 원전하나줄이기 에너지 절감 성과

1) 총에너지 절감량 687만 TOE는 1차에너지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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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 녹색일자리 창출하고 에너지 복지 확대에도 이바지

시민들의 출자로 운영되는 햇빛발전협동조합은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의 대표적인 

녹색일자리 창출 방안 중 하나이다. 서울시는 공공부지 임대를 통한 태양광 부지 제

공,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및 설치비 지원 등으로 협동조합의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

였다. 또한, 2013년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를 개정하여 공공부지 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 및 대부 요율을 사용면적 기준이 아닌 설치용량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태양광 사업 지원으로 

2020년 기준 서울시 햇빛발전협동조합은 16개가 설립되었으며, 총 45개소, 2.4MW

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녹색 에너지 산업 분야 청년창업 지원, 녹색

창업펀드 조성, 서울형 녹색 클러스터 운용, 녹색산업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녹색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였다. 

서울시는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복지기금 마련 및 사업 

실행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서울시는 2010년 「에너지 조례」를 개정하여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보편적인 에너지 공급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2019년에는 에너지 복지 

개념을 추가하여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시민

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복지기금 조성, 에너지 복지사 양성, 에너지 빈곤 실태

의 주기적 조사 등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재정·조직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동시에,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BRP사업, 취약계층 미니태

양광 및 LED 설치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 에너지 시민성 고취하고 중앙·다른 지방정부로 확산

원전하나줄이기 정책과 실행은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진행되어, 시민의 의견수렴

과 참여를 위한 다양한 통로를 제공하였다.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에서는 에너지 자

립, 에너지 나눔, 에너지 참여를 핵심 가치로 내세워 시민참여를 더욱 강조하였다. 시

민참여는 의사결정과정의 참여와 실제 서울시 에너지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런 실천에 참여한 시민들은 단순한 에너지 소비자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가는 ‘에너지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학습하게 되었다.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사업 사례로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을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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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에너지자립마을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주민들

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에너

지자립도를 높이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시민들은 에너지자라립마을 사업에 참여함

으로써 에너지 시민성의 씨앗을 키우고,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해 학습하고, 그 과정

에서 자신의 생활 태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시민참여 의사결정 구조에는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와 실행위원회가 있다. 서울

시는 위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원전하나줄이기의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사

업을 기획하며 이행 결과를 점검하였다. 위원들은 원전하나줄이기의 의미와 필요성을 

시민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교육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에너지 시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소셜픽션포럼, 서울

에너지포럼, 시민워크숍 등을 통해 서울시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알리고 시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다.

서울에너지공사와 같은 정책 실행기관, 시민참여 거버넌스, 에너지자립마을, 미니태

양광 지원 사업 등과 같은 다양한 서울시 정책이 중앙정부 혹은 다른 지방정부로 확

산되었다. 특히, 해외 도시에서도 서울의 에너지 정책을 도시 에너지전환 사례로 벤치

마킹하기도 하였다.

서울시, 정책 성과 가속화·내실화하려면 기존 사업 내용·추진체계 보완 필요

① 기존건물 에너지효율개선 강화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초기부터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사업을 위해 융자금을 지

원하고 있지만, 기존건물 BRP 사업의 복잡한 장애요인을 해결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초기투자 비용 지원제도가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BRP 융자금의 

이율을 제로금리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에너지 효율 개선 성과에 따라 융자금의 일부

를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건물 에너지성능인증제도 강화와 

건물온실가스총량제와 같은 적극적인 규제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공공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물 사업을 우선 시행하여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는 동시에 민간 

BRP 시장 확대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임대주택이나 사회복지시설 BRP 사업

을 확대하여 취약자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향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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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생에너지 확대 

유휴공간이 많지 않은 도시공간에서 건물을 이용한 태양광 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

으며, 공공건물을 이용한 태양광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베란다

형 미니태양광에 대한 지원금은 낮추는 대신 세제 혜택 등과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

를 제공하여 kW급 규모의 건물형 태양광 보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

규건물은 뉴욕이나 프랑스처럼 태양광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건물 태양광 설치 디

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소규모전력중개시장과 같은 에

너지 신사업을 통해 분산형에너지자원의 활용을 높일 필요가 있다.

③ 녹색일자리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시장을 확대하고 시민참여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향후 일자리 창출에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아울러 이러한 녹색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할 수 있는 기술개발, 교육, 창업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맞춤형 방식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녹색일자리 및 녹색산업에 대한 명확한 분류와 체계적인 모니터링, 협동

조합, 가상발전소 등 분산에너지 시장을 활용한 녹색일자리 창출 전략, 창업지원 및 

인력 양성프로그램과 녹색기업 창업과 고용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④ 에너지 나눔과 복지

서울시의 다양한 에너지 복지 사업 중 저소득층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들 주택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하여 종합적인 에너지효율화사

업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노후주택의 창호나 단열 개선을 의무화하는 최저에너지효

율제를 도입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정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금을 통해 

사업이 진행된 경우, 일정 기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로 운영되는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설립 후 매년 

모금액이 목표액을 상회하여 적극적인 에너지 복지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향후 복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단기적 냉난

방 구호용품보다는 태양광, LED, 주택 BRP 등 지속성 있는 에너지전환 사업 확대가 

요구된다. 개인 후원 활성화와 공공예산 지원 등을 통한 기금 확대가 필요하며, 서울

시 개별부서의 에너지 복지 사업과의 역할 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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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서울시 추진체계 및 관리의 효율성 강화 

향후 기후정책이 시의 모든 정책 부문에 주류화(mainstreaming)될 필요가 있어, 총

괄부서로서의 기후환경본부의 위상을 상향하여 건물, 교통 등 시의 핵심적인 에너지 

인프라 전환에 총괄적 관리 기능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다

양한 사업을 중점 과제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에 따른 예산과 정책 수단을 우선하여 

확대·강화해야 한다. 

서울시 기후·에너지 사업의 감축 성과 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BRP와 같이 복합적 기술 요소가 포함된 사업, 에코마일리지와 같은 

행동 변화에 의한 절약 사업 등의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와 

합리적 산정 방법론을 개발해야 하며, 기본적인 정책목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의 문제점과 변화된 환경 등을 고려하여 목표와 전략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

가 있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과 자체 예산투입 중심의 사업에서 지역과 시민의 참여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더불어 개방적인 전력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⑥ 서울에너지 공사의 역할 강화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실행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는 집단에너지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요자원과 스마트 건물 등 에너지효율 사업, 에너지 복지사업 등 다양한 친환

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문화의 경직성, 재생에너지 사업 실적의 저조, 

집단에너지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인적 자원 및 전문성 부족, 서울시와 업무 분담 협업 

미흡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 수동적인 조직문화와 조직 

내외부의 복잡한 행정 및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서울시의 

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되(예: 에너지혁신지구), 장기적으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자기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⑦ 시민참여 거버넌스 강화 

서울시 시민참여 에너지 거버넌스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초기에 안착시키고 지속

적인 성과를 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정책실행이 어느 정도 안착

하고 탄소중립과 같은 적극적인 기후정책이 제기되면서 시민참여 방식 및 거버넌스 

구조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자치구의 역할을 강화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

고 시민참여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기후·환경 분야의 다양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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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복성을 개선하여 조직 간 통합이나 기능조정을 꾀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참여 

거버넌스가 단순한 자문기구에 머물지 않고, 주요 에너지 계획의 심의와 이행현황의 

체계적 점검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기술·시장, 분산에너지자원 중심 급변 … 탄소중립정책 국내외 적극 추진

지난 20년간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에 따른 국내외 재생에너

지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분산에너지자원의 전력계통 연계가 확대되

면서 분산전원중개사업, P2P(Peer to Peer) 전력거래, 재생에너지 PPA(Power 

Purchase Agreement) 등 다양한 시장모델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력시장

이 보다 개방적·분산적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그린뉴딜 정책

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와 도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

에서도 정부와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방정부에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 진행 중이다.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 실질적 에너지 분권 구축 등 5대 전략으로 추진해야

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 전환

서울시는 서울의 약속(2015)을 통해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적이 있으며 2020년에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그동안 서

울시 에너지 정책은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중요한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에너지 정책은 계획의 마련과 실행 그

리고 평가의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는 정책 초기에 원전 

위험과 도시의 에너지 의존성 문제를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에너지의 생산과 절약, 

특히 전력의 생산과 소비에 중점을 두면서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목표는 기후변화 목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2050 탄소배출 중립’을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비전으로 설정·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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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질적 에너지 분권 구축 

최근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그린뉴딜 정책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방정부와 지역공동

체가 에너지전환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 제도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편이

다. 건물에너지소비증명제 강화와 같은 제도개선과 독점적 판매자 지위를 갖는 한전

의 역할 변화 등 시장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지역에서 더욱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

책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에너지 관련 정책들이 중앙정부의 권한이어서 지자체

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많지 않다. 지방정부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물, 교통 인프라 부문의 탄소중립 정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 주도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 재정자립 향상

이 필수적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재정분권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

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재정투입은 그린

뉴딜 사업의 핵심이지만 중앙부서의 사업을 지역에서 수행하는 방식은 지역의 역량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으며 형식적인 사업에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 중

앙정부 그린뉴딜 지역 보조금을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포괄적 지원방식으로 제공하여 

지역주도 그린뉴딜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③ 혁신적·분산형 에너지 시장 확대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전력계통과 시장 운영에 대한 지방 

정부의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분산

에너지자원의 경제성은 더욱 향상되겠지만 적극적인 배전계통운영관리가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는다면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울시의 탄소중립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전계통의 안정적인 운영

은 물론 에너지 시장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에

게 에너지 공급의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진다면 녹색 열·전기 요금제, 계시별 요금제, 

P2P 거래 등 혁신적인 시장제도를 이용하여 지방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목표를 달성

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④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강화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의 가장 커다란 성과 중 하나는 시민의 주도적인 역할, 그리고 

이를 통한 에너지 시민성의 고양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서울시의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더욱 적극적인 시민참여 거버넌스 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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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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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우선 자치구와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이 강화될 필

요가 있다. 건물, 교통, 에너지 등 많은 도시 인프라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서울시가 

개별 사업을 직접 실행하기보다는 자치구와 마을이 지역의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다양한 시민참여 공간도 함께 요구된다. 앞으

로의 시민참여는, 시민이 주어진 서울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준이 아니라, 에너지 

프로슈머, 중개거래사업, 마을 재활용 기업, 에너지 컨설팅, 그린리모델링 건축 등 혁

신적 형태의 녹색 기업가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지

원, 시장 개선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간 역할 조정을 통해 서울시 탄소중립·그린뉴딜 정책을 

더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시민참여 의사결정 

기구가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문이 아니라 정책의 기획과 평

가, 그리고 실행과정에서 참여자의 실질적인 역할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⑤ 정의로운 전환  

형평성 문제는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사회적 형평성 관점에서 과도한 에너지와 자원 소비에 따른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ies)에 대해 그에 상응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하지만 과도한 소비의 문제를 규제하다 보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

담이 상대적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 세금과 규제의 역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에

너지·환경 복지 정책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린뉴딜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정의로운 전환’인데, 전환 과정에서 기존 화석연

료 기반의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혹은 지역주민들의 고용 불안정성과 소득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전기자동차 확대나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 보급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 

연관산업 혹은 전력 검침 등의 일자리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서울시 

탄소중립·그린뉴딜 정책 실행과정에서 이러한 좌초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창업지원을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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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에는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핵심적

인 역할을 하였다. 대규모 화석연료 발전소와 원전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이 단기간 

내에 구축되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악화, 원자력 시설과 고압 송전선로의 위험을 둘러

싼 사회적 갈등이 그 예이다. 시민사회와 학계를 중심으로 수요관리 강화와 재생에너

지 확대 중심으로 정부 에너지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정부의 공급중

심 에너지 정책은 최근까지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원전·화석연료 기반의 공급중심 에너지 시스템은 2012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맞게 된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밀양 송전탑 주민 반대를 겪으면

서 기존 에너지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2012년 2월, 서울시를 비롯한 40여 개 지방자치단체장은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요구

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후,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2012)’ 정책을 시작으로 

‘경기도 에너지 비전(2015)’과 ‘충남 에너지 비전 2050(2018)’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탈석탄·탈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서울시는 원전 한 기에 해당하는 200만 TOE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하는 ‘원

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시민참여 

거버넌스를 통하여 지역 에너지전환 모델을 선도하였다, 이후 ‘서울의 약속(2015)’, 

‘태양의 도시(2017)’ 등 에너지 수요 절감,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복지와 나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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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도시 에너지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에너지 효율, 생산, 그리고 시민참여 등의 분야에

서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9년간(‘12.4~‘20.12) 약 687만 TOE의 에너지

를 생산 및 절감하였고2), 2020년 말 기준 태양광 누적 총용량은 약 305MW에 달했

다. 미니태양광 지원,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FIT), 건축물에너지

효율화사업(Building Retrofit Program, 이하 BRP) 융자, 태양광 임대료 조례 마련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자립마을,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현, 서울시 에

너지정책위원회) 등 다양한 시민참여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2016년 서

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여 서울시 에너지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행

조직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서울시의 에너지전환 노력은 중앙정부 정책을 

견인하고 타 지자체로의 확산을 낳았을 뿐 아니라 환경 도시로서 서울시의 국제적 위

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서울시의 의미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책 목표 달성(노동석, 2018; 

장재연, 2017), 에너지 분권화, 기초지자체의 역할(김소영, 2018; 김현우, 2017), 사

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구조적 대응(한재각, 2016) 측면에서 미흡한 점들이 제기되기

도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9년여의 서울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를 수행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후

환경, 기술, 시장, 제도에 대응하여 지역에너지전환의 비전과 목표를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서울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평가는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핵심 목표인 에너지 

절감, 에너지 나눔과 참여, 그리고 녹색 산업 및 일자리 효과에 대한 정책성과와 이를 

위한 추진체계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두 번째 연구 목적은 서울시 ‘포스트 원전하나

줄이기’를 위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존 서울시 에너지 정

책의 성과 평가와 국내외 기술·시장·정책 변화를 토대로 실질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한 

보다 구조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자세한 에너지 절감 성과는 3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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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의 구성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서울시 에너지 정책 현황 및 경과 검토, 지역에너지 관련 

사례분석,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 종합 평가, 에너지 시장·기술·정책 변화, 정책 개

선 방안제안 및 포스트 원전하나줄이기로 구분된다([그림 1-1] 참조). 첫째, 에너지 

정책 현황에서는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도시의 역할에 대해 조명하고, 서울시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배경과 진행 경과를 검토하였다. 둘째, 지역에너지 관련 사례 분석은 해

외 주요 도시의 에너지전환 동향을 검토하였으며, 뉴욕, LA, 런던, 도쿄 등 주요 도시

에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정책 사례를 조사하였다. 셋째,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 

종합 평가는 정책 성과 평가, 정책 추진체계 평가, 부수효과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 성과 평가는 에너지 효율·생산 성과, 녹색산업, 에너지 나눔으로 구분하여 평가

하였으며, 정책 추진체계 평가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

성과 효율성, 시민참여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정책 성과 평가와 추진 

체계 평가를 바탕으로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도

출하였다. 부수효과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에너지 시민성의 확대와 여론, 학술, 

국내·외 벤치마킹, 국제적 인정 효과 등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의 확산 효과를 검토

하였다. 넷째, 최근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주요 동향을 검토하기 위해 에너지 시장·기

술·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자원, 스마트 기술 등 최근 에너

지 기술 동향을 조사하였으며, 소비자 중심으로의 에너지 시장 변화를 검토하였다. 

또한, 정부의 최근 국내외 탄소중립·그린뉴딜 정책 동향을 조사하여 향후 에너지전환 

정책 방향성 제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정책 개선 방안 제안과 포스트 

‘원전하나줄이기’ 방향 모색에서는 앞서 검토한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 종합 평가 

결과와 에너지 기술·시장·정책 변화를 바탕으로 향후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의 방향

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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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내용 및 흐름도

2) 연구방법 및 자료원

(1) 연구방법의 구성

그동안 서울시 에너지 정책, 특히 ‘원전하나줄이기’ 전반 혹은 개별 정책에 대한 다양

한 평가 연구가 수행되었다.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전반적인 평가를 수행한 연구로는 

안정배와 이태동(2016), Kim(2016), 이주헌(2017), 김민재 외(2018) 등이다. 안정

배와 이태동(2016)은 사회기술시스템론에서 발전된 시스템 전환이론을 통해 서울시 

에너지 정책을 다수준관점(multi-level perspective, MLP), 성찰적 거버넌스, 그리

고 회복력의 지향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다수준관점 이론은 에너지전환을 경관

(landscape), 체제(regime), 니치(niche)의 상호작용을 통해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써, 니치 차원에서 일어나는 도시의 에너지 실험이 기존 에너지 체제와 경관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전환관리(transition management)’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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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2016)은 다층거버넌스관점(multilevel governance perspective, MLP) 이론

을 확장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간의 다층거버넌스 외에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지역의 이해당사자의 역할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다층거

버넌스관점을 통해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을 분석하였다. 이주헌(2017)은 거버넌스

의 역량(governance capacity)을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 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민재 외(2018)는 지속가능성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을 평가하였는데, 생태적 지속가능성 및 사회정의를 위한 변화, 레짐과 경관의 

변화, 전환 거버넌스의 형성 여부, 그리고 전환 정치의 창출 여부의 구체적인 평가틀

로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분석하였다.

서울시 개별 정책에 대한 평가 역시 다양하게 진행되었는데, 주로 에너지자립마을(이

유진, 2014; 박종문, 윤순진, 2016; 조미성, 윤순진, 2016), 미니 태양광 사업(백종

학, 윤순진, 2015; 최승국, 최근희, 2016),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윤순진, 심혜영, 

2015)과 같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개별 연구 역시 

에너지전환의 중요한 요소인 에너지 시민성과 시민참여 거버넌스, 그리고 에너지전환

이론의 측면에서 서울시의 개별 에너지 정책과 사업의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에너지 

시민성이란, 과도한 에너지 사용이 야기하는 환경·사회적 영향을 인지하고, 이에 대

한 책임 있는 실천을 할 수 있는 품성을 의미한다.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과 에너지 

시민성의 연관성은 3장의 에너지 시민성의 확대 편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자세하

게 다루고 있다.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는 에너지전환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에너지 효

율 개선, 에너지원의 전환, 참여적 거버넌스의 확대, 에너지 복지 강화 등 에너지전환

의 중요한 요소들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전환’이라는 이론적 

틀을 통해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분석·평가하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학

술적 연구는 다차원적인 에너지전환의 개념을 서울시에 적용함으로써 자칫 실행과정

에서 간과될 수 있는 정책 실패를 밝혀내고, 향후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제

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선행연구는 서울시 정책과 실행

체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장애 요인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못

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서울시가 설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측

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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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평가모형이 존재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정부 

정책의 실제적인 결과에 초점을 두는 효과성 모형을 채택하여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

책을 평가한다. 효과성 평가 방법에도 목표 달성 평가, 부수효과평가, 목표 배제평가, 

포괄적 평가, 경제성 평가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이 존재한다. 목표 달성 평가(goal 

achievement evaluation)는 가장 고전적인 평가방식으로서 ‘의도한 목표대로 결과

가 나타났는가’ 그리고 ‘프로그램이 이러한 결과들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를 알

아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바둥, 1995).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는 에너지 절감, 에너지 복지, 그리고 녹색 산업과 일자리 창출

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목표에는 에너지 효율 및 절약을 통한 에너지 절

감량과 같이 계량화된 목표와 제도개선과 운영 지원 등 정성적인 평가를 요구하는 항

목도 있다. 서울시는 이들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수단으로써 다양한 제도(융자, 지원, 

기준), 실행체계, 그리고 시민참여 거버넌스 등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세 

가지 주요 목표의 성과와 이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효과성에 대해 

전문가 설문조사와 기존 사업별 평가자료를 토대로 평가를 수행한다. 나아가, 서울시

의 정책이 타 지자체와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산되는 부수효과를 정성적·정량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1-2] 평가 대상 및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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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원

① 서울시 에너지 현황 관련 자료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2019 에너지 백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서울시 열린 테이터광

장의 통계자료 등 서울시의 공식적인 보고서와 데이터 정보를 사용하였다. 또한 서울

시 원전하나줄이기 부서별 사업성과와 관련 보고서를 활용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인 

사업 성과와 장애요인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② 국가 에너지 통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매년 발행하는 지역에너지통계연보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

행하는 에너지통계핸드북 등을 통해 국가·지역 단위의 에너지 현황을 파악하였다. 하

지만 국가에너지통계는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서울

시의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설치현황과 에너지 효율 실적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통

계 자료를 통해 보완하였다.

③ 외부 원고 

에너지 자립마을과 서울시 시민참여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외부 자문위원의 원고를 바

탕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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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도시의 에너지전환 정책

1_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전환

지난 20여 년간 학계, 정부, 시민·환경 운동 영역 등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1980년대부터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문제가 국제

적인 환경 의제가 되면서 에너지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다루어졌지만 ‘에너지

전환’이 하나의 담론으로서 학술적·정책적으로 폭넓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에너지전환’ 담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게 된 

계기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일 것이다. 

에너지전환의 요체는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근간으로 하는 소위 ‘경성에너지 시스템’

으로부터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을 중심으로 하는 ‘연성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

환을 의미한다. 하지만 ‘에너지전환’이 단순히 에너지원의 변화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김종달(1998)과 같은 학자는 에너지전환이 갖는 정치경제학적 함의에 대해 연구하였

고, 최근에는 에너지 민주성(energy democracy) 혹은 에너지 시민성(energy 

citizenship)과 같이 에너지를 둘러싼 경제·사회적 관계의 재편에 대한 다양한 이론

적 논의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전환의 논의 가운데 지역의 중요성과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이는 

기존 중앙집중식 에너지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기술·

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소비지와 가까운 지역에서 비교적 소

규모의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자원의 기술적 진보가 크게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최근 많은 지역에서는 기존 화석연료와 원전보다 재생에너지

의 경제성이 나아지는, 소위 그리드 패러티(grid parity)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지역 에너지의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 중 하나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이다. 대규

모 화석 및 원전 발전시설로 인한 환경위험과 피해는 발전소 인근 주민이 부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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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와 멀리 떨어진 대도시와 같은 수요지는 경제적 편익만 누릴 뿐 상대적으로 위

험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환경부정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 경우가 많아 

지역 에너지의 필요성이 더욱 크게 제기되었다. 

사실 화석연료와 원자력으로부터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

이 되었다. 지난 20여 년의 적극적인 정부 정책에 의해 재생에너지 기술과 경제성이 

개선됨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 재생에너지는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주류 에너지원으

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9개 이상의 나라에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 소비의 2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REN 21, 2019a). World Energy 

Outlook(2018)의 세계에너지전망에 따르면, 약 40%인 석탄발전의 비중은 2040년

에 25%로 줄어드는 반면에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40%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특히 도시는 이러한 세계적인 ‘에너지전환’의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 도시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REN21, 2019a). 이렇듯 경제활동과 에너지 소비의 중심지인 도시

가 에너지전환에서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도시에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해결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REN21(2019a)

에 따르면 230개 이상의 도시가 최소 한 부문(예, 전력부문)에서 재생에너지 100% 

목표를 선언하였다고 한다. 이미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70% 이상인 도시도 전 세계

에 최소 100개 이상으로 조사된다(REN21, 2019b). 

2_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 배경과 진행 경과

1)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추진 배경

서울시의 본격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의 수립과 실행은 2012년 4월 26일3), 서울시 ‘원

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이 그 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서울시

의 녹색에너지 정책이 없던 것은 아니었다. 지난 2007년 서울시는 ‘C40 기후리더쉽 

그룹 정상회의’를 유치하면서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을 발표하여 적극적인 온실가

3)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26주기인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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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다.4) 또한, 2008년에는 정부의 녹색성장 추진에 따라 ‘서울

시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90년보다 

40%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서울시의 도전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 이행은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의 추진 배경에는 기후변화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외적 

충격 요인과 밀양 송전탑 문제, 2011년 대정전과 같은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 문제와 

에너지 안정성 문제가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2011년 시민사회 출신의 

박원순 시장이 새롭게 들어서면서 환경 의제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었던 점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최승국, 2020).

2)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의 진행 경과

서울시 에너지전환정책으로 대표되는 ‘원전하나줄이기(2012)’ 정책은 기존 전문가 중

심의 하향식 계획과는 달리 계획수립 과정에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

영되는 참여형 계획수립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계획이 선언으로 머물지 않

고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정책 출발 단계에서 서울시는 

시민사회, 종교, 기업, 교육, 문화, 여성계 등 분야별 대표로 구성된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와 전문가 및 시민활동가로 이루어진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시민위원

회와 실행위원회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시행계획을 논의하고 이후 원전하나줄이

기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참여, 교육, 제도, 정책 및 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약 15회의 자문위원회 그리고 시민단체, 관련기관, 자치구, 일

반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시민토론회를 거치면서 다양한 부문별 의견을 반영하

는 절차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원전하나줄이기 총괄팀과 에너지시민협력과를 신설하

여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체계도 갖추었다(서울시, 2019). 

4)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기준으로 2010년까지 20%, 2020년까지 25%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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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2012) 비전도 

이러한 시민참여형 에너지 계획으로 마련된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2012)는 2014년

까지 수요절감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원전 1기 생산량에 해당하는 2백만 TOE

의 에너지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다. 세부사업 목표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건물부문

에너지효율화, 친환경고효율 수송 시스템 구축, 에너지 산업 및 일자리 창출,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공간 구조로 개편, 그리고 에너지 소비 실천 등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서울시는 이러한 원전하나줄이기 목표를 계획보다 6개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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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긴 2014년 상반기에 달성하였다.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목표 달성 후, 2014년 8월 원전하나줄이기의 2단계 계획

인,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 역시 기획 단계에서 사업

의 주요 방향과 정책에 대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준비하였다. 6개월 동안 

48명의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소셜픽션(’14.3), 청책토론회

(’14.6), 그리고 국제에너지자문단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각계각층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서울시, 2019). 이 계획에서는 ‘에너지 자립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2020년까지 전력자립률을 20%, 총에너지 생산 절감 400만 TOE, 

그리고 온실가스 1천만톤 CO2eq 감축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였다. 특히, ‘에너지살림

도시’에서는 양적 위주의 목표관리보다는 에너지자립을 통한 에너지 책임 도시, 에너

지 생산 소비의 공평 분배와 빈곤층 에너지 복지를 통한 상생, 그리고 에너지 혁신을 

통한 좋은 일자리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에 더욱 중점을 둔 목표를 설정하였다. 

비전
“시민이 에너지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서울』

지향

가치
에너지 자립 + 에너지 나눔 + 에너지 참여

정책

목표

 
에너지 분산형

생산도시

 

효율적 저소비

사회구조


혁신으로 좋은

에너지 일자리

 
따뜻한 에너지 

나눔공동체

핵심

지표

총 에너지 생산·절감 

400만 TOE

2020년까지 

전력자립률 20%

온실가스 감축 

1천만톤 CO2eq

추진

전략

 ❍ 천 만 서울시민이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되어 자립 선도

 ❍ 에너지 생산과 효율화가 일상화 되어 시민 삶속에 체화

 ❍ 에너지 산업 육성 통해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 에너지 참여자가 수익도 얻고 기부도 하는 선순환 구조 실현 

제도화 + 시민
거버넌스 ⇨ 사회구조 

변화와 혁신

[그림 2-2] 에너지 살림, 서울 비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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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도시의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7년 ‘태

양의 도시, 서울’을 발표하여, 2022년까지 1GW의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도전적인 목

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 태양광 사업 확대, 모든 이용 가능한 공공부지 

태양광 설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과 환경영향평가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강화, 태

양광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제도 및 조직체계 개선을 제시하였다.

3_해외 지속가능에너지 도시 정책 사례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도시는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 

발생원이 되었다. 도시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65%, 온실가스 배출량의 75%를 차

지하고 있으며(REN21, 2019a), 우리나라 역시 8개 광역시의 에너지 소비량이 

31.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에너지 소비가 도시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UN(2019)에 따르면 전 세계 도시 

인구 비중은 2018년 55%에서 2050년 6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절감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도시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최근 

많은 도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사회경제적 편익 및 형평성, 거버넌

스 등의 목표를 담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과감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 간 협의체인 도시 기후 리더십 그룹(Cities Climate 

leadership group, C40)에 속한 여러 도시들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교통, 녹색일자리, 자원순환, 보건, 식량, 그린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탈탄소화, 건물에

너지효율 최적화, 차세대 모빌리티 시스템 도입, 폐기물 관리 개선의 내용을 중점적으

로 다루고 있다. 도시별 구체적인 기후·에너지 정책 목표와 실행 수단에 대해서 자세

히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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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포틀랜드

Ÿ Climate Action Plan(2015)

- (분야) 에너지, 교통, 폐기물 관리, 농업·식량, 보건, 도시숲 등

- (목표) 2050년 온실가스 80% 감축

LA

Ÿ Green New Deal: Sustainable City pLAn(2019)

- (분야) 환경정의, 수자원, 건물·주택, 무공해자동차, 폐기물 관리, 도시회복력, 에너지, 

교통·수송, 대기질, 녹색일자리 등

- (목표) 2045년 재생에너지 100% 전환

뉴욕

Ÿ 2020 Climate Action Plan(2017)

- (분야) 에너지, 교통·수송, 폐기물 관리

- (목표) 2050년 온실가스 80% 감축을 위한 단기계획 가속화

워싱턴

Ÿ Clean Energy DC(2018)

- (분야) 거버넌스, 평등, 건물 환경 관리, 경제, 수송, 에너지, 식량, 보건 등

- (목표) 2032년 온실가스 50% 감축

오슬로

Ÿ Climate Energy Strategy for Oslo(2016)

- (분야) 에너지, 교통수송, 거버넌스

- (목표) 2020년 온실가스 50% 감축

스톡홀름

Ÿ Strategy for a fossil-fuel free Stockholm by 2040(2016)

- (분야) 에너지, 교통·수송, 자원순환

- (목표) 2040년 ‘화석연료 없는(Fossil Fuel Free) 도시’ 달성

코펜하겐

Ÿ CPH 2025 Climate Plan(2016)

- (분야) 에너지, 수송

- (목표) 2025년 탄소중립도시

런던

Ÿ Zero carbon London: A 1.5℃ compatible plan(2018)

- (분야) 에너지, 교통·수송, 스마트디지털

- (목표) 2050년 탄소중립도시

파리

Ÿ Paris Climate Action Plan(2018)

- (분야) 교통·수송, 에너지, 폐기물 관리, 식량, 수자원 등

- (목표) 2050년 재생에너지 100% 전환

바르셀로나

Ÿ Climate Plan 2018-2030(2018)

- (분야) 에너지, 보건, 폐기물 관리, 식량, 자원순환 등

- (목표) 2030년 온실가스 45% 감축

멜버른

Ÿ Climate Change Mitigation Strategy to 2050(2018)

- (분야) 에너지, 교통·수송, 폐기물 관리

- (목표) 2050년 탄소중립도시

자료: 각 도시 보고서 참조

[표 2-1] C40 회원국의 탄소중립보고서 현황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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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욕시

최근 미국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직업 창출을 통해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복리를 개선

하기 위한 그린뉴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9년 2월에는 

Alexandria Ocasio-Cortez 민주당 의원이 중심이 되어 연방정부의 그린뉴딜 실행

을 촉구하는 하원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에는 1) 건물 기후변화 적응; 2) 온

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맑은 물 제공, 기후변화 위험 감소를 통한 기반시설 개선; 3) 

100% 재생에너지와 zero-emission 에너지원 이용 발전; 4) 효율적, 분산적 그리고 

지능형 전력망 구축; 5) 기존 및 신규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등과 같은 목표를 담고 

있다. 

미국 일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자체적인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하여 기후변화와 사회 

불평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뉴욕시를 들 수 있는데, 

2019년 4월 기후동원법(Climate Mobilization Act)을 수립하여 시 차원의 그린뉴

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 법안은 건물 옥상녹화, 태양광 및 소형풍력 설치와 같은 

그린루프(Green Roof) 계획, 뉴욕시의 석유 및 가스 발전소 폐쇄 계획, 건물에너지

효율화, 재정지원 등 8개 법과 2개의 결의안을 담고 있다. 뉴욕시는 이 법안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030년 40%, 2050년 80% 감축할 계획이다. 

법안 내용 주요내용

그린루프 설치 
의무화

(Local Law 92, 
94)

- Sustainable Roofing zone(태양광시스템, 그린루프시스템 또는 둘의 
조합)을 뉴욕시 빌딩코드에 신규 추가 및 설치 의무화

Ÿ Sustainable Roofing zone을 빌딩코드에 신규 추가 및 신축, 개조 시 
설치 의무화

Ÿ 일정 규모 이상 최소 4kW의 태양광전력생산설비의 설치가 가능한 
경우 태양광전력생산설비 설치 의무화 

Ÿ 뉴욕 주택보존개발부(HPD)는 신축건물 그린루프 의무화 적합성에 대해 
비용 수용성, 재정적 실행가능성 등 분석을 4년 내 실시하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5년 후 적용 요건 조정 예정

그린루프 정보 
게시

(Local Law 93)

- 뉴욕 대체에너지실(OAE)은 그린루프의 정의와 그린루프의 설치, 자원, 
재료에 대한 정보를 웹에 게시하고 보존해야 함

Ÿ 그린루프시스템 정의 구체화: 배수시스템, 가공토, 여과직물, 식생 등의 
조합과 경관시설물 또는 6인치 이하 초목으로 덮인 지붕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조정

(Local Law 95)

- 기존 에너지 효율등급 게시 대상(시 소유 건물 10,000ft2 이상, 일반 
25,000ft2 초과)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등급 상향 조정

Ÿ A등급: 기존 90~100점을 85~100점으로 조정
Ÿ B등급: 기존 50~89점을 70~84점으로 조정

[표 2-2] 뉴욕시 Climate Mobilization Act 10개 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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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 Climate Mobilization Act의 핵심 법안 중 하나인 「건물 온실가스 배출 

법안(Local Law 97, the building emission law)」에는 뉴욕시의 온실가스 감축 목

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실행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뉴욕시 

내 25,000ft2(약 2,300㎡) 이상 약 50,000개의 건물에 대해 2030년까지 40%, 2050

년까지 8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 건물은 전체 건물의 

2%에 해당하지만, 전체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시 차

법안 내용 주요내용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조정

(Local Law 95)

Ÿ C등급: 기존 20~49점을 55~69점으로 조정
Ÿ D등급: 기존 1~19점을 1~54점으로 조정
Ÿ 미제출시 F등급 부여, 면제 건물 N등급 부여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재정지원

(Local Law 96)

-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등 공사자금 장기·저
리 대출 프로그램 ‘Property Assessed Clean Energy(PACE)’ 마련

건물 온실가스 
배출 저감

(Local Law 97)

- 건물 배출 온실가스 2030년 40%, 2050년 80% 감축(‘05 대비)
Ÿ 연면적 약 2,3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온실가스 억제 조치 실시 

및 미이행에 따른 벌금 부과
Ÿ 에너지 사용 및 배출 모니터링과 건물 배출량 평가 입증 체계 확립
Ÿ 정부 차원의 연간 건물에너지사용량 평가 체계 확립

- 뉴욕시 공공건물 배출량은 2025년까지 40%, 2030년까지 50% 감축

풍력발전 지원
(Local Law 98)

- 대형풍력터빈 설치·제거·작동 등 관련 뉴욕시 건축법 개정
Ÿ NYC 건물부(DOB)는 재생가능에너지 중 풍력에너지 생성 의무화
Ÿ 적정입지 대형풍력터빈 설치에 대한 기준·기술 등 개발 및 지원

발전소 폐쇄 
연구 입법안

(Introduction 
No. 1318-A)

- 4년마다 장기 에너지플랜(Long-term Energy Plan) 수립
Ÿ 재생에너지 배터리 저장용 대형 전원시스템 활용을 위한 도시 내

가스화력발전소(5개 자치구 내 21개) 폐쇄에 대한 타당성 조사

그린루프 
세제감면 결의안

(Resolution 
No.66)

- 그린루프 설치 시 1ft2당 4.5~5.23$의 기존 세금 감면을 $15로 늘려 
건물 소유주로 하여금 녹색지붕 설치를 장려하는 결의안

천연가스관 
설치반대 결의안

(Resolution 
No.845)

- 뉴욕 환경보호부(DEC)가 뉴욕항을 통과하는 윌리엄스사 천연가스관을 
허가하는 수질검사증명서를 거부하는 결의안

자료: 이정찬, 2019,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및 시사점, 국토연구원;
https://www1.nyc.gov/
https://hvcnyc.com/green-roof-legislation-nyc/
https://be-exchange.org/insight/the-climate-mobilization-act-int-1253/
https://enpg.com/nycs-new-climate-mobilization-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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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다.5)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40%, 2030년까지 50% 감축이 목표이다. 온실가스 배출 한도는 건물 유형에 따라 

2024~2029년, 2030~2034년으로 구분하여 점진적으로 제한하며, 2050년 이후에

는 모든 빌딩이 0.0014tCO2/ft
2/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유형 2024~2029 2030~2034

Group A(집합시설) 0.01074 0.00420

Group B(상업) 0.00846 0.0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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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I-1(노인생활지원시설) 0.01138 0.00598

Group F(공장, 공업) 0.00574 0.00167

Group B(비지니스)의 외래의료시설, Group 
H(고위험시설), Group I-2, I-3(병원)

0.02381 0.01193

Group M(상업) 0.01181 0.00403

 Group R-1(호텔, 기숙사) 0.00987 0.00526

 Group R-2(거주, 다가구) 0.00675 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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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Local Law of the city of New York for the year 2019 No.97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표 2-3] 뉴욕 건물 유형별 탄소배출제한량(2019)
(단위: tCO2/ft

2)

뉴욕시는 건물 온실가스 감축 법안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 및 이행방안을 구체

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우선, ‘뉴욕 건물에너지효율화 추진단(NYC Retrofit 

Accelerator)’을 두어 건물에너지 효율화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행정적 자문을 제공

하고 있다. 이 추진단에서는 단열성능 개선, 물 사용 저감, 조명 개선, 재생에너지 설

치, 에너지 효율적인 냉방시스템 설치 등을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전문가 소개, 

인센티브 및 재정지원 안내, 교육, 전략 수립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건물 온실가스 배출 기준 이행준수를 위해 모니터링과 벌금 제도에 대한 상세한 규정

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연간 건물의 온실가스 

5) https://grist.org/article/new-york-citys-newly-passed-green-new-deal-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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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평가와 제출을 위한 온라인 포털을 구축하고, 매년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를 받도록 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연간 배출량을 초과할 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

고 있는데, 이 같은 뉴욕시의 건물에너지 효율 정책목표와 규제는 다른 지역이나 국가

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위반유형 패널티

리포트 미제출 건물 면적당(sf) $0.5, 매월부과

탄소배출량 초과 초과 1톤당 $268, 매년부과

허위제출 $500,000

자료: https://www.urbangreencouncil.org/content/nyc-building-emissions-law-frequently-asked-questions

[표 2-4] 탄소배출량 위반에 따른 패널티

또한, 뉴욕시의 「그린루프(Green Roof) 설치 의무화 법안(Local Law 92, 94)」도 주

목할만하다. 이는 건물의 신축 및 개조 시에 Sustainable Roofing Zone6)을 설치하

여야 하며, 일정 조건(경사 및 면적)의 건물 지붕에 최소 4kW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4kW 용량의 태양광 설비 설치가 어려운 경

우에는 그린루프(옥상녹화)를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뉴욕 시의회는 그린루프 설

치 장려를 위해 그린루프 설치 면적에 대한 부동산세 감면비율을 높이는 결의안을 채

택하였다. 뉴욕시는 2009년부터 그린루프를 설치할 경우 부동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었지만, 미국 EPA에 따르면 그린루프 설치비용은 $25/ft2인데 반해 세금 감면은 

2009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4.5/ft2(상한 10만$), 2014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는 $5.23/ft2(상한 20만$)로 세금 감면이 크지 않았다. 뉴욕시는 이러한 그린

루프 설치비용과 세금 감면의 차이가 설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

고, 실제 설치비용을 고려하여 $15/ft2로 세금 감면 비율을 높이는 결의안을 채택하

였다.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조정 법안(Local Law 95)」은 시 소유 건물 10,000ft2 이상, 

일반 25,000ft2 초과 건물에 대해 에너지효율 성능에 따라 A~D까지 네 개 등급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핵심은 기존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건

6) 태양광시스템, 그린루프시스템(옥상녹화) 또는 그 조합이 설치된 지붕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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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너지 효율등급은 각 건물의 실제 에너지 소비 측정값으로 평가되는 Energy Sta

r7) 점수에 의해 부여된다. 기존에는 50점만 넘어도 B등급이 부여되었으나, 70점 이

상이 넘어야 B등급이 부여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였고, D등급 점수 범위를 넓혀 

보다 엄격해진 기준을 제시하였다.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재정지원법(PACE, Local Law 96)」은 건물주에게 에너지 효

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시스템 설치 시 최대 100%의 자금을 최대 30년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 프로그램(Property Assessed Clean Energy, 이하 PACE)이다. 

PACE는 건물의 재산세를 통해 융자금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건물주로 하여금 초기비

용을 들이지 않고 에너지효율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이사 또는 매매 

시 시설의 실제 이용자가 계속 설치비용을 재산세를 통해 상환하게 함으로써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유인을 제공한다. PACE는 2019년 말 기준 미국의 34개 주에서 시

행 중이다.8)

2) LA

LA는 2045년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L.A.’s Green New Deal: Sustainable City pLAn(2019)’을 수립하였다. LA의 그

린뉴딜은 환경, 경제, 형평성에 중점을 두고 재생에너지, 건물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

에서부터 교통, 폐기물, 온실가스 등 환경 분야와 나아가 환경정의, 녹색일자리까지 

다양한 범위를 담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계획이다. 2015년 첫 보고서 수립과 함께 

매년 진행보고서 제출과 4년마다 갱신할 것을 공표한 이후, 첫 업데이트 버전으로 이

전 보고서보다 과감한 달성 목표를 수립하였다. LA 그린뉴딜의 에너지 주요 분야는 

건물, 재생에너지, 녹색일자리, 수송·교통부문이며, 2045년 온실가스 제로화 및 재생

에너지 100% 달성, 2050년 건물에너지사용량 44% 저감, 2050년 무공해자동차

(ZEV) 100% 보급, 2050년 녹색일자리 40만 개 창출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7) 뉴욕 벤치마킹법(Local Law 84)에 의해 10,000ft2 이상 공공건물, 25,000ft2 초과 건물의 소유주는 매년 건물 
에너지 사용량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EPA는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벤치마킹 도구를 이용해 유사한 
기후 조건의 유사 건물과 비교하여 1~100 범위의 Energy Star 점수를 부여하고 있음. 50점은 중앙값으로 건물의 
점수가 50점 미만인 경우 전국 유사 건물의 50%보다 실적이 좋지 않은 반면, 50점 이상이면 동종업체의 50% 
보다 우수한 실적임을 나타냄.

8) https://programs.dsireusa.org/system/program(검색일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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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목표 및 전망 주요전략 및 내용

재생에너지

Ÿ 2045년 재생에너지 비율 100%

Ÿ 2050년 태양광 발전 1,950MW, 

에너지 저장용량 4,000MW

Ÿ 2035년 수요반응자원(DR)  누적 

600MW

Ÿ 5년 내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와 

저장분야 10억 달러 투자

Ÿ FIT(Feen-In-Tariff)와 커뮤니티 솔라 

프로그램(Community Solar Power 

Program) 확장

Ÿ 가정용 수요반응자원(DR) 누적 96MW로 

확대

건물

Ÿ 2050년 건물에너지사용량 44% 

저감

Ÿ 2050년 신축건물 넷제로 100%

Ÿ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물 소유주에 1억 달러 

투자(리베이트) 계획 수립

Ÿ 신축건물 파이낸싱 확장 및 인센티브 계획 

수립

Ÿ Energy Efficiency rebate program

수송 및 
대중교통

Ÿ 2050년 1인당 주행거리(Vehicle 

miles traveled, VMT) 45% 

저감

Ÿ 교통수요가 많은 지역의 열환경 관리, 

화장실 접근성 등 보행환경 개선

Ÿ 버스, 지하철의 대중교통네트워크 향상

무공해자동
차

Ÿ 2050년 무공해자동차(ZEV) 

100%

Ÿ 2030년 버스, 지하철 전기운행

Ÿ EV 택시 지원, 전기차충전소 투자 등

Ÿ 수송(트럭) 부문 Clean Truck Program

녹색일자리

Ÿ 2050년 녹색일자리 40만 개 

창출

Ÿ 2035년 녹색산업 20억 달러 

민간투자유치

Ÿ 대학 연계 인턴십을 통한 녹색일자리 양성 

코스(250명)

Ÿ LA Cleantech Incubator(LACI) 운영

자료: LA, 2019, L.A.’s Green New Deal: Sustainable City pLAn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표 2-5] LA 그린뉴딜(2019) 에너지 관련 분야 목표 및 주요 내용

LA는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실행중인데, 대표

적으로 태양광 보급을 위한 커뮤니티 솔라 프로그램(Community Solar Program), 

에너지효율 리베이트 프로그램(Energy Efficiency Rebate Program), 수송 부문 클

린트럭 프로그램(Clean Truck Program), 녹색일자리 관련 LA 클린테크 인큐베이

터(LA Cleantech Incubator, LACI) 등이 있다. 

커뮤니티 솔라 프로그램은 지리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모든 시민이 태양광의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떄문에 태양광 발전 혜택의 범위를 넓히고 태양광 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태양광 공유 프로그램이다. 주택의 한계로 인해 태양광 발전에 참여할 수 

없는 시민을 위한 Shared Solar Program과 태양광 패널 비용 부담으로 설치가 어

려운 시민을 위한 Solar Rooftop Program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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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d Solar Program(SSP)은 아파트, 콘도미니엄 등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태양

광 발전에 참여할 수 없는 시민, 지리적 여건이 불가한 지역 거주민,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10년 고정요금으로 1달에 50~100kWh의 태양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액은 현재 표준 전기가격보다 약간 높지만 태양광 패널 설치, 

유지관리, 보수 비용 등이 청구되지 않으므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비용부담이 없이 

장기 고정된 가격으로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매한 전력은 

해당 세대가 이사 가게 되더라도 LA지역 내에 있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태양광 전기 

사용이 가능하다.

SSP Rate 1KWh당 금액 비고

2019 $0.1779
할인제도 없음(2020.1월 기준)

2020 $0.1845

자료: LA DWP 홈페이지(https://www.ladwp.com/ladwp/)

[표 2-6] LA Shared Solar Program 태양광 전력 구매액

Solar Rooftop Program(SRP)은 패널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거주하지만 태양광 패

널 설치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태양광을 사용할 수 없는 주택소유주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2017년 도입되어 2019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LA시는 월 

0~50달러 또는 연간 240~600달러 사이의 고정 임대료를 주택소유주에게 제공9)하

고, 해당 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전력을 생산한다. 주택소유주는 태양광 패널 

설치에 필요한 비용, 유지관리, 보수 비용 부담이 없으며, 임대료 계약사항에 따라 최

대 20년, 4,800~12,000달러 사이의 누적 혜택을 볼 수 있다. SRP 참여 대상 시민은 

1) LA 서비스 지역에 위치하며, 2) 주택소유주 실거주 요건 충족, 3) 기타 태양광 인

센티브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SRP 프로세스는 주택소유주가 SRP를 신청한 후, 주

택 방문을 통해 태양광 설치에 적합 주택 여부(인근 구조물과의 음영, 태양광 패널 

지탱 가능성, 1~10kW 전력생산 여부 등)를 검토한다. 설치가 가능할 경우, LA시는 

패널 설치와 함께 생산된 전력을 받게 되는데, 주택소유주는 생산된 전력량과 관계없

이 옥상 사용에 대한 고정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9) https://www.ladwp.com/ladwp (검색일 20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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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Solar Rooftop Program 개요

자료: LA DWP, 2018, Solar Rooftops Program Guidlines, p.8.

고효율 에너지 제품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로써 에너지효율 리베이트 프로그램

(Energy Efficiency Rebate Program)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Consumer 

Rebate Program(CRP)과 Residential Energy Efficiency Loan(REEL) 등이 있다.

CRP은 소비자가 가정에서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사용 시 일부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로써, 에너지 인증을 받은 제품 구매 후, 구매 증명서와 필요 서류를 CRP 처리기

관에 송부하면 확인 후 해당 금액을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 

분야 증빙내용 환급액

다락방 단열

Ÿ 구매 증빙 및 등급 인증서

Ÿ 직접설치가 아닌 업체를 통한 설치 계약 필요

Ÿ 단열재 설치 전후 사진

Ÿ 다락방 $1/ft2 또는 단열재 

설치비용의 80% 중 적은 

금액

쿨루프 Ÿ 설치 계약 및 건물 안전 허가 Ÿ $0.20-$0.30/ft2 

ENERGY STAR®  
인증 주택용 창문

Ÿ 설치 계약 및 건물 안전 허가

Ÿ 기준 충족 여부 관련 서류 
Ÿ $2/ft2 

냉난방공조시스템
Ÿ 설치 계약 및 건물 안전 허가

Ÿ 기준 충족 여부 관련 서류
Ÿ $100-$120/ft2 

Variable Speed 
or Variable Flow 
Pool Pump and 

Motor

Ÿ $500 환급: 설치 증명서, 온라인 구매

Ÿ $1,000 환급: 추가 펌프 교체, 에너지감사 

인증서

Ÿ 주택당 최대 $500

Whole House 
Fan

Ÿ 주택 개량 계약 및 건물 안전 허가 Ÿ 주택당 최대 $200

자료: LA DWP 홈페이지(https://www.ladwp.com/ladwp/); Consumer Rebate Program 
Residential Application 참조

[표 2-7] CRP 대상 제품 및 환급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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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L은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금융지

원을 위해 고안되었다. 금융지원 대상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면서 전기 또는 가스 서

비스10)를 받는 건물 소유주 및 임차인11)이며, 냉난방공조시스템, LED, 에너지 고효

율 창문, 쿨루프, 단열재 등 에너지효율화 사업 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REEL은 무담보 저리 금융12)으로 주택당 최대 $50,000의 대출이 가능하여, 사용자

의 투자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주택 가치에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며, 선택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 지원 대상이 넓다는 특징도 있다. 단, 대출 대상 시설 중 전기만

을 사용하는 시설의 대출은 30%로 제한된다.

분야 증빙내용

기구
공기청정기/가압기, 의류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동기, 

냉장고

건물 외피
에어씰링, 다락방 단열, 쿨루프, 바닥·벽 단열, 유리·창문 필름 

등

냉난방공조시스템(HVAC)
에어컨, 덕트 단열, 덕트 씰링, 냉각기, 히트펌프, 스마트 

보온장치, 냉각팬 등

조명 LED 조명

Variable Speed or Variable 
Flow Pool Pump and Motor

$500 환급: 설치 증명서, 온라인 구매
$1,000 환급: 추가 펌프 교체, 에너지감사 인증서

Pool Products
Pool Pump Motor, Pool Variable Speed Drive, Variable 

speed motor with or without pool pump

온수
수도꼭지 에어레이터, 가스저장온수기, 히트펌프 온수기, 

저유량 샤워헤드, 샤워 온도조절 밸브 등

자료: REEL 지원 홈페이지(https://gogreenfinancing.com/), REEL Program Regulations 
(Residential Energy Efficiency Loan Assistance Program) 내용 참조

[표 2-8] REEL 지원 대상

운송 분야에서는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트럭을 대상으로 LA항구 이용을 금

지하는 Clean Truck Program을 시행하고 있다. 1998년 이전 트럭은 이용을 금지

하였으며, 2007년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트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이용

을 금지할 계획이다. 2018년에는 PDTR(Port Drayage Backets Registry)에 2014

10)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PG&E®) / San Diego Gas &Electric Company (SDG&E®) / 
Southern California Edison (SCE®) / Southern California Gas Company (SoCalGas®)

11) 예: single family, condo, townhouse, duplex, triplex, fourplex
12) 금융기관마다 상이함(https://gogreenfinancing.com/)



26

02

도
시
의
 에
너
지
전
환
 정
책

년 이상의 모델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에 제한을 두었다. LA 항구를 이용하

는 모든 트럭은 PDTR에 서명해야 한다.13)

LA는 녹색일자리 증진을 위해 클린테크 인큐베이터(Los Angeles Cleantech 

Incubator, LACI)를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LACI의 기업가, 시장 전문가 및 연

구원 등 멘토는 60명 이상이며, CEO 코칭, 재무 모델링, 비즈니스 개발, IP 등 초기 

단계부터 성장 단계의 회사에 이르는 모든 범위의 문제에 대한 코칭과 창업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스타트업 클린테크 기업에게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며, 저소득 비즈니

스를 위한 Founders Business Accelerator가 있다.

3) 런던

런던은 저탄소 순환경제, 스마트 디지털시티, 녹색 인프라 및 녹색 경제, 건강한 거리

의 4가지 전략을 기본으로 런던의 환경을 개선하고, 런던의 모든 정책 결정에 환경 

문제를 고려하도록 하는 런던환경전략(London Environment Strategy, 2018)을 

수립하였다. 런던환경전략은 대기질, 그린인프라, 기후변화 완화 및 에너지, 폐기물, 

기후변화 대응, 소음관리 등의 세부 환경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변화 완화 

및 에너지 분야는 건물에너지효율화,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원 확대, 교통·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을 내용으로 한다. 

영국 정부는 기후변화법(UK Climate Change Act)에 따라 1990년 수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8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런던의 환경전략에 의하

면 2050년 탄소중립도시를 목표로 하여 중앙정부보다 상향된 목표를 설정하였다. 에

너지 관련 분야에서 주된 목표로는 2050년까지 모든 건물 및 교통수단에 대한 제로

배출, 태양광 2GW 설치 등이며, 이를 위해 주택·상업 건물에너지효율화와 재생에너

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3) https://www.portoflosangeles.org/environment/air-quality/clean-truck-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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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에너지
효율화

RE:NEW
Ÿ 주택에너지효율화 지원 프로그램(HEEP)

- 주택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자금 및 투자 연결 등

RE:FIT
Ÿ 공공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 프로그램(BEEP)

- 공공건물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자금 및 투자 연결 등

Energy Leap

Ÿ 주택 전체 에너지효율화 시범사업

- 10개 주택을 대상으로 전면개보수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제로화하는 

건물에너지효율화 시범사업

Commercial 
boiler 

scrappage 
scheme

Ÿ 상업부문 난방효율화프로그램

- 런던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히트펌프, 재생가능난방시스템 등으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30~40% 캐쉬백)

재생
에너지

Decentralised 
Energy 

Enabling 
Project(DEEP)

Ÿ 에너지전환 프로젝트

- 민간·공공부문에서 분산에너지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 런던시 50%, 유럽개발기금(ERDF)에서 50% 지원(2017년 기준 총 

350만 파운드)

Licence Lite

Ÿ 에너지 라이센스(License Lite)

- 소규모 지역 전기 공급업체는 대규모 라이렌스 요구 사항 및 대규모 

공급업체가 충족해야 하는 비용 없이 시장에 전력 판매 가능

London 
community 
energy fund

Ÿ 재생에너지 자금지원 프로젝트

-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지원(커뮤니티 센터 패널 설치 등)

Solar Together 
London

Ÿ 주택 태양광 설치 프로그램(벌크 구매)

- 저렴한 가격으로 태양광 설치 지원 운영

- 무료 지원> 최저가 경매> 개인별 맞춤형 견적(추천서)> 설치결정> 

설치> 절약

자료: 주요 정책 및 제도는 Greater London Authority, 2018, London Environmental Strategy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하부 상세 내용은 런던 시 홈페이지 
(https://www.london.gov.uk/) 각 제도 소개 내용 참조

[표 2-9] 런던 에너지 관련 분야 주요 정책 및 제도

런던의 건물에너지효율화 정책에서 대표적인 제도는 RE:NEW(Home Energy Effi-

ciency Program, HEEP)와 RE:FIT(Building Energy Efficiency Program, 

BEEP)을 들 수 있다. RE:NEW는 2009년 시작된 민간부문 주택에너지효율화 제도이

다. 런던의 주택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6%를 차지하며, 가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의 약 3/4은 난방 및 온수 사용에 쓰이고 있다. 에너지효율등급(Energy perform-

ance Certificate, EPC)14)을 받은 런던 주택의 약 1/4은 EPC 등급 E~G로 에너지

효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GLA, 2018). 런던은 2014년 8월에 주택에너지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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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을 담당하는 RE:NEW 지원팀을 신설하여 주택에너지효율화 설계, 데이터 분

석, 자금지원 및 연계 등의 전반적인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RE:NEW 프로젝트는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LED 교체, 샤워헤드 교체, 라디에이터 패널 교체, 

hot water tank jacket 설치, 샤워 타이머 등의 소규모 에너지효율화 조치로 이루어

지며, 주택당 소요비용은 서비스비용을 포함하여 약 158파운드(약 24만원)이다15). 

현재 RE:NEW 프로세스는 지원팀을 통한 상담16), 주택 방문, 컨설팅, 자금 연계, 효

율화사업 시행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RE:NEW를 통해 런던 주택 약 13만호 이상이 

에너지효율화를 시행하였으며, 연간 약 46,000톤의 CO2를 절감한 것으로 평가되었

다(GLA, 2018).

RE:FIT은 2025년까지 런던 공공소유 건물의 40% 이상을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로 

개보수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된 공공부문 건물에너지효율화 제도이다. 에너지효

율화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자치구, 대학

교,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이 포함된다. RE:FIT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 프로세스는 

건물에너지효율화에 관심이 있는 공공부문 조직으로 하여금 1) RE:FIT 프로그램 이

해에 대한 각서 서명, 2) RE:FIT 컨설팅(목표 에너지 절약 정도 및 회수 기간 설정, 

자금 조달 방식 결정, 프로젝트 요약서 등), 3) ESCOs 대상 경쟁입찰 진행, 4) ESCO 

업체 선정, 5) 에너지효율화조치 수행, 6) 모니터링의 순서로 진행된다. 예로, LED 

조명 개선을 위해서는 약 6주, 일반적으로 더 복잡한 에너지효율화 방안의 실행은 초

기 계약 후 5~12개월 사이 시행된다. 

분야 주요 에너지효율화 방안

RE:FIT

조명 및 조명컨트롤, 열회수 시스템, 펌프·팬 가변속도 증진, PC제어 및 전압 최적화, 

물 효율 측정, 건물관리시스템, 에너지관리 소프트웨어, 자동계량기, 자동 모니터링, 

태양광 패널, 태양열, 벽·배관 등 단열, 라디에이터 반사판, 지역난방, 열병합발전

자료: https://www.london.gov.uk/

[표 2-10] RE:FIT 주요 에너지효율화 방안

14) 에너지효율등급(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을 운영 중이며, 2008년부터 기존의 주택을 판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A~G의 7개 에너지효율등급을 표시

15) https://www.london.gov.uk/what-we-do/environment/energy/renew-0/renew-story-so-far
London Development Agency, 2011, RE:NEW demonstration project evaluation 자료 내용 참조

16)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위한 직접 방문, 우편 발송, 전단지 배포, 지인추천 등을 통해 상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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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자금은 건물 소유주에 의한 자체 자금 조달, 은행 또는 공공금융

기관, SALIX17) 또는 London Energy Efficiency Fund와 같은 자금에서 직접 빌리

거나 ESCO(Energy Service Company)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RE:FIT의 

특징은 에너지 성능 계약 방식으로서 투자금 회수와 에너지 절감을 보장한다는 점이

다. 공공부문 건물 소유주가 개조하고자 하는 건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컨설팅을 통해 

목표에너지효율과 투자 회수기간을 설정하면, 검증된 업체를 통한 에너지효율성능 보

장, 오픈가격 책정, 벤치마킹 서비스를 통해 실제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ESCOs로 하여금 경쟁입찰을 통해 에너지효율화 조치를 시행하며, 업체 선정 

시에는 사전 승인된 16개 회사가 연계되기 때문에 계약 진행이 빠르고 설계된 에너지 

절감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RE:FIT을 통한 건물에너지효율화는 에너지 요금 평

균 15~25% 절감, 업체에 의한 에너지 절감 보장, 에너지 서비스 회사에 의해 계약으

로 합의된 투자회수기간 동안 안전한 재정 등으로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 투자

를 촉진한다.

Energy Leap 프로그램은 시범적으로 10개 주택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로 개보수

하는 프로젝트로서 최첨단 건축 기술, 재생에너지, 스마트컨트롤, 자금회수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사업이다. 런던은 가정용 에너지 제로화를 목표로 본 

시범사업을 통해 솔루션 제시 예정이며, 향후 가정용 제로에너지건축물 전환을 위한 

기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4) 도쿄

도쿄는 2010년부터 도심 내 에너지 사용량이 큰 대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건물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제도(Cap-and-trade)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도쿄는 온실

가스 배출량을 2000년 대비 2020년 25%, 2030년 30%를 감축할 계획이며, 에너지 

소비는 2000년 대비 2020년 30%, 2030년 38%를 저감할 계획이다. 이러한 배출권 

거래제도는 총배출허용량을 설정하고 감축 의무자에게 배출허용량을 할당하는 것이

다. 할당량보다 배출을 줄인 건물은 여분의 배출권을 시장에 판매하고,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건물은 다른 사업장의 잉여분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배출 총량을 유

지하는 방식이다. 에너지 기반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만 운영되며, 매년 모니터링과 보

17) 공공부문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100%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는 공공자금지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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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대상은 전년도 연료, 열, 전기 사용량이 원유 환산으로 

연간 1,500㎘ 이상 사용한 도쿄시내 상업건물로서 사무실, 공장 등 에너지 소비가 큰 

1,200여 개의 시설을 의무 참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해당되는 시설은 도쿄 상업시

설 개수의 0.2%에 해당하지만, 상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한다.18) 

2010년 시행 후 감축량 목표는 1차 기간(2010~2014)에는 6~8%, 2차 기간

(2015~2019)에는 15~17%였으나, 3차 기간(2020~2024)에는 25~27%로 설정하였

다. 4차 기간(2025~2029)의 감축량 목표는 최대 35%로서 2030년 목표 배출량은 

1,078만 톤이다. 

도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특징은 건물별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달리

한다는 점이다. 사무실 등 상업건물은 2024년까지 27%를 감축하여야 하며, 공장, 상

하수도 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25%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효율 열에너지 시스템, LED 조명, 태양광 설치 등의 에너지효율화를 시행한 건물에 

대해서는 감축목표를 1/2 또는 3/4 수준으로 하향하는 완화 규정을 두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분류
1차

(2010~
2014)

2차
(2015~
2019)

3차
(2020~
2024)

3차 기간 적용사항

분류 
Ⅰ-1

사무실 건물 등* 8% 17% 27% Ÿ 의료시설에 대한 준

수계수는 2% 낮음

Ÿ 최상위시설****의 

경우 감축 목표는 1/2 

또는 3/4로 하향 설정

분류 
Ⅰ-2

사무실 건물 중 타 시설에서 
공급되는 열관련 에너지의 

비율이 높은 시설**
6% 15% 25%

분류 
Ⅱ

공장 등*** 6% 15% 25%

주: 감축량 기준연도는 2002~2007년 사이의 3개년 평균치임

*사무실, 상업시설, 호텔 및 열 공급업체(분류 Ⅰ-2 건물 제외)

**지역난방 및 냉각시설에서 에너지 소비의 20% 이상이 공급되는 시설

***Ⅰ-1, Ⅰ-2로 분류된 시설 이외 공장, 상하수도 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 Top-Level Facilities: 고효율 열시스템, LED, 태양광 등 에너지효율화로 지구온난화 대비 
노력의 우수성을 입증한 건물을 말하며, 2018년 기준 총 30개 건물이 해당

자료: 도쿄 환경국, 2019, TMG finalizes the cap for Tokyo Cap-and-Trade Program after 2020.

[표 2-11] 도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감축 목표

18) 도쿄의 C40&Siemens City Climate Leadership Awards의 발표자료(Tokyo Cap-and-Trade, Driver for 
a Low Carbon City) 내용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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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배출량 총량제한 등과 같은 정책으로 도쿄의 2017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204만 톤으로 기준연도(2002~2007) 평균 배출량인 1,650만 톤보다 약 27% 감축

하여 목표 대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에너지효율화와 LED 조명과 같은 고효율 장비

의 확대를 통해 2차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감축량이 증가하였다.

[그림 2-4] 도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CO2 감축실적(2010~2017)

자료: 도쿄 환경국, 2019, Results of Tokyo Cap-and-Trade Program in the 8th Fiscal 
Year(2017).

도쿄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서 명시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 조치에 따른 감축(예상)

량은 매년 증가하여 2019년에는 약 142만 톤의 감축량을 예상하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감축 조치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 히트펌프 등의 열원기기의 

설치, LED와 같은 조명 효율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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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도쿄 온실가스 감축 조치에 의한 감축(예상)량

자료: 도쿄 환경국, 2019, Results of Tokyo Cap-and-Trade Program in the 
8th Fiscal Year(2017).

조치 수량 감축량(톤)

고효율의 열원장비(보일러, 히트펌프 등) 설치 401 155,721 

고효율 냉방기(공기조절) 펌프 설치 및 에너지 절약 제어 380 34,592 

고효율 냉방기계 설치 406 40,815 

고효율 냉방기계 장비 패키지 설치 105 3,652 

Variable air volume 시스템 설치 37 6,464 

외부공기를 이용한 쿨링 시스템 설치 287 26,256 

이산화탄소 축적에 기반한 공기 외부 풍량 조절 133 17,770 

열교환기 설치 45 3,818 

고효율 환풍기 설치 277 20,393 

여름 에어컨 사용량을 줄이는 절약 캠페인(Cool Biz) 시행* 119 14,644 

Implementation of warming-up control 34 712 

실내 냉방 시간 조절 147 14,093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설치 46 8,623 

  에너지 소비 표시 등 기타 8 623 

수요조절시스템 6 537 

고효율 조명 및 에너지 절약 제어 1,922 138,028 

  LED 등 기타 1,633 117,707 

  Hf lights 등 기타 104 10,338 

  센서 등 기타 103 3,123 

조명 컨디션 조절 312 21,908 

근무시간 외 소등 24 784 

엘리베이터 에너지 절약 조절 시스템 설치 132 3,029 

합계(위 조치 이외 기타 조치 포함) 11,823 1,420,773 

* 여름철에 가벼운 차림의 의복 등으로 실내 체감온도를 낮추어 에어컨 사용량을 줄이는 캠페인

자료: 도쿄 환경국, 2019, Results of Tokyo Cap-and-Trade Program in the 8th Fiscal 
Year(2017).

[표 2-12] 도쿄 온실가스 감축 조치별 감축계획량(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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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과

1_에너지 효율 성과

2_에너지 생산 성과

3_녹색산업과 일자리

4_에너지 나눔

5_에너지 시민성의 확대

6_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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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과

1_에너지 효율 성과

1) 서울시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에너지전환’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에너지 효율과 절약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줄이

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효율 개선 혹은 절약실천을 통한 

에너지 수요관리는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그 효과가 신속하게 드러난다는 측면에서 에

너지전환의 가장 우선적 목표가 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생산기반이 많지 않은 도시

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효율과 절약이 가장 효과적

이고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추진하면서 2014년까지 에너지 사용

량 200만 TOE 감축을 목표로 삼았다. 이 중, 에너지효율과 절약을 통한 에너지 절감 

목표가 각각 80만 TOE와 90만 TOE로 에너지 수요감축 정책에 큰 중점을 두었다. 

이후,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2014~2020)에서는 전력자립률 20% 달성이 핵심적인 

목표로 제시되었는데, BRP와 LED와 같은 에너지효율화, 그리고 에코마일리지와 같

은 절약실천이 전체 전력 절감 목표량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에너지효율 개선과 절약 정책의 성과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지난 9년간

(’12.4~’20.12) 총 687만 TOE의 에너지를 생산 및 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19) 원전

하나줄이기 1단계(’12.4~’14.6)를 통해 200만 TOE의 에너지 절감 목표를 6개월 조

기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단계(’14.7~’20.12) 사업에서는 2020년 말까지 목

표 450만 TOE를 상회하는 총 483만 TOE의 에너지를 절감하였다. 1, 2단계 원전하

나줄이기의 에너지 감축 성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에서는 

19) 총에너지 절감량 687만 TOE는 1차에너지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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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과 절약부문이 전체 절감량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에코마일리지 및 

건물 온도제한(777천 TOE), 에너지소비총량제(352천 TOE)와 같은 효율화 및 절약 

시책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에서는 녹색건축물 설

계기준, 건축물 에너지 효율개선(BRP) 등 에너지효율사업을 통해 전체 절감량의 73%

인 352만 TOE를 감축하였으며, 에코마일리지 제도, 폐기물 재활용 등 에너지 절약 

부문에서 96만 TOE를 감축하였다.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12.4~’14.6)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14.7~’20.12)

주요 정책 
분야

세부 정책
에너지 절감량 

(천TOE)
세부 정책

에너지 절감량 
(천TOE)

에너지 
생산

발전
(태양광, 연료전지 등)

57 태양광 59

폐열(하수열, 소각열 
등), 지열생산, 
회생전력 등

119 연료전지 128

신축건물 신재생에너지 83 미활용에너지 등 166

생산 분야 계 260 생산 분야 계 353

에너지 
효율화

대형건물 
에너지소비총량제

352 녹색건축 설계기준 2,097

BRP 192 BRP 등 효율개선 405

LED 201 공공·민간 LED 교체 890

수송분야 123
노후경유차,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
125

효율화 분야 계 869 효율화 분야 계 3,517

에너지 
절약

에코마일리지, 
건물온도제한 등

777 에코마일리지 649

공공분야 에너지 절약 55
폐기물 재활용 등 314

폐기물 재활용 분야 78

절약 분야 계 911 절약 분야 계 963

총 계 2,040 총계 4,833

자료: 서울시, 2014,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 서울시, 2020, 내부자료. 

[표 3-1] 원전하나줄이기 에너지 절감 성과

(1)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건물부문은 서울시의 가장 큰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부문으로써, 전체 온실가

스 배출량의 68.8%, 최종에너지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효율이 낮은 

노후건물 비중이 높아20) 서울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기존건물의 에너지효율화사

업(BRP) 확대가 핵심적인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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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BRP 확대 정책은 주로 융자지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BRP 융자금은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으로 운영되는데, 원전하나줄이기 첫해인 2012년, 2.5%이던 

BRP 융자 이율은 2.0%(2013), 1.75%(2014), 1.45%(2016), 0.9%(2020)로 낮아졌

고, 지원 대상, 지원 한도 및 항목이 꾸준히 확대되었다.21) 하지만, 2012년 225억 

원이었던 BRP 예산이 이후 계속 줄어들어 2020년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80억 원

에 그쳤다. 이는 민간 건물의 BRP 융자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 낮은 에너지 

요금, 높은 건물 임대 비율, 행정 및 시공 절차의 번거로움, 그리고 에너지 절약 효과

에 대한 불확실성 등 경제·제도적 장애 요인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연도 예산(억 원) 이자율 집행액(억 원) 주요사항

2012 225 2.5 43.5 Ÿ 사업대상 확대(단독/공동주택 포함)

2013 200 2.0 120.3

Ÿ 이율 인하(2.5% → 2.0%)
Ÿ 지원대상 확대

{건물주(ESCO 포함)→BRP 추진하는 자
(건물주, 세입자, 시공업체 등)}

2014 230 1.75 206.7
Ÿ 이율 인하(2.0% → 1.75%)
Ÿ 지원한도 확대(사업비 80% 이내 → 100%)
Ÿ 최소 지원금액 인하(1천만 원 → 5백만 원)

2015 150 1.75 129.3
Ÿ 지원항목 확대 (에너지진단비용, 절수기, 

쿨루프 등)

2016 150 1.45 128.7

Ÿ 이율 인하(1.75% → 1.45%)
Ÿ 주택부문 한도 증액

(10백만 원 → 15백만 원)
Ÿ 지원항목 확대(엘리베이터 회생제동장치, 

단열덧창)

2017 150 1.45 117.7 Ÿ 온라인 융자신청 시스템 도입

2018 150 1.45 103.5 -

2019 100 1.45 15.0 Ÿ 주택부문 지원 중단 

2020 80 0.90 13.0

Ÿ 이율 인하(1.45% → 0.9%)
Ÿ 지원대상 확대(주택 포함 모든 유형의 

건물 및 제로에너지건물(ZEB))
Ÿ BRP 한도 10억 원 → 20억 원 

자료: 연도별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계획 참조, 서울의 재정(http://opengov.seoul.go.kr/)

[표 3-2]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제도 변화

20) 2018년 기준 서울시 노후 건축물 비중은 23.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전국 평균 14.9%)이며, 주거용의 
39.5%, 상업용의 47.5%, 공업용의 59.8%가 노후 건축물에 해당

21) 서울시 BRP 융자 지원항목은 내·외벽 단열 보강, 차열 도료 등 건축 부문,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 냉·난방 
효율공사 등 기계 부문, 조명 효율 향상 공사,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설치 등 전기 부문, 신재생에너지 적용 
등 기타항목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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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2~2019 기간 동안 총 265,335개소의 민간건물 BRP 사업을 진행하여, 

약 437천 TOE의 에너지를 절감하였다(평균 절감률 4.1%). 같은 기간 공공건물 348

개소에 대해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을 실행하여 연간 약 4,405TOE(절감률 9.3%)를 

절감하였다. 

구 분
대상
(개소)

에너지사용량
(TOE/년)

에너지절감량
(TOE/년)

절감률
(%)

계 265,335 10,793,200 437,327 4.1

2012년 3,482 541,706 23,032 4.3

2013년 10,544 485,890 28,429 5.9

2014년 57,689 3,073,656 71,571 2.3

2015년 57,333 1,003,489 52,993 5.3

2016년 41,699 2,176,954 95,510 4.4

2017년 46,458 1,236,553 66,031 5.3

2018년 37,830 1,149,167 52,478 4.6

2019년 10,300 1,125,785 47,283 4.2

 자료: 서울특별시, 2020, 2019년 에너지 백서.

[표 3-3] 민간부문 BRP 추진현황

구 분
대상
(개소)

에너지사용량
(TOE/년)

에너지절감량
(TOE/년)

절감률
(%)

비 고

계 348 47,357 4,405 9.3 -

2012년 15 2,834 510 18 사회복지시설 15개소

2013년 14 1,578 361 23 사회복지시설 14개소

2014년 15 1,699 417 25 사회복지시설 15개소

2015년 6 1,768 124 7.0 경로당 5, 시립병원 1

2016년 9 9,363 640 6.8
사회복지시설 등 7, 

시립병원 2

2017년 8 4,628 231 5.0
사회복지시설 등 7, 

시립병원 1

2018년 9 610 58 9.5 구로소방서 등 9

2019년 272 24,877 2,064 8.3
사업소 6개소

區 노유자시설 266개소

 자료: 서울특별시, 2020, 2019년 에너지 백서.

[표 3-4] 공공부문 BRP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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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ED 보급 확대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초기부터 LED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오고 있다. 

2018년까지 공공부문 LED 100% 교체를 목표로 설정하였는데,22) 이는 국가 목표인 

공공부문 2020년 100% LED 보급 계획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적극적인 목표설정이

었으며 2020년 현재 92% 달성하였다. 

서울시는 LED 보급을 위해 2013년부터 지하철 234개 역사의 65만 개(역사 조명 43

만 개, 전동차량 22만 개)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인 한국정책금융공사와 업무 협약을 통해 297억 원의 시설비 전

액을 민간 자본으로 유치한 것으로서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의 파트너십을 이

용해 추진했던 에너지 효율사업의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23)

서울시는 2019년 12월 기준, 공공부문에 총 223만 개의 LED를 보급하여 목표의 

80%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공건축물 실내조명 199만 개를 설치하여 88%

의 보급률을 달성하였고, 실외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 24만 개를 보급하여 

48%의 보급률을 보였다. 서울시 공공부문 LED 보급은 그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

만, 실외조명 LED 보급률이 다소 부진한 상황이다.     

구분 전체조명
(①+②)

보급제외
①

보급목표
②

보급개수
③

보급률
(③÷②)

미교체
(②-③)

소계 2,483 212 2,270 2,089 92% 180

시․사업소 545 55 489 487 99% 2

자치구 784 50 734 681 93% 53

공사․출연기관 1,154 107 1,047 921 88% 125

[표 3-5] 공공부문 LED 보급 현황
(단위: 천 개)

※ 보급제외 대상: 비상주 건물 실내조명, 센서등 및 특수용도의 조명 등은 제외
자료: 서울특별시 내부자료(2020)

서울시는 민간건축물이 약 66만 개이고, 이 중 상업건물 13만 개, 문화·교육 건물 

14만 개 등 장시간 점등 시설이 밀집하여 있어, LED 조명 교체를 통한 전력 절감 

잠재량이 크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지원 사업과 조명 소비가 큰 전통시장, 

에너지다소비건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민간건물 LED 설치를 촉진해오고 있

22) 공공건물 180만개, 도로조명 40만개, 총 220만개 보급하여 공공부문 LED 100% 보급(서울시, 2014)
23) 서울시, 2015,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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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2020년 기준, 민간건물에 총 3,114만 개가 보급되었다. 이 중 상업용 건물 등 

조명전력 다소비건물에 3,084만 개가 보급되어 전체 LED 보급량의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으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28만 개의 LED가 보급되었다. 

(3) 수송부문 에너지 효율화

서울시 수송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서울시의 27.7%로 건물부문에 이어 가장 큰 

에너지 소비 부문이다. 2005~2020년 기간, 서울시 전체 자동차등록 대수는 2,808천 

대에서 3,148천 대로 12.1%가 증가한 반면, 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은 2005~2018

년 기간, 3.4% 감소하여 전반적인 연비 향상과 평균 주행거리 감소가 있었음을 추정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수요 감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크게 교통에너지수요관리 부문과 친환경차 보급으로 나눌 수 있다. 

교통에너지수요관리에는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인프라 구축, 승용차 마일리지, 나눔

카 사업 등과 같은 정책이 포함되며, 이 중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 감축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서울시

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꾸준히 늘리고 있는데,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면 평균 버

스 통행속도가 향상되고 정시성이 확보되어 수송효율이 높은 버스 이용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12개 도로축 128.8km의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

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도심 구간 확대, 운영 중인 구간의 단절 구간 연결, 서울시계 

연계 등을 통해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할 계획이다(서울시, 2019).

서울시는 승용차 수송 분담률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 인프라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2020

년 말 현재 회원 수 278만 명, 자전거 37,500여 대, 대여소 2,22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자전거도로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940km로 증가하였다. 이는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2014)에서 제시한 2020년 공공자전거 20,000대, 2018년까

지 자전거 도로 850km(2018) 목표를 넘어선 성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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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누적)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자전거(대) 5,600 20,000 20,000 25,000 37,500

대여소(개소) 450 1,290 1,540 2,085 2,228

시민이용 건수(천건) 1,612 5,031 10,061 19,075 23,705

회원 수(명) 21만1천 59만8천 109만3천 173만 278만6천

[표 3-6] 서울시 공공자전거 확대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자전거도로(㎞) 804.2 674.4 707.6 724.6 778.8 868.7 888.7 916.0 940.6

거치대(대) 114,943 121,092 137,036 139,001 137,652 140,012 139,683 140,602 145,384

주차장(대) 2,725 3,427 3,812 4,239 4,475 4,741 4,917 5,770 5,244

보관함(대) 426 426 426 426 426 406 384 299 260

 자료: 서울특별시, 2020, 2019년 에너지 백서.

[표 3-7] 서울시 자전거도로 및 주차시설 현황

서울시는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구매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통행료 및 터널 혼잡세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서울시 전기차는 31,024대

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승용차가 21,467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의 2020년 전기승용차 20,000대 보급 목표를 넘어서는 성과이다. 

구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30,829 210 290 385 253 456 793 3,695 5,146 8,655 10,946

승용차 21,436 36 262 328 164 369 763 3,456 4,603 4,730 6,725

버  스 305 - 5 - - - - 1 30 90 179

트  럭 2,050 - - - - - 4 17 2 451 1,576

이륜차 7,038 174 23 57 89 87 26 221 511 3,384 2,466

 자료: 서울특별시 내부자료(2020)

[표 3-8] 서울시 전기차 보급 현황

(4) 에코마일리지

에코마일리지 제도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절약에 마일리지 방식의 인센티

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2009년 계획이 마련된 이후 의미 있는 성과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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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다. 에코마일리지 회원 수는 2013년을 기점으로 대폭 증가하여 2020년 기준 

누계회원 수는 218만 명을 넘었다. 단체회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단체회원의 

약 52%는 소상공인이고, 기업·법인이 28%, 교육·복지기관이 10%, 공동주택이 5%, 

공공기관이 4%, 종교기관이 1%로 소상공인 가입 비중이 크다(비중은 2019년 기준). 

연도 개인회원 단체회원 누계회원

2010 345,142 16,990 362,132

2011 481,764 18,337 550,101

2012 670,485 21,120 691,605

2013 1,396,241 23,615 1,419,856

2014 1,873,455 27,745 1,901,200

2015 1,688,384 30,465 1,718,849

2016 1,833,601 40,648 1,874,249

2017 1,928,332 54,860 1,983,192

2018 1,980,058 65,363 2,045,421

2019 2,041,351 72,504 2,113,855

2020 2,103,248 79,696 2,182,944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20)

[표 3-9] 연도별 에코마일리지 회원 현황
(단위: 명, 개소)

[그림 3-1] 단체회원 유형별 비중

2010~2020년 기간 동안 에코마일리지 가입자의 에너지 사용은 꾸준히 감소해 누적 

에너지 절감량이 1,130,981TOE으로 파악된다. 2018년에는 한파와 여름 무더위로 

에너지 소비가 3.7% 증가하였지만, 전력사용량은 전년 대비 0.53% 감소하였다.24) 

구분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에너지 
절감량 1,130,981

47,360 101,501 153,375 367,831 210,694 8,444 63,384 -180,220 93,216 287,479

절감률 2.1% 4.2% 3.0% 7.8% 4.5% 0.3% 1.4% -3.7% 3.8% 5.0%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20)

[표 3-10] 연도별 에코마일리지 에너지 절감 성과

(단위: TOE, %)

24) ’18년은 연초부터 기록적 한파와 하절기 이상기온으로 전체적인 절감성과는 미흡하였지만, 다양한 절감활동 
및 홍보강화로 전력사용량은 전년 대비 0.53% 감소함(서울시, 2019, 「2018 에너지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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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에너지 생산 성과

1) 태양광

서울시는 태양광 확대를 위해 서울형 FIT 도입, 설치보조금 지원, 공공건물 옥상 임대

료 인하 등 다양한 제도를 실행해 오고 있다. 나아가, 지난 2017년 ‘태양의 도시, 서

울’을 발표하면서 2014년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보다 더욱 도전적인 목표인 태양광 

1GW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8~2020년 신규 태양광 설비용량은 

154.5㎿로 2015~2017년 79.8㎿에 비해 약 두 배 증가하였으며, 2020년 기준 누적 

약 305.3㎿의 태양광이 설치되었다. 이렇듯 최근 태양광 보급이 크게 늘었으나 ‘태양

의 도시’ 목표에는 못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3-2] 태양광 설치 실적 및 '태양의 도시, 서울’ 목표

자료: 서울시, 2014,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 서울시, 2017, 「태양의 도시 서울」;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내부자료(2019)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서울시 태양광 설치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사업 초기에는 공공부문의 태양광이 큰 비

중을 차지했던 반면에 최근에는 민간부문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설치가 

크게 늘고 있다. 미니발전소는 2020년 기준으로 총 194MW가 설치되어 전체 태양광 

설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전체 55.1MW의 태양광 설치 용량 

중 42.3MW가 이러한 미니발전소 형태로 보급되었다. 베란다 미니태양광은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이후 크게 줄어들어, 2020년에는 5.2MW 설치되는데 그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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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기간별·시설별 태양광 설치현황 

주: 주택·건물형은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설치한 물량 포함(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등).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20) 참조

연도 가구 용량(kW)

2014 1,777 420 

2015 3,257 901 

2016 8,304 2,188 

2017 18,605 5,120 

2018 41,707 13,130 

2019 31,312 11,451

2020 14,164 5,234

합계 119,126 38,444

자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내부자료(2020) 참조

[표 3-11]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현황

서울시 공공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 및 유지관리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암사아리수 정수센터, 서남 물재생센터 등 공

공시설 82개소의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 43.7MW를 설치하였다.25) 서울시 태

양광 설치의 중요한 대상지 중 하나는 학교건물이다. 학교는 대부분 남향이고 옥상구

25) 2020년 기준, 설치완료는 54개소 30.2MW이며, 28개소 13.5MW는 설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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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간단하며, 일조시간이 길고, 공사가 용이하여 태양광을 설치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학교 태양광 보급은 2020년 기준, 서울시 소재 1,353개 초중고 

중 650개교에 약 36MW에 그쳐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서울시, 

2021).

2) 연료전지

연료전지는 주연료가 천연가스로 CO2 배출량이 석탄발전에 비해 낮고, 미세먼지의 

직접 배출량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연소과정이 없어 질소산화물(NOx), 황산화

물(S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과 같은 2차 미세먼지 발생물질이 석탄 및 LNG 

발전보다 현저히 적고, 다른 재생에너지원에 비해 부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 도심 

여건에 적합한 에너지 기술 중 하나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여 수소차, 연료전지 발전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연료전지는 서울시의 전력자립률 제고를 위해서 태양광과 함께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 

공급 대안 중 하나이기에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9년 기존 PEMFC(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나 PAFC(인산형 연료전지) 

와 같은 기술 외에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의 설계기준26)을 마련하여 다양한 

연료전지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300MW(2,356GWh)의 연료전지를 보급할 계획인데, 이는 

2020년 서울시 전력생산 목표량인 8,155GWh의 2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27)  

2020년 기준 서울시 연료전지는 782개소 141.7MW가 보급되었으며, 이 중 대부분

이 발전용 연료전지로 11개소 134.1MW가 보급되었다.28) 환경영향평가 심의제도를 

통해 건물용 연료전지도 338개소 7.2MW가 보급되었다. 하지만 높은 투자비용과 운

영비용, 그리고 부지확보 문제 때문에 신규 발전용 대형 연료전지 확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물용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 의무제도에 의해 설치된 시설이 많은데, 

이들 역시 높은 운영비용으로 인해 설비의 가동률이 낮은 상태이다.

26)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 고시 개정을 통해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
가 항목에서 SOFC를 신재생에너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7) ‘에너지살림도시, 서울(2014)’은 효율화와 절약실천을 통해 9,553GWh의 수요를 줄여 ‘20년 전력수요 
40,777GWh를 목표로 제시함. 공급부문은 화력발전소가 3,446GWh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연료전지가 
2,365GWh로 두 번째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함(서울시, 2014).

28) 노원 연료전지 2.4MW(가동 ’09.5), 노을 연료전지 (20MW, ’17.2), 고덕 (19.6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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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야
발전용

(발전사업허가기준)
가정용

(정부 주택지원사업)
건물용

782개소 
141.7MW

11개소 134.1MW
(가동 5개소 67.8MW,

발전사업 허가 6개소 66.3MW)

433개소 443kW
(1kW급 연료전지) 

338개소 7.2MW

[표 3-12] 서울시 연료전지 설치현황(’20.12.31.기준) 

3_녹색산업과 일자리

1) 녹색산업의 정의와 현황

녹색산업과 녹색일자리의 범위와 분류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없이 연구자, 

단체,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UNEP(2008)는 녹색일자리를 환경 보

전, 회복에 기여하는 농업, 제조업, 연구개발, 서비스업, 행정관리로 정의하고 있

다.29)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에서는 녹색일자리를 생산

물(output)과 과정(process)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녹색일자리는 

“환경과 자연 자원을 보전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산업에 종사

하는 일자리(생산물 접근)” 또는 “환경친화적인 혹은 자연 자원을 보다 적게 이용하는 

생산 과정을 수립하는데 종사하는 일자리(과정 접근)”로 정의할 수 있다.30) 

미국 펜실바니아 주는 핵심 녹색일자리 분야를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오염방지, 녹

색 교육 및 훈련, 환경청소(Environmental Cleanup), 유해물질 감축으로 나누어 녹

색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31) 

29) 녹색일자리에 대해 환경위협을 저감하기 위한 일자리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에너지공급, 재활용, 
농업, 건설업, 운송업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며, 고효율 전략을 통해 에너지, 원료, 물 등 소비를 줄이고 저탄소 
경제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폐기물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일자리로 설명함(UNEP, 2008, Green 
Jobs: Towords decent work in a sustainable, low-carbon world, pp.35~36.).

30) https://www.bls.gov/green/overview.htm
31) Pennsylvania Department of Labor & Industry, 2010, The Pennsylvania Green Jobs Surve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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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생산

부문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원(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태양광, 매립지 가스, 

도시고형폐기물 등)으로부터 생산되는 전기, 열, 연료

에너지효율
에너지효율을 향상하는 관련 제품과 서비스(예, 에너지고효율 기기, 

건물, 차량 등)

오염물질 감축 및 제거, 
온실가스 감축, 재활용

오염·유해물질 감축 및 제거, 온실가스 배출 감축, 폐기물 생산 
감축 및 제거를 위한 관련 제품과 서비스

천연자원 보전
천연자원 보전을 위한 관련 제품과 서비스

(예, 유기농업, 지속가능한 임업, 자연자원 보전 등)

환경규제, 교육, 훈련, 
시민의식 

환경규제 강화, 친환경 교육·훈련, 시민인식 증진 등 관련 제품 
서비스

과정
부문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원(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태양광, 매립지 가스, 

도시고형폐기물 등)으로부터 생산되는 전기, 열, 연료의 생산 공정

에너지효율 시설의 에너지효율을 향상하는 기술 및 활동(열병합발전 포함)

오염물질 감축 및 제거, 
온실가스 감축, 재활용

시설의 오염·유해물질 감축 및 제거, 온실가스 감축, 재활용, 
폐기물 저감 등을 위한 기술 및 활동

천연자원 보전 천연자원 보전을 위한 기술 및 활동

자료: https://www.bls.gov/green/green_definition.htm(미국 노동통계국)

[표 3-13] 미국 노동통계국의 녹색일자리 구분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녹색산업을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

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으로 대단히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강철구 외(2016)는 녹색일자리를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와 같은 에너지 산업 부문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재

화·서비스·기술을 생산·제공하는 환경친화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일자리”로 정의하고 

있다. 즉, 녹색일자리를 녹색에너지산업(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과 환경친화산

업(환경산업, 녹색기술지원 등)으로 국한하여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32) 

이들 녹색일자리에 대한 정의를 요약하자면, 녹색(일자리)산업은 환경을 개선 및 보전

하기 위해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볼 수 있으며, 크게 에너지 

산업과 환경산업으로 나누어 파악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녹색 에너

지 산업 및 일자리 현황과 이를 위한 서울시 정책에 대해 주로 살펴보기로 할 것이다.

32) 강철구·전소영, 2016, 경기도 녹색일자리 실태 및 창출방안 연구, 정책연구, pp.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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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내 녹색(에너지)산업에 관한 현황에 자료 및 통계가 많지 않아 구체적인 국

내 녹색일자리는 물론 서울시 녹색일자리 분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08년 정부

가 산업별, 직업별 고용구조 조사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녹색일자리 수는 61만 명이었

는데, 이 중 에너지원 분야 2만 4천명, 에너지 효율화 분야 5만 4천명, 산업·공간의 

녹색화 분야 25만 1천명, 환경보호·자원순환 분야 10만 2천명, 저탄소 경제활동 분

야 17만 9천 명으로 나타났다.33) 서울시 전체적인 녹색에너지 일자리의 전반적인 현

황 파악은 어렵지만 아래 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지원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녹색에너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있다.     

 

2) 서울시 녹색에너지 산업·일자리 정책의 흐름

녹색산업 육성과 일자리 확대는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적인 정책 목표 중 하

나이다.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에서는 ‘에너지 분야 녹색일자리 창출’이 10대 핵심사

업 중 하나이며,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 중견 중소기업 경영지원 강화, 청년창업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정책 지표를 제시하였다.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에서는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에너지 나눔과 참여 그리고 좋은 일자리 제공이 중요한 정책

목표로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 녹색일자리(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녹

색에너지기업 지원(청년창업 지원, 녹색창업 펀드 조성 등), 녹색산업 인프라 구축(녹

색클러스터 조성, 전문인력 양성, 서울에너지설계상 양성 등), IT 기반 녹색 혁신기술 

육성(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녹

색에너지 산업·일자리 정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를 총괄, 

생산, 효율화, 산업·일자리, 공동체·복지 분과로 확대·재편하여 녹색에너지 산업육성

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울시 에너지 정책 지원을 강화하였다. 이후, 서울 지역에너

지계획(2015), 서울의 약속(2015), 태양의 도시 서울(2017)에서 녹색산업과 일자리 

창출은 주요한 정책목표로 제시되었으며, 협동조합, 자립마을, 태양광 펀드 등 시민참

여·주도 위주의 에너지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33) 기획재정부 외, 2009, 강철구·전소영, 2016, 경기도 녹색일자리 실태 및 창출방안 연구, 정책연구 및 LSEP, 
2012, 국내 녹색일자리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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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에너지 계획 관련 목표(전략) 주요 사업 내용

2012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
에너지분야 

녹색일자리 창출

∙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등 창업지원
∙ 중견 중소기업 경영지원 강화
∙ 우수기업, 제품, 일자리 정보망 구축·운영

2014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혁신을 통한

좋은 에너지 일터

∙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에너지 일자리 만들기
∙ 녹색에너지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 녹색에너지 산업 및 녹색기술 인프라 구축
∙ 그린 IT 기반 녹색에너지 혁신기술 육성

2015
제4차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

∙ 에너지 특화형 서울디지털단지 조성
∙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

2015 서울의 약속
녹색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그린인테리어 가게 활성화
∙ 친환경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 확대
∙ 우수 녹색제품 활성화
∙ 햇빛발전협동조합 지원 활성화
∙ 에너지를 아끼는 이로운 기업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2017
태양의 도시, 

서울
신성장동력 태양광 

산업화

∙ 시민과 함께하는 태양광 펀드
∙ 태양광 산업육성
∙ 시민참여 확대와 제도개선

[표 3-14] 서울시 주요 에너지 계획에서의 녹색에너지산업·일자리

3) 서울시 녹색에너지 산업·일자리 주요 사업

서울시의 주요 녹색에너지 산업·일자리 정책은 녹색에너지 일자리 조성, 녹색에너지 

기업 지원, 서울형 녹색에너지 산업 인프라 구축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민참여형 녹색일자리 조성에는 햇빛발전협동조합 지원, 녹색에너지 관련 사회적 기

업 및 협동조합 지원이 있는데, 태양광 설치 공공부지 제공, 보조금 지원, 융자 지원

과 같은 경제적 지원 정책과 교육과 컨설팅과 같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주요 내용

으로 추진하고 있다. 녹색에너지 기업 지원은 녹색에너지 분야 청년 창업 지원, 녹색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펀드 운용 및 투자, 태양광 펀드 조성과 같은 사업을 추진히고 

있다. 서울형 녹색에너지 산업 및 인프라 구축은 녹색기술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지식공유 및 교육 사업으로 녹색 클러스터 조성, 녹색기술 전문 기능 인력 양성 및 

서울 에너지 설계사 양성 등의 사업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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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사업 추진방향 추진계획 및 내용 목표*

녹색
에너지 
일자리 
조성

햇빛발전협
동조합 지원 

Ÿ 자생력을 지닌 
단체로 성장 지원

Ÿ 태양광 설치 공공부지 제공,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 
태양광 설치비 융자 지원 등

Ÿ 태양광 발전시설 
시유지 누적 
98개소 
임대(’20년)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설립 지원

Ÿ 녹색에너지관련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발굴·육성

Ÿ 신성장 에너지 분야의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발굴·육성

Ÿ 녹색에너지 분야 지원 확대,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 양성

Ÿ 누적 86개 업체 
발굴·육성(’20년)

녹색
에너지 
기업 
지원

청년창업 
지원

Ÿ 녹색에너지 분야 
청년 창업 아이템 
개발 지원, 창업 
초기 자금 지원 

Ÿ 청년 창업 기업 중 녹색에너지 
기업 지원 강화

Ÿ 홍보·마케팅 지원
Ÿ 졸업기업 사후지원 

Ÿ 지원 기업 누적 
147개(’20년)

녹색 
창업펀드 

운영

Ÿ 녹색산업 분야 
중소기업 육성 
위한 펀드 운영

Ÿ ‘서울미래 혁신성장 펀드’ 
조성·운용으로 우수 녹색기업 
투자 지원

Ÿ 펀드 조성액을 활용하여 
우수·유망 녹색기업에 
장기투자 후 회수

Ÿ 32.5억 원 출자, 
250억 원 
조성(’19년)

Ÿ 서울미래 혁신성장 
펀드 운영위원회를 
통한 녹색기업  
투자 확대·조정 
협조요청 예정

태양광 산업 
육성

Ÿ ‘태양의 도시, 
서울 펀드’ 조성 
및 운영

Ÿ 400억 원 규모의 ‘태양의 
도시, 서울 펀드’ 조성 및 
운영(’19~’22)으로 신재생 
에너지 창업·벤처기업 지원

Ÿ 400억 원(~’22년)

녹색
에너지 
산업 

인프라 
구축

녹색
클러스터 

조성

Ÿ 녹색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

Ÿ 녹색산업 차세대 육성 
클러스터(그린인포랩) 운영

Ÿ 녹색산업 내실강화 
클러스터(그린비즈랩) 조성 및 
운영

Ÿ 녹색산업 클러스터 
조성(’20년)

Ÿ 컨설팅·멘토링 
운영 활성화 
(’19년)

녹색기술 
전문·기능
인력 양성

Ÿ 녹색관련 맞춤형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녹색기업 지원

Ÿ 서울형 7대 녹색사업 분야에 
필요한 기능인력 양성 

Ÿ 지원사업 결과물 정규학과 
활용 및 전국 확산으로 인력 
양성사업 효과성 증대

Ÿ 전문·기능분야 
인력 총 5,704명 
(’20년)

서울에너지
설계사 양성

Ÿ 에너지 진단인력 
양성으로 에너지 
절약운동 확산, 
안정적 일자리 
창출 등

Ÿ 교육·보육·사회복지시설 
에너지컨설팅 실시 및 
실태조사

Ÿ 에너지 절감 캠페인
Ÿ 뉴딜일자리 참여자 자격증 

취득교육 및 취업지원 

Ÿ 매년 50명씩 
서울에너지설계사 
445명 양성 
(’20년)

* 목표는 서울시 내부자료(2019)를 바탕으로 작성함.

자료: 서울시, 2014,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 서울시, 2015, 서울의 약속 
실행 분야별 세부사업 계획; 서울시, 2017,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 서울시, 2018, 
「2018 에너지 백서」; 서울시 내부자료(2019).

[표 3-15] 서울시 녹색에너지 산업·일자리 관련 주요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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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녹색에너지 산업·일자리 주요 사업성과

(1) 녹색에너지 일자리 조성

① 햇빛발전협동조합 지원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에너지 협동조합을 통한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커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의 중요한 실행방안으로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 햇빛발전협동조합은 주로 공공기관이나 학교 옥상 등을 임대하여 10~20년간 

햇빛발전소(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데, 그동안의 수익으로 조합원 사업, 지역사회 

사업 등에 사용하고, 임대 기간이 지나면 시설을 지역 공동체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서울시, 2019). 서울시 햇빛발전협동조합은 2020년 기준 16개가 설립되었

다. 햇빛발전협동조합에 의한 태양광 용량은 총 45개소, 2.4MW이며, 운영 준비 중

에 있는 발전소는 13개소1MW이다.

연번 설립연도 협동조합명 소재지
발전소 운영

(준비중)

1 2013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은평구
3개소 / 170kW
(1개소 / 100kW)

2 2013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강남구
7개소 / 509kW
(1개소 / 100kW)

3 2013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종로구 3개소 / 99kW

4 2013 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 금천구 2개소 / 150kW

5 2013 노원햇빛과바람발전협동조함 노원구 2개소 / 104.25kW

6 2013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은평구
6개소 / 429.5kW
(1개소 / 100kW)

7 2013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동작구
8개소 / 268kW
(1개소 / 100kW)

8 2013 에코구로협동조합 구로구 2개소 / 70kW

9 2014 도봉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도봉구
3개소 / 112kW
(1개소 / 19kW)

10 2014 한국태양발전협동조합 동대문구 3개소 / 189kW

11 2015 케이엠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도봉구 1개소 / 66kW

12 2016 국사봉중학교사회적협동조합 동작구 1개소 / 33kW

[표 3-16] 서울시 햇빛발전협동조합 현황(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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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햇빛 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협동조합 햇빛발전 사업 지원 계획(시장방침 

제234호, ‘13.8.25)」을 통해 햇빛발전협동조합을 지원하였다. 지원방법은 공공부지 

임대를 통한 태양광 설치 부지 제공, 5년간 생산전력량 100원/kWh을 지원하는 서울

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 태양광 설치비 80% 최대 1.5억 원 융자 지원 등이 있다. 

또한, 공공부지를 이용한 태양광 사업 확대를 위해 2013년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를 개정하여 공공부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 및 대부요율을 사용

면적 기준이 아닌 설치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조례 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이는 면적 기준으로 대부요율을 산정할 경우 공시지가가 

높은 서울시 공공건물의 옥상 임대료가 너무 높아 태양광 사업의 경제성이 없는 경우

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공공건물 태양광 임대료 개선은 국가 정책에 반영

되어, 2016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도 개정되어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되었다. 

이는 서울시의 용량에 따른 태양광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이라서 보다 개선된 조치라

고 할 수 있다. 단, 옥상 외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 및 대부요

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 산정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 기

준으로 옥상 외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 및 대부요율은 설치용

량 100kW 이하 시설은 20,000원/kW·년, 100kW 초과 시설을 25,000원/kW·년이

다(서울시, 2021). 

연번 설립연도 협동조합명 소재지
발전소 운영

(준비중)

13 2016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양천구
3개소 / 228kW
(2개소 / 171W)

14 2016 한울안주거복지협동조합 서대문구
1개소 / 33kW

(2개소 / 136kW)

15 2018 성대골 에너지협동조합 동작구 (2개소 / 35kW)

16 2018 상계햇빛발전소협동조합 노원구 1개소 / 96kW

계 16개 협동조합
가동 45개소 / 2.4MW
(준비 13개소 / 1MW)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20)



52

03

서
울
시
 에
너
지
전
환
 정
책
의
 성
과

②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설립 지원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

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

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서울시에서는 신성장 에너지 분야 

사회적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우수 중견기업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설립 상담, 

교육·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에서는 에너지 분야 기업체 선정 후 단순 지원이었으나, 원전하

나줄이기 2단계에서부터는 지원 대상이 증가하였고, 지원 범위는 금전적 지원 이외 

교육 및 컨설팅 지원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서울시 사회적경제기본조례(’14.5.14)」

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자립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시는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에너지 산업 관련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 희망기업에 대하여 초기 사업비 5천만 원 이내, 추가사업비 5천

만 원 이내로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014~2020년까지 사회적기업 51

개, 협동조합 24개를 지원하였으며, 총 지원금액은 약 9억 원이다.

구분
계 사업비 지원 컨설팅 지원

지원금액
(백만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2014(하) 7 5 2 - 5 5 - 95
2015 8 3 3 - 5 3 - 119
2016 8 6 3 1 5 4 1 175
2017 10 3 7 - 3 3 - 101
2018 7 4 5 - 2 4 - 194
2019 6 1 4 - 2 1 - 120
2020 5 2 3 - 2 2 - 87

계 사회적기업 51개, 협동조합 24개 지원, 지원금액: 891백만 원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20)

[표 3-17] 환경·에너지 분야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성과 및 목표
(단위: 업체 수)

(2) 녹색에너지 기업 지원·투자

① 녹색에너지 산업 분야 청년창업 지원 

서울시는 청년창업 육성을 위해 융자 등 자금 지원, 사무 공간 임대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해 친환경 아이템 개발을 지원하고, 유관기

관을 연계한 컨설팅, 규격인증지원, 기술력 강화 지원 등을 통해 기존 창업 아이템에 

녹색에너지 분야 기술 접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시행 중이다. 녹색에너지 기업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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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제 운영으로 창업실행 환경을 개선하고, 프로젝트 선정 뒤 1년간 집중지원 및 졸

업 후 2년간 사후 지원한다. 졸업 기업에 대해서는 유통·마케팅·판로개척을 지원하

며, 민간 투자유치 연계, 글로벌 연계, 해외규격인증취득 지원, 기업신용평가·기술 가

치 평가 등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기업 중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중심 특성화 지원과 

바이어 발굴, 전시회 등 참가, 언론홍보 등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 34개 

기업 지원으로 시작하여 2020년까지 총 152개 기업에 대해 총 18억 원을 지원하였다.

주요내용 계
지원 실적

2014(하)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창업지원기업 수 152 34 20 25 30 23 10 10

시비(백만원) 1,835 510 300 375 450 200 - -

주) * 2019~2020: 졸업기업 중 녹색에너지 기업 대상 유관기관 연계 지원(비예산 진행)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20)

[표 3-18] 녹색에너지 산업분야 청년창업 지원 실적 및 계획(2014~2020)

② 녹색에너지 산업 분야 펀드 조성 및 투자

서울시는 녹색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펀드를 운영 중에 

있다. 펀드 조성액을 활용하여 우수·유망 녹색 중소·벤처기업의 상환전환우선주, 전

환사채, 보통주 등에 투자하고 일정 기간(4~5년)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

다. 2014년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서울소재 녹색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 등 13개

소에 약 110억 원을 투자하였다.

펀드별 조합 조성액(원) 조성일 운용기간
투자기업 수 및 투자액
계 녹색기업 IT및기타

녹색
1호

서울투자 초기&녹색 
벤처조합

(SBA에 출연금으로 출자)

160억
(SBA 20억)

’11.5.30.
7년

(4년투자,
3년회수)

16개사 5 11

138.7억 40 98.7

녹색
2호

KU-DSC 드림제1호
그린투자조합

(SBA에 출연금으로 출자)

100억
(SBA 20억)

’12.7.12.
8년

(4년투자,
4년회수)

19개사 4 15

96.4억 20.5 75.9

녹색
3호

메디치 중소-중견 녹색
성장사다리 창업투자조합
(SBA에 민간위탁 관리)

200억
(서울시 
20억)

’13.9.16.
8년

(3년투자,
5년회수)

20개사 3 17

207.1억 45 162.1

녹색
4호

코메스 2017-1 
스타트업그린투자조합
(SBA 기금으로 출자)

145억
(SBA 10억)

’17.9.5.
8년

(4년투자,
4년회수)

8개사 1 7

64억 5 59

총 계 605억 - -
63개사 13 55
506.2억 110.5 395.7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19)

[표 3-19] 녹색 창업펀드 조성 및 투자 현황



54

03

서
울
시
 에
너
지
전
환
 정
책
의
 성
과

(3) 녹색에너지 산업 인프라 구축

① 서울형 녹색클러스터 조성

서울시는 녹색산업 육성과 인력 양성, 컨설팅, 교육 등 녹색기업 지원을 위한 운영 

기관으로 녹색산업지원센터(그린인포랩, 그린비즈랩, 그린테크숍)를 민간위탁 방식으

로 운영 중에 있다. 기업 접근성이 높은 서울중심지역인 중구를 녹색클러스터 거점으

로 정하고, 녹색산업지원센터 2개소(그린인포랩, 그린비즈랩, 그린테크숍)를 설치하

였다. 녹색산업지원센터는 녹색기업의 맞춤형 지원을 통한 녹색산업 경쟁력 향상과 

관련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치되었다. 그린인포랩은 녹색기업 창업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센터로서 컨설팅, 창업실무교육 등을 수행하며, 그린비즈랩은 녹색기술 인

증교육, 신기술 및 사업개발 지원, 해외진출 활성화 등 녹색산업의 내실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그린테크숍은 기업의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시제품제작, 3D프

린팅 교육 등을 수행 중이다. 센터 3개소는 녹색기업 및 예비창업자 컨설팅, 교육 등 

2020년 580개 기업을 지원하였다. 

구분 그린비즈랩 그린인포랩 그린테크숍

개관일 `19.1.30 `19.1.30 `19.6.20

위치 중구(남산스퀘어빌딩 17층) 중구(남산스퀘어빌딩 17층)
광진구(아차산로40길 

16-3,201호)

용도
멘토링/컨설팅

네트워크 활성화
제품전시 등

멘토링/컨설팅
녹색기술 고도화(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3D프린터 활용 시제품 
제작 지원, 교육

운영 녹색기술센터 녹색기술센터 녹색기술센터

[표 3-20] 서울시 녹색 클러스터

② 녹색산업 인력 양성

서울시는 녹색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녹색 전문·기능인력, 에너지설계사 및 에너지 

컨설턴트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 전문인력·기능인력 양성은 서울형 7대 녹색산업 분야에 필요한 현장형 기능인

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녹색기술인증 및 지식재산권, 3D 프린터 활용, 녹색 시제품

제작 인력 등 녹색관련 맞춤형 전문, 기술인력34) 양성을 통한 녹색기업 육성지원 등

을 수행한다. 녹색기술 전문인력 양성은 녹색관련 중소기업 임직원 재직자 및 예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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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4~5개 과정에서 약 90명 내외 교육을 통해 인

력을 양성한다,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은 녹색기술학과 및 관련 유사학과에 대해 1

개 학급 이상 운영하는 서울시특성화 및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5~7개 학교 내외 최

대 5억 원을 지원한다. 기능인력은 녹색산업 신규 인력수요 반영 교과 및 녹색산업 

관련 기능사 자격 교재개발 등에 활용된다.

2020년까지 전문인력은 녹색판로지원인력 양성, 녹색 스마트워크 교육 등 16개 과정 

695명이며, 기능인력은 방과후 교실 운영 4,939명, 교재개발 45권, 특강·현장방문 

190회의 성과를 거두었다.

녹색기술 
인력양성

계(명)
성과

’14(하)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5,634 713 703 846 693 909 666 1,104

전문분야 695 112 91 79 101 122 90 100

기능분야* 4,939 601 612 767 592 787 576 1,004

* 방과후교실 참여인원을 말함.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20)

[표 3-21] 녹색에너지 산업분야 인력양성 성과(2014~2020)

서울시는 시민들을 에너지 분야 인력으로 양성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시작했고, 서

울시가 직접 채용해 에너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에너지설계사를 양성하

고 있다. 에너지설계사는 중소형 건물 등의 에너지 사용 현장을 찾아가 에너지 사용 

실태를 진단하고, 에너지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에너

지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서

울시, 2019). 

서울시 에너지설계사는 2013~2020년까지 총 7,158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사업장의 에너지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전자기기와 냉·난방용

품을 조사하여 각 제품에 맞는 절약 가능한 방법을 알려준다. 오래된 전자제품과 조명

의 경우 수명을 고려하여 고효율에너지제품으로 교체를 권유하거나, 교체 시 에너지

절감량과 절감액을 알려주어 얼마 후에 투자비가 회수되는지 알려준다. 또한 신청시

34) 전문인력은 중소 녹색기업 최고위(CED 등) 및 재직자, 창업예정자 교육, 기능인력은 특성화고 녹색산업학과 
기능인력 양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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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전기사용량을 고려하여 알맞은 계약전력을 알려주어 에너지비용을 최소화하도

록 한다. 2018년 폭염으로 인해 서울의 전력사용량이 5.6% 증가하였으나, 에너지컨

설팅을 받은 시설은 평균 5.9%의 전기 사용량이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났다(서울시, 

2019). 에너지설계사의 단계적 확대를 통하여 녹색에너지 산업분야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분 주요내용

2015

Ÿ 중소건물, 상가 등 에너지진단·컨설팅 및 실태조사:
업종별 에너지 진단 총 1,412건, 약 979MWh 절감, 238개 전통시장 28,435개소 
조명실태 조사, 에너지를 나누는 전통시장 조성

Ÿ 뉴딜일자리 참여자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민간단체 12개 설립

2016 Ÿ 중소건물, 상가 등 에너지컨설팅 1,071개소

2017 Ÿ 초중고교, 어린이집, 유치원 374개소 에너지컨설팅

2018 Ÿ 교육 및 보육시설 501개소 에너지컨설팅

2019 Ÿ 교육 및 보육시설 555개소 에너지컨설팅

2020 Ÿ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479개소 에너지컨설팅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20)

[표 3-22] 서울시 에너지설계사 양성 성과(2014~2020) 

주요내용 계
지원 실적

2014(하)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에너지설계사 
양성 수(명)

445 95 100 50 50 50 50 50

에너지 
컨설팅 
실적

에너지
절감량
(TOE)

964 277 187 68 231 54 114 33

전력
절감량
(㎿h)

4,207 1,210 816 297 1,007 236 496 145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20)

[표 3-23] 서울시 에너지설계사 양성 실적(2014~2020)  

서울시는 에너지설계사의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에너지 창출을 위해 취업

과 창업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시와 MOU를 체결한 에너지 관련 기업에 파견되어 훈

련을 받고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에너지 관련 기업을 스스로 창업하는 등 에너지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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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경험은 취업과 창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서울시, 2019). 특히, 사회경제적 활성

화를 위해 에너지설계사들이 에너지 분야 협동조합을 결성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는

데, 단기간에 6개 협동조합과 2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서울시, 2019).

시민협력 일자리 증진 활동 중 에너지 컨설턴트 양성 사업은 환경부 ‘저탄소생활 실천

운동’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진행되었다. 가정·상가부문 에너지 절감 유도를 

위해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에너지 진단을 제공하는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

단·컨설팅’ 사업으로 에너지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있다. 에너지 컨설턴트는 전자제품 

사용법, 대기전력 차단 방법 등 전력 절전방안을 제시하고, 고효율 제품교체, 창호, 

조명 등 에너지 절약 개선 정보를 제공한다. 에코마일리지 가입 및 건물 BRP 사업 

등 에너지 시책 소개 등 가정별, 상가별 에너지 사용실태를 진단하는 역할도 수행한

다. 2016~2019년 동안 총 334명의 에너지컨설턴트를 양성하여, 15,141개의 가정 

및 상가에 대한 에너지 진단과 컨설팅을 수행하였다(서울시 내부자료, 2020). 

주요내용 계
지원 실적

2016 2017 2018 2019

에너지 컨설턴트 양성 
수(명)

334 127 64 70 73

에너지 
컨설팅 
실적

에너지 
진단(개소)

20,202 5,031 5,006 5,099 5,066

온실가스 
절감량

(kgCO2)
949 236 252 167 294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20)

[표 3-24] 서울시 에너지컨설턴트 양성 실적(201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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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에너지 나눔

1) 에너지 복지와 에너지빈곤층

① 에너지 복지와 에너지빈곤층의 정의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고가의 에너지(LPG, 등유), 저효율 가전기기 소비로 연료

비 지출이 평균 가구의 4.7배에 달한다(서울시, 2019: 65). 저소득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 비용을 소비하는 이유는 에너지 성능이 떨어지는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35), 노인, 아동, 장애인 가구의 경우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주거공간의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하는 양이 있으며, 소득이 낮다고 하여 저렴한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지 않으므로 저소득층이 소득대비 많은 지출을 필요로 한다. 

또한, 거주 인원에 따라 연료비 지출이 동일한 비율로 감소하거나 증가하지 않는다. 

에너지 복지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우선 에너지 복지와 에너지 복지 사업의 대상이 되

는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정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복지란 현대사회에서 인

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권의 하나로,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이 

제한된 에너지빈곤층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복지를 말한다.36) 국내 「에너지법」 제4조 제5항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

여야 한다.’고 에너지 복지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연료비 비율 기준’을 기반으로 한 영국의 「주

택난방 및 에너지절약법」에 기반한 정의를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적정수준

의 난방(거실 21℃, 그 외 사용하는 방 18℃)을 위한 에너지 비용이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가구로서 국내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보건사회연구원, 2015). 국

내 「에너지법」에서는 에너지 빈곤층을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의는 제시하고 있지 않

지만, 에너지법의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을 바탕으로 보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 5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를 가구원으로 포

35) 기초생활수급가구 60%, 소득하위가구의 52.2%가 21년 이상 노후주택에서 거주(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36)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3조제1항제8호 정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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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여야 한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에너지 조례(이하 서울 에너지 조례)」에 

의해 에너지빈곤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

위계층으로 정의하여 에너지법의 에너지 소외계층보다 넓은 범위를 에너지 복지의 대

상으로 삼고 있다.37)

② 서울시 에너지빈곤층 실태38)

에너지빈곤층 가구 비율에 대한 최근 조사자료가 없어 서울시의 에너지 빈곤층 현황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다. 단, 서울시는 에너지복지사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2016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에너지빈곤층(에너지바우처 신청자와 긴급구호 필요 가구) 6,700가구를 대상으로 에

너지 복지 실태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 62%(4,152명)가 70대 이상의 노령층이며, 

60대(1,114명)까지 포함할 경우 60대 이상의 고령층 비중이 78.6%를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나 노인층 에너지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성 비중이 약 

60%(3,986명)로 남성(2,714명)에 비해 20%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1인 가구 비중이 

약 65%(4,342명)로 가장 높았다.

[그림 3-4] 에너지빈곤층가구 연령대 [그림 3-5] 에너지빈곤층가구 성별

37) 서울 에너지 조례의 에너지 복지와 관련한 내용은 제3장 3절 4)에서 상세히 기술함.
38)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에서 에너지복지사를 활용하여 2016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년 2개월에 걸쳐 

서울 거주 에너지빈곤층(에너지바우처 신청자 및 긴급구호 필요 가구) 6,700가구를 대상으로 1:1 방문 면접조사
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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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에너지빈곤층 가구 구성원 [그림 3-7] 에너지빈곤층 가구 현황

조사대상 가구 주택면적은 66㎡ 미만 가구가 6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거주 

형태는 보증부월세 비중이 53%로 가장 높고, 전세 23%, 월세 16%로 나타났다. 자가 

비중은 3%에 불과하여 97%가 자가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다.

[그림 3-8] 에너지빈곤층 주택면적 [그림 3-9] 에너지빈곤층 거주형태

에너지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난방시설은 95%(6,379가구)가 보일러로 나타났고39),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가구도 51%(3,421가구)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추가 설치(시공) 가능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고효율 TV를 답한 가구가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15.1%(1,014가구)로 가장 많았으나 난방텐트 4.5%(303가구), 단열공사 

2.8%(188가구), 보일러 교체 0.7%(44가구)로 조사되어 냉·난방과 직접적 연관이 없

는 고효율 TV를 제외하면, 난방텐트와 단열공사, 보일러 교체가 모두 난방에 필요한 

39) 보일러 에너지원은 96.4%(6,152가구)가 도시가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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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조명기기는 컴팩트 형광등(삼파장)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4,452가구(66.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백열등이 3,144가구, 막대형광등이 

3,069%, LED등이 994가구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상 가구의 약 50%가 

에너지효율이 가장 낮은 조명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3-10] 에너지빈곤층 난방시설(장비) [그림 3-11] 에너지빈곤층 조명 사용 현황

2) 서울시 에너지 복지 정책의 경과

국내에서는 지난 2006년 「에너지기본법(현 에너지법)」에서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 

보편적 공급을 명시함으로써 에너지 복지가 본격적인 에너지 정책과제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초기에는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법적 정책적 규정이 미비한 상태였고, 빈곤선

이나 소득 대비 광열비 비중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정부의 예단적 추정만으로 

정책을 시행했었다(윤석진, 2018). 이후, 2014년부터는 에너지법에 저소득층 등 에

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를 명시함으로

써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에너지 바우처 등 관련 사업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

나 당시에도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부재하였고, 에너지복지사업 

대상의 범위를 에너지 소외계층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서울시는 2019년 「서울 에너지 조례」 개정을 통해 에너지빈곤층과 에너지 복지 

대상, 사업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조례에 따르면 에너지빈곤

층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규정하고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이를 에너지계획, 에너지 백

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토대 위에 에너지 복지 정책은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실행되어 오고 있다.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에서는 에너지 복지를 명시적인 

정책 목표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개별 사업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BRP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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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단 서비스, 나눔발전소 건립, 에너지 나눔을 위한 녹색에너지재단 설립 등 

에너지 복지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에서는 단순 양적 목

표달성을 넘어 질적 측면에서의 에너지 복지 정책을 펼쳤다. 주요한 핵심가치로 ‘따뜻

한 에너지 나눔공동체’를 하나의 부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에너지 복지 기본권 보장과 

공동체를 통한 나눔 실현을 목표로 에너지복지조례의 제정,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핵

심 내용으로 하였다. 또한, 에너지 복지를 위한 주요한 사업 중 하나로 공공부문의 

복지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시민공동체 에너지 나눔 기금인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을 조성하였다. ‘제4차 지역에너지 기본계획(2015)’에서는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의 

주요 정책과 내용을 같이하며, 계획 전략 중 하나를 에너지 복지 도시로 분류하여 중

요성을 부각시키고, 건물에너지 수요절감 부문에 초점을 맞추었다. 가장 최근 에너지 

계획인 ‘태양의 도시 서울(2017)’에서는 에너지 복지와 연계한 임대주택 태양광 지원, 

노후주택 개선 등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태양광 보급의 양적 지원이 에너지 복지와 

관련되어 있다.

연도 에너지 계획 관련 목표(전략) 주요 사업 내용

2012
원전하나줄
이기 1단계

-

∙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지역과 함께하는 나눔발전소 건립
∙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화)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저소득층 

무담보 BRP 융자 지원,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대상 
에너지클리닉 서비스 등

2014
원전하나줄
이기 2단계

에너지 복지 
기본권 제시와 
공동체를 통한 

나눔 실현

∙ 시민참여 에너지복지시민기금(플랫폼) 구축
∙ (에너지 기본권 보장) 에너지 복지헌장 및 조례 제정
∙ (에너지전환·효율화 사업) 저소득층 단열사업 등
∙ (에너지 취약계층 특별대책) 에너지원 지원, 취약계층 LED 

무상교체 등

2015
제4차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에너지 복지 
도시

∙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주택에너지효율화, 취약계층 LED 
무상교체, 에코아파트, 에너지자립마을 확대, 주거복지지원센터 
기능강화 등

2015 서울의 약속
에너지 나눔과 

복지 실천

∙ 에너지 나눔 참여 시민 수 20만 명(‘22년)
∙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저소득층 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BRP,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에너지복지사 양성 등
※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내용과 중복, 목표 일부 변경

2017
태양의 도시, 

서울
-

∙ (태양광 100만 가구 조성) 아파트 경비실 4,500개소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에너지 복지 연계, 공공임대주택 
태양광(260W 내외) 설치 지원

∙ (태양광 특화지구 조성) 도시재생사업지역 태양광 보급 확대

[표 3-25] 서울시 주요 에너지 계획에서의 에너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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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에너지 복지 주요 사업

서울시에서 수행하는 에너지 복지 정책은 크게 에너지기본권 보장과 취약계층 지원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에너지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는 에너지기본권을 제도적

으로 보장할 수 있는 에너지복지조례, 시민참여형 복지기금, 에너지빈곤층 대상 조사 

사업 등과 같은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들이다.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저소

득층 및 공공임대주택 주택에너지효율화, LED 조명 교체 지원 등과 같은 직접 지원

사업이다.

구분 주요 사업 추진방향 추진계획 및 내용

에너
지 

기본
권 

보장

에너지
복지조례

Ÿ 기본권으로서의 에너지 사용 
보장 제도적 기반 마련

Ÿ 에너지 빈곤에 대한 서울시 책임 구체화, 
지원대상자 선별과 재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에너지 복지기금의 출연근거 마련 등 
에너지 복지 사업의 체계적 설계·지원 

서울에너지
복지시민기금

Ÿ 에너지복지기금 육성 및 나눔
Ÿ LED, BRP 등 효율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치 지원

Ÿ 시민(에코마일리지 회원) 기금 마련 참여
Ÿ 에너지사업자, BRP, LED 사업 수익 일부 

기금으로 적립
Ÿ 시민위원회 구성

에너지빈곤층
Ÿ 에너지복지사 양성
Ÿ 에너지 빈곤층 실태조사

Ÿ 에너지빈곤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에너지 사용실태, 지원기준 등 조사

Ÿ 서울에너지복지사를 활용하여 대상 발굴

에너
지효
율화

·
전환 
등  

취약
계층 
지원

에너지
효율화
(BRP)

Ÿ 저소득층 BRP사업으로 
에너지 지출비용 부담 완화

Ÿ 노후주택 거주 저소득층 대상 BRP사업 
추진

Ÿ 에너지 효율개선 집수리사업 관리비 
절감(희망의 집수리 사업 연계)

Ÿ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BRP

Ÿ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단열성능 저하된 
공공시설에 대해 에너지 효율개선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

Ÿ 공공임대주택 BRP
Ÿ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및 교체로 단열효율 개선 및 
에너지절감

에너지전환 Ÿ 저소득층 미니 태양광 설치
Ÿ 에너지 복지를 연계한 공공 임대주택 

태양광설치 지원

취약계층 지원

Ÿ 취약계층 에너지원 지원
Ÿ 저소득층 이웃이 기초생활 유지 가능하도

록 돌봄 지원
Ÿ 난방비, 에너지원 지원 사업 안내

Ÿ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LED 
조명 교체 지원

Ÿ 기초생활수급가구,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LED 조명 무상 교체

* 목표는 서울시 내부자료(2019)를 바탕으로 작성함.

자료: 서울시, 2014,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 서울시, 2015, 서울의 약속 
실행 분야별 세부사업 계획; 서울시, 2017,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 서울시, 2018, 
「2018 에너지 백서」; 서울시 내부자료(2019).

[표 3-26] 서울시 에너지 복지 관련 주요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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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 복지 관련 주요 사업성과

(1) 「서울시 에너지 조례」 개정과 ‘에너지복지법(안)’ 마련 계획

에너지빈곤층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진행 성과로는 서울 에너지 조례의 제정이 있다. 

2002년 제정되었던 「서울특별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2010년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로 변경하면서 서울시의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보편적인 에너지 공급 책무를 명

확히 제시하였으며,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에너지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구체

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9년에는 에너지 복지의 정의를 새롭게 추가하여 

서울시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였다.

「에너지법」 제16조의2 제1항에서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

을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의는 없으나 이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에너지이용권(바우처)의 발급 대상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

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 5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를 가구원으로 포함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다. 반면, 서울시는 서울 에너지 조례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에너지빈곤층으로 정의하여 「에너지법」보다 

더 넓은 범위를 에너지 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형태의 수급권자도 포함될 수 있으며, 생

계급여 수급 기준 이상인 차상위계층도 에너지 복지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초

생활보장수급권자 범위에서도 반드시 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이 세대

원으로 포함될 것을 정하고 있지 않아 서울시 에너지 조례는 중앙정부 「에너지법」 에 

비해 에너지빈곤의 범위를 더 넓게 규정하고 있다(윤석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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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에너지법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에너지 복지 
정의

Ÿ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는 것(제16조의2)

Ÿ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이 제한된 에너지빈곤층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복지

에너지빈곤층 
정의 및 범위

Ÿ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

Ÿ 에너지빈곤층: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의 구분

Ÿ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Ÿ 낸·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Ÿ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Ÿ 에너지 공급 지원에 관한 사업
Ÿ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Ÿ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Ÿ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Ÿ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비고

Ÿ 에너지복지사업(에너지바우처)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하며 
가구원 중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Ÿ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형태 
수급권자 포함

Ÿ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법 대비 넓은 
범위를 에너지빈곤층으로 규정

자료: 「에너지법」(시행 2019.8.20.),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시행 2019.7.18.)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표 3-27] 법령상의 에너지복지사업의 내용 비교

(2) 시민참여형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운영

2014년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의 에너지 복지 분야 중 주요한 계획 중 ‘시민참여형 

에너지 복지기금 구축’이 있다. 이에 2015년 기금 마련과 집행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

는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설립하였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시민이 에너

지 절약·생산·효율화를 통해 절감한 비용을 에너지빈곤층과 나눔으로써 ‘에너지 나

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발적인 시민주도형 기금이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민

간 복지기금으로 시가 관리하는 법정기금은 아니며, 시민이 직접 모금 및 운영하고, 

시는 합리적이고 공공성 있는 집행을 위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이다. 한편, 민간

이 직접 모금 및 집행하는 시민운동을 표방하고 있지만 공공이 개입하고 있어 완전한 

민간사업은 아니다(김민경·김영은, 2018). 현재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기금의 운

영지원을 담당하는 사무국이며, 기금의 최고 의결기구로 시민위원회가 있어 연간계획 

승인 및 연말 정산평가 등을 수행한다. 

기금 모금은 개인·단체 후원, 기업 후원, 에코마일리지 후원의 3가지 방식으로 구분

된다. 개인·단체 후원은 송금 방식, 기업 후원은 후원금, 봉사, 물품지원 방식, 에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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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지 후원은 적립된 인센티브를 기부하는 방식이다. 2020년까지 모금액 30억 원, 

누적 59만 명 시민의 기금 참여를 목표로 하였으며, 2015년~2020년까지 기금 모금

액은 기부물품을 포함하여 총 91억 원으로 목표금액을 초과 달성하였다. 기금 참여는 

2020년까지 총 59만3천 명 참여를 목표로 하였는데, 2015~2020년까지 60.7만 명

이 참여하였다. 시민참여 활동의 내용으로는 자원봉사, 기부 참여, 온·오프라인 캠페

인, SNS 등 온라인 홍보 참여 등이다.

주요내용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기금참여자(만 명) 60.7 2.3 3.1 15.2 13.7 12 14.4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20)

[표 3-28] 서울에너지복지기금 참여자 수(2015~2020) 

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시민이 직접 절약하고 모금하여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고, 서

울시는 이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좋은 민관협력의 예라고 할 수 있지만, 기업 및 단체

를 제외한 개인의 기부는 현재까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2020년 기준 개인의 

기부금액은 약 4천6백만 원으로 총 모금액의 2.3%밖에 되지 않는 반면, 기업의 기부

금액은 총 모금액의 약 77%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향후 시민홍보 및 다양한 모금방식

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 

구분
기부금 기부물품

모금액 계
개인 단체 기업 개인 기업

2015 23,859 1,734 140,912 200 104,960 271,666
2016 29,314 13,877 5,000 - 534,076 755,567
2017 47,810 9,308 329,772 - 920,854 1,307,743
2018 35,338 4,232 1,025,005 - 1,694,971 2,759,546
2019 70,953 138,572 334,010 53,444 1,614,755 2,211,734
2020 46,668 393,062 311,497 - 1,197,440 1,948,668

자료: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사업보고서(2015~2020)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표 3-29] 에너지복지시민기금 모금 결과(2015~2020)
(단위: 천 원)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의 지원 사업은 에너지효율화·전환사업과 에너지 복지 물품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에너지효율화·전환사업 내용은 주택에너지효율화, LED 조

명 교체, 미니태양광 설치이며, 주택에너지효율화, LED 조명 교체, 미니태양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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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지원 가구가 많다. 미니태양광 지원은 2018년 18,076가구를 대상으로 시행

하여 2015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9~2020년에는 크게 줄어들었다. 물품지원

은 주로 쿨매트, 선풍기, 의류, 전기매트, 단열시트 등의 폭염·한파대비 지원 물품이다. 

구분
에너지효율화·전환사업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물품지원)

합계주택에너지
효율화

LED 조명 
교체

미니태양광
폭염대비

지원
한파대비

지원
기타

2015 17 318 22 - 5,009 20 5,386

2016 25 170 1,248 13,160 20,262 2,200 36,465

2017 35 1,939 7,434 15,510 48,359 2,447 75,724

2018 35 104 18,076 14,519 19,329 4,245 56,308

2019 36 485 9,404 14,231 17,433 48,142 89,731

2020 81 197 2,916 14,987 21,546 10,077 49,804

자료: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사업보고서(2015~2020)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표 3-30] 에너지복지시민기금 지원 사업 추진실적(2015~2020)
(단위: 가구)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서 수행하는 주택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한파에 취약한 주

거환경에 거주하는 시민의 주택에 단열시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서울시 거

주 에너지취약계층으로 임차가구도 신청이 가능하며,40) 영구임대아파트 및 최근 3년 

이내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 주거개선을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한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서, 1차 서면심의와 2차 기금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한다. 단열창호, 단열방문, 단열벽지 등에 대해 1가구당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하며, 

단순 도배, 장판 교체 등 집수리 사업은 불가하다. 특징적인 점은 서울시에서 수행하

는 집수리 지원 사업41)과는 다르게 임대인동의서만 있다면 단열시공 사업을 해준다

는 점이며,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차 기간을 1회 이상 연장 보장하는 동의서를 임대인

으로부터 받는다. 그러나 에너지빈곤층의 대부분(약 97%)이 임차가구이고, 집주인과

의 협의 등 절차상 문제가 존재한다.

2018년 기준 물품지원 실적(38,093가구)이 에너지효율화·전환 지원 실적(18,215가

40)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료 상향금지 등 ‘임대인 동의서’를 받은 가구에 한해 교체가 가능하며, 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지원 대상, 영구임대아파트 및 최근 3년 이내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 주거개선을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함(2019년 기준).

41) 서울시는 20년이 경과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창호 지원 등을 포함한 집수리 직접 지원 
사업을 시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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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비 2배 이상으로 높다. 물품지원은 폭염·한파 대비 물품 지원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일회성이며, 장기적인 에너지 절감이나 효율화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단열

이나 재생에너지와 같은 장기적 에너지전환사업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3)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서울시는 에너지빈곤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에너지 사용실태, 지원기준 등의 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맞춤형 에너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실태조사는 자치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표본을 

발굴하고, 에너지복지사가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기본 실태조사와 심층 에너지 진단

을 수행한다. 

구분 주요내용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Ÿ 조사대상: 자치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표본 발굴(구별 40가구 내외)
Ÿ 조사내용: 가구 소득현황, 주거여건, 에너지 사용형태, 에너지복지 정책수요 등
Ÿ 조사방법: 에너지복지사를 양성하여 현장 방문조사

에너지빈곤층 
심층진단

Ÿ 진단대상: 실태조사 가구 중 100가구(지역, 주거환경 등 고려하여 지역별 선정)
Ÿ 진단방법: 대상가구의 상태, 에너지 사용형태 등을 고려, 효율적인 개선방안 제시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19)

[표 3-31]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내용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에너지빈곤층 15,718가구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행하였으

며, 총 5,604개소에 에너지효율화 시공과 장비를 지원하였다. 시는 2020년까지 매년 

6,000가구에 대해 실질적인 주택에너지효율화 시공을 위한 취약계층 주거환경 조사

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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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백만 원) 334 668 376

에너지복지사 양성 20명 30명 15명

주
요
실
적

에너지사용 및 방풍 실태조사 4,671가구 3,455가구 6,023가구

폭염대비 선풍기 지원 102가구 185가구 -

보일러 효율개선 - - 12가구

 LED 조명 교체
취약가정 617가구 673가구 1,875가구*

복지시설 10개소 - -

취약계층 겨울난방텐트 지원 50가구 - -

불량 전기장치** 교환 - - 20가구

창문 방풍 시공 10가구 66가구 1,964가구

사회복지시설 및 노후주택 쿨루프 시공 10개소 12개소*** 91개소****

* 5,343조명 교체, 가구당 평균 2.9개

** 불량전기장치(스위치, 콘센트, 소켓) 

*** 조사134 개소

**** 예산사업(민경보조) 시행

주) 2014년 에너지 취약가구 실태조사(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1,257가구), 2015년 
서울지역아동센터 에너지사용 실태조사(312개소) 및 방풍재 시공 실적이 있음.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19)

[표 3-32]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 추진 성과

주요내용 계 ’14(하)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에너지 
빈곤층 

실태조사 

실태조사 27,718 1,257 312 4,671 3,455 6,023 6,000 6,000

심층진단 612 - 312 100 100 100 - -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19)

[표 3-33]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성과 및 계획
(단위: 가구 수)

실태조사 수행 시 1가구당 에너지복지사가 1대1로 기본 실태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

하고, 집안의 상태를 동시에 파악하여 지원의 시급성을 A. B, C의 3단계로 평가한다. 

기본 실태조사 외, 주거환경 개선 체크리스트를 통해 방범창, 방충망, 창문개폐, 기밀

상태, 단열상태, 고효율 조명 사용여부, 환기·소음 등 주거환경, 정서적 환경과 반려

동·식물 여부까지 조사하고 있다. LED등 기구 및 조명 교체, 창틀 및 출입문 바람막

이, 단열시트, 방충망 등의 수리가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에너지복지사가 시공을 

직접 수행한다.

에너지복지사가 직접 방문하는 면접방식은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 요금 지원 및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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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도의 자연스러운 홍보가 될 수 있으며, 개선이 시급한 가구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수리가 시급한 사항은 에너지복지사가 시공을 직접 하

여 단순히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효율화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수행된 실태조사는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받는 가구와 긴급구호가 필요한 가

구로 조사범위가 한정되었다. 맞춤형 에너지 복지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저소득층뿐

만 아니라 서울시 에너지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 등 실태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화 사업

① 저소득층·공공임대주택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시행

저소득층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공모하여 저소득층 집수

리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

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주택 거주 가구로서 가구당 12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공공주도형 지원에서는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벽, 페인트, LED등을 지원하며, 민간참여형 지

원에서는 도배, 장판, 새시, 단열, LED등을 지원한다.

2020년까지 6,148주택 에너지효율화 추진을 목표로 하였는데, 2020년까지 총 

6,128가구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다. 사업완료 후 후속 모니

터링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5년 민관협력 집수리 사업 추진 후, 집수리 완료가구

의 70%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다. 2016년에는 집수리 완료 가구에 대해 전수조사

를 완료하였다. 또한 2017년에는 가구당 지원금액을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

향함으로써 저소득층 주택효율화 사업 유인을 강화하였다.

구분 계 ’14(하)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사업실적(호) 6,128 - 1,297 1121 907 823 1,000 980

에너지절감량(TOE) 703 19 7 7 164 148 181 177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20)

[표 3-34] 저소득층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추진 실적

공공임대주택 주택효율화사업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및 교체로 단열효율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공공임대



71

주택은 총 194,662호이고 15년 이상의 주택은 84,377호로 전체 43.3%이다. 세대 

내부, 부대·복지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을 통한 저소득층 에너지 부담비용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또는 수선주기가 도래한 공공임대주택42)이며, 

국토교통부 시설개선사업계획 및 SH공사 연도별 예산계획으로 승강기 교체, LED보

안등 교체, 개별 보일러 교체 등을 추진한다.

구분 계 ’14(하)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사업실적(호) 243,054 12,984 25,657 51,122 48,083 63,290 21,391 20,527

에너지절감량
(TOE)

25,562 1,362 2,691 5,363 5,043 6,639 2,311 2,153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20)

[표 3-35] 공공임대주택 BRP 성과  

②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 건물에너지효율화

공공부문이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선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지원하였다. 자치구와 협력하여 벽체 단

열, 창호 교체, 고효율보일러 설치 및 LED 조명 교체 등과 같은 건물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175개소에 대해 BRP를 추진하는 것

을 목표로 2014년~2020년까지 442개소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약 

2,443TOE를 절감한 것으로 파악된다.

(5) 미니태양광 설치를 통한 에너지 복지 사업

태양의 도시, 서울(2017) 계획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미니발전소 무상지원 확대가 필요함

을 인식하고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9만7천 가구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

로 설정하였다. 2018~2020년의 공공임대주택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총 72,705가구

에 설치되었으며, 옥상태양광은 11.36MW 용량이 설치되었다.

42) 국비(30%) 및 지방비(70%) 매칭사업비로 구성된 시설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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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계
실적

~2018년 2019년 2020년
베란다형
(가구)

- 72,705 34,048 11,006 2,272

옥상태양광
(MW)

계 11.36 9.71 0.80 0.95

기축 4.03 3.23 0.60 -

신축 7.33 6.48 0.20 0.95

주) 2019년도 기축아파트 중 0.4MW는 서울시 소유 재개발임대아파트(서울시 지원 100%)
2019년도 기축아파트 중 0.2MW는 SH 소유 임대아파트(SH 50% + 정부지원 50%)

자료: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내부자료(2020)

[표 3-36] 취약계층 미니발전소 지원 실적  

(6)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LED 조명 교체 지원을 통해 전기요

금 절감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저소득층 전 가구

에 혜택을 제공하는 데 목표가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중, 생

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인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사회복지시설이

며,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대상 선정 후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2014~2020년 동안 서울시 취약계층 가구에 LED조명 38만 개를 보급하였으며, 이

를 통해 약 10,680TOE를 절감하였다. 

구   분 계 ’14(하)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취약계층 LED 
무상 교체 (천개)

380 104 101 40 39 35 30 31

소요예산(백만원) 32,432 6,502 8,002 3,733 3,107 4,040 3,088 3,960

에너지 
절감(TOE)

10,680 2,724 2,835 1,123 1,092 980 842 1,084

자료: 서울특별시 내부 자료(2020)

[표 3-37] 서울시 취약계층 LED 보급 실적(201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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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_에너지 시민성의 확대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은 출발부터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지향하였다. “시

민이 에너지입니다”란 구호에 드러나는 것처럼 대부분의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서는 

시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통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에

서는 에너지 자립, 에너지 나눔, 에너지 참여를 핵심 가치로 내세워 시민참여를 더욱 

강조하였다. 시민참여는 의사결정과정의 참여와 실제 서울시 에너지 사업이나 프로그

램에 참여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들 실천을 통해 시민들은 단순히 에너지 소비자가 

아니라 에너지전환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가는 ‘에너지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사업 사례로 에코마일리지와 에너지 자

립마을, 아파트 미니태양광 설치, 에너지복지시민기금, 그리고 햇빛발전협동조합 지

원 정책 등이 있다. 시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에는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와 실행위원회를 두었다. 서울시는 위원들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원전하나줄이기의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며 이행 결과를 점검하였다. 위원들은 자신이 

속한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또는 개인 자격으로 원전하나줄이기의 의미와 필요성을 

시민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교육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에너지 시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전문가들은 서울시 정부와 시민사회를 매

개하면서 정책을 조언, 자문, 제안하였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토론

회와 소셜픽션포럼, 서울에너지포럼, 시민워크숍 등을 통해 서울시의 에너지전환 정

책을 알리면서 시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다. 동시에,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과 행사,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에너지 시민성을 기르는 토양을 제공

하였다.

(1) 에너지자립마을과 에너지 시민성

에너지자립마을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자

발적 참여를 통해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에너지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에너지전환에 대한 의지와 역량이 높

은 마을을 발굴하여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로 지정·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실천 

문화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하는데 목표가 있다. 서울시는 2012~2018년까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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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의 에너지자립마을을 지정하였다. 서울의 대표적인 에너지 자립마을인 성대골

과 관악에코마을 사례를 통해 사업 참여자들의 에너지 시민성 개발 과정을 자세히 살

펴보고자 한다.

[그림 3-12]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실적

구분 주요내용

저층형
Ÿ 50세대가 주택태양광(3kW) 설치해 50% 자립, 전기요금 980원 세대 확산
Ÿ 주민중심 에너지경제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슈퍼마켓’, ‘와트몰’ 등 창립
Ÿ 산업부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동작구 가상발전소 구축사업 추진 

아파트형

Ÿ 아파트형 에너지자립마을(62개소) ’18년 전력사용량 ’16년 대비 평균 1.7% 증가
(’18년 폭염으로 동기간 서울시 아파트 4.8% 증가) ► (우수마을) 신동아파밀리에 
8.8%, 홍릉동부 7.6%, 전력사용량 감소

Ÿ 관리비 2억 원 줄여 경비원 임금 인상한 에너지나눔․상생모델 확산 
Ÿ IoT보급 시범사업 및 서울형 시민참여형 수요반응자원(DR) 시범사업 실시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19)

[표 3-38] 에너지자립마을 주요 추진 성과 내용

① 성대골 사례43)

성대골은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자발적인 마을 공동체 활동

이 진행되고 있다. 2010년 마을어린이도서관이 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마을어린

이도서관 운영을 위해 모인 마을 주민 단체인 <성대골사람들>이 변화의 중심이 되었

다. <성대골사람들>을 중심으로 활성화된 성대골 공동체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

43) 이 절은 주로 박종문(2016)과 박종문·윤순진(2017)을 참고해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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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고를 목격하면서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 학습을 시작하였다. 

2011년 9월에는 녹색연합과 함께 “우리 동네 녹색아카데미”라는 교육과정을 열었다. 

이 과정을 마친 후 2012년 1월부터 절전소 운동을 시작했고, 이후 에너지합창단, 에

너지축제, 에너지 강사활동 등 교육과 문화를 에너지와 접목해 지역 에너지 운동을 

확대하였다. 

성대골 공동체의 대표적인 에너지 절약 활동이 2012년 1월부터 진행된 절전소 운동

이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곧 생산”이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성대골 최초의 에너

지전환 활동이었다. 참여 주민들은 가구별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과 당해년도 에너지 

사용량을 보여주는 막대그래프를 마을 어린이도서관 벽면에 그려 넣었고 가구별 사용

량과 사용량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참여주민들이 에너지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 감수성을 키우면서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이 이루어졌다. 주민

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했고 참여 가구들은 경쟁적으로 가정의 에너지 사용량

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 2012년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사업은 성대골 에너지전환 

운동의 이정표가 되었다.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의 에너지자립마을사업에 성대골이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

면서 당시까지 진행되어온 주민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 지원을 통해 2012년 ‘적정기술로 겨울나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마을에서 

에너지 효율화와 적정기술을 도입하게 되었고, 2013년 12월에는 에너지 관련 최초의 

마을기업인 <마을닷살림>을 협동조합으로 발전시키게 되었다. 이외에도 국사봉중 생

태에너지전환 사회적 협동조합과 성대골 에너지협동조합 등 3개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설립해서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성대골에서의 에너지전환 운동은 에너지 소비 절감이나 태양광 패널 설치에 머무르지 

않고 에너지 관련 수익사업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성대골의 에너지협동조합

들은 에너지 관련 컨설팅과 미니 태양광 발전기 설치 신청 지원, 에너지 수퍼마켓 운

영 등의 활동과 함께 다른 지역의 절전소 운동과 착한가게 캠페인, 에너지 교육 활동 

등 다양한 에너지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에너지 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운영과 전력중개사업 등 에너지신산업 시장에 참여할 계획을 

준비 중이다. 나아가, 이러한 에너지 시민실천 활동은 성대골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대골 사례를 직접 와서 보고 듣고 조언을 

들은 다른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에서도 유사한 활동들을 시행하면서 해당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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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에너지 시민성을 가진 시민들이 확대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시민성의 획득, 함양, 강화에는 다양한 실천 활동뿐만 아니라 구성원들

과의 대화와 교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에너지자립마을 지원으로 수행되는 

여러 사업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에너지전환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가능성, 혹은 우려

와 근심을 넘어 스스로 참여해서 성과를 얻어내고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에너지 시

민성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 성대골에서는 꾸준히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기회를 가졌을 뿐 아니라 인근 국사봉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대골 주

민들이 직접 강사가 되어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자료를 찾

아보고 스스로 학습하면서 에너지 시민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공고히 키워나갔다. 서

울시의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은 다양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 스스로 교육과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시민성의 회득과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② 관악에코마을 사례44)

관악에코마을은 관악구 중앙동의 주택가 에너지자립마을이다. 2013년 ‘꿈마을 도서

관’이라는 작은 도서관의 회원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신청한 후 성대골 마을을 견학

하였는데, 참가자들은 성대골의 활동과 ‘에너지 자립’이라는 말에 큰 인상을 받게 되

었다. 이후, ‘꿈마을에코바람(꿈에바)’이라는 소모임을 구성하고 관악에코마을로 이름 

붙인 작은 마을의 에너지자립마을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꿈에바는 성대골 방문 후 절전소 운동을 자발적으로 시작하였으며, 2013년과 2014

년에는 서울시 에너지절약실천사업 공모에 선정, 2015년 4월부터는 에너지자립마을

로 선정되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꿈에바는 에코마일리지 가입 운동, 절전소 

운동, 불끄기 운동, 에너지 진단 등의 활동뿐만 아니라 음악회나 공연, 환경영화제, 

에너지 거리 축제 등의 특별 행사를 진행하였다. 성대골과 마찬가지로 교육 프로그램

의 운영이 에너지자립마을사업의 중요한 요소였는데, 꿈에바 구성원들의 자체 학습을 

위한 강좌와 청소년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에너

지 강좌는 일반 주민들까지 참가할 수 있게 공개로 진행하여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44) 이 절은 주로 조미성(2016)과 조미성·윤순진(2017)을 참고해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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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새로운 회원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참여는 꿈에바 구성원들이 에너지 시민성을 획득하고 성

장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절전소 운동을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서울시의 에너지 절약 공모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에너지자립마을사업

에 선정된 후, 절전소 운동을 보다 강화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면

서 에너지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 에너지전환 활동에의 참여와 실천이 보다 본격화

되었다. 특히, 에너지자립마을사업 활동들이 주는 ‘재미’가 가입 동기이자 활동 동력

인 경우가 많았다. 절전소 활동은 음악회나 동영상 만들기, 연극과 공연, 촛불 켜기, 

사진 콘테스트, 자전거 발전기 돌려 솜사탕 만들기, 폐유로 비누 만들어 팔기, 나눔 

장터, 축제 등 여러 다양한 행사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놀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행사 참가자들은 재미를 느끼게 되었고 이런 재미를 매개로 계속해서 다양한 활

동들에 참여하면서 에너지 문제를 인식해 나가게 되었다. 교육 활동에서도, 전통적인 

강좌나 수업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와 SNS를 통한 소통, 회의와 같은 무형식 학습 

공간에서 더 큰 교육의 효과가 있었다. 함께 하는 활동이 주는 재미라는 요소와 참여

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개인과 조직의 에너지 시민성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었

다고 볼 수 있다. 

관악에코마을 사례의 인상적인 시사점은 환경·생태 의식은 물론 에너지전환 관련 사

전 지식이나 인식이 거의 없는 시민들도 지역공동체가 함께 추진하는 에너지전환활동

을 통해 에너지 시민성을 획득하고 성장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조미성(2016)의 참여

관찰과 조미성·윤순진(2017)의 연구에 따르면, 꿈에바 구성원들이나 관악에코마을 

참가자들 대부분은 공부하기 싫어하는 평범한 “동네 아줌마들”로 환경·생태 의식도 

거의 없었고 에너지전환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나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의 

권유나 활동의 재미를 매개로 에너지자립마을활동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활동을 통해 

에너지 시민성이 조금씩 자라나고 자신들의 인식이나 지식의 모자란 부분을 발견하면

서 이를 채우기 위해 스스로 학습하고 다른 참가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

해 에너지 시민성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관악에코마을 사례는 애초에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 관련 활동을 스스

로 시작했던 성대골 사례와 달리, 아무런 인식이나 관심, 사전 지식이 없는 시민들이 

에너지전환 활동을 통해 에너지 시민성을 획득하고 커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에너지 시민성의 획득과 함양이 소수의 제한적인 시민들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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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적으로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학습이 우선적

으로 이루어져야 에너지 시민성이 형성되거나 강화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경향이 있

지만 다양한 에너지전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에너지 시민성의 씨앗을 키울 수 있고, 

그 활동 과정을 통해 학습에 대한 요구가 생겨나거나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에너지자립마을사업 참여자들은 학습한 후 실천한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학습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활 태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예전에는 무관심했던 에너

지 문제를 자기 삶의 중심에 놓고, 에너지의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더 많은 에너지 소비를 통해 편하고 편리한 삶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서 

오히려 불편함을 감수하는 쪽으로 바꾸어나간 것이다. 

(2) 에너지협동조합과 에너지 시민성

서울시 에너지 정책 중에서 에너지협동조합을 위한 직간접적 지원 역시 에너지 시민

성을 고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서울시는 협동조합에 대한 공공부지 제공, 

FIT, 공공건물 태양광 임대료 인하 등 다양한 태양광 지원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주도

하는 에너지협동조합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런 서울시의 적극적인 태양광 지원정책이 

서울시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우호적인 정부 정책과 수익성만이 에너지협동조합이 활성화되었던 원인은 아

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으면서 환경·에너지 위기 해결방안을 고민하던 지역 활

동가들이나 단체가 에너지협동조합 설립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태양광바람에너

지협동조합은 지역 내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고,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

합은 환경단체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은 지역에너지전환을 

목표로 조합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특히, 절전소 운동, 명

예발전소장제도 등을 통해 조합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참여를 끌어내면서 에너지 시

민성 확대에 기여하였다. 

김주영(2018)은 에너지협동조합의 조합원 개개인의 생애사 연구를 통해 이들의 에너

지 시민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강화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 문제

에 대한 인식이나 사전 지식이 없었던 참여자는 조합활동을 통해 에너지 문제를 인식

하고 에너지전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등 에너지 시민성이 형성되어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합원이 되기 전에 친환경 경험, 지적 호기심, 사회참여의 경험 등

을 통해 일정 정도 에너지 시민성을 담지하고 있던 조합원들은 개인 차원에 머무르던 

인식과 행동이 집단 수준으로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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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소통의 장과 에너지 시민성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기획 과정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2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

하는 16차례의 자문회의를 운영함과 동시에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통로도 마련하였

다. 2012년 2월 21일 ‘원전하나줄이기 서울시민 워크숍’을 열었고 4월 16일에는 “시

민대토론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원전하나줄이기 2기 출범을 위해 

2014년 3월 12일 “소셜픽션으로 그리는 에너지 자립도시 서울”을 주제로 대토론회

를 개최하였고 6월 26일에는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청책토론회”를 열기도 하였다.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통해 나온 결과를 시에 

제안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정보의 공유와 홍보, 대화와 소통, 학습과 교육의 효과를 

갖는다.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원전하나줄이기의 비전과 가치, 목적과 목표를 이

해하면서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인식하면서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여러 시민들과

의 만남과 대화, 소통을 통해 혼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에너지전환 노력에 

더 열심히 나설 수 있게 된다. 이는 환경문제의 ‘기든스의 역설(Giddens Paradox)’

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45)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는 한층 더 에너지 시민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대표적으로, ‘2019 온실가스 감축, 시민이 답하다!’를 표어로 내건, 2019년 10월 1일

에 열린 시민토론회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토론회는 이전 8월 13일부터 9월 10일에 

이르기까지 약 한 달간 서울시의 10개 자치구를 돌아가며 열었던 릴레이 워크숍을 

마무리하는 자리였다.46) 시민이 제안하는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도출하는 것

이 목적이었다. 참여한 시민들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의견을 갖게 

되었고, 2,000TOE 이상 소비하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 감독 

정책에 대한 지지도 높아졌다. 또한, 교통부문 수요관리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해서도 

자동차 보유와 부담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45) Giddens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의 위험이 가시적이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거의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무시무시한 위험이 다가와도 대부분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뿐, 자신의 생활 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려하지 
않는다.”는 것임(Giddens, 2009).

46) 서울시는 공모절차를 통해 구별로 50~100명 사이의 참여 인원을 모집했는데 10개 구가 지원하여 연속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함(강남/송파/서초는 하나의 구로 참여). 워크숍은 숙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매회 참가자에 
대한 사전 인식 조사를 하고 전문가 발제를 들은 후 참여자들끼리 토론해서 도출한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총 646명이 참가하였으며, 마지막 시민대토론회 역시 원탁토론회 방식으로 토론과 숙의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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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외 다양한 사업들과 에너지 시민성

앞서 기술한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이나 에너지협동조합 활동만이 아니라 에코마일리

지나 미니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등과 같은 서울시 사업도 에너지 시민성을 고양하는 

데 기여하였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에너지 감수성과 민감성을 

갖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경제적 동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사업의 취지

를 알게 되면서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시민성 

형성의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에코마일리지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미니 태양광은 대부분의 설치 시민들에겐 생애 처음으로 설치하는 재생에너지 설비일 

가능성이 높다(백종학·윤순진, 2015).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이전에 전적으로 에너지 

소비자로만 머물렀던 데서 벗어나 에너지 생산자의 정체성을 가질 기회가 되며 개인

이나 가정 수준에서도 작지만 에너지전환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에너지 문제를 보다 민감하게 느끼면서 관심을 두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 에너지 시민

성의 함양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백종학·윤순진(2015)의 연구에 따르면 미니태양

광 설치 시민들은 미니태양광이 주는 경제적 이익이 기대만큼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

고 설치 행위 자체로 자신이 환경 개이나 기후 대응을 위해, 또는 미래 세대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이러한 인식은 에너지 시민성의 형

성과 배양에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에너지자립마을사업의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성대골과 관악에코마을 두 사례는 주로 

저층 주거지를 배경으로 한다. 하지만 아파트단지에서 추진한 에너지자립마을사업 또

한 참여자들의 에너지 시민성 형성과 함양에 기여하였다. 그간 아파트는 투자의 대상

이거나 이웃 간 단절과 고립의 공간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공동 이용 공간을 

활용한 아파트 에너지자립마을사업으로 이웃 간 정보가 교류되고 이웃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생겨나며 상호 소통하며 협력과 연대의 공간으로 변화되면서 공동체가 활성화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윤순진·박종문, 2017). 현재 서울시는 물론이고 한국 사

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주거 공간인 아파트가 지역 에너지전환 운동의 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참여 주민의 에너지 시민성이 발아되고 성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대문구 홍릉동부센트레빌 아파트와 휘경베스트빌 현대아파트 사례는 

아파트 전 세대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여 이를 공동자산화한 사례로 공동체에너지운

동이 지역에너지전환의 의미 있는 ‘틈새(niche)’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에너지 시민성과 원전하나줄이기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3-13]과 같다.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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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과 전문가의 자문, 에너지 시민성을 지닌 소수의 시민이 만나서 원전하나줄이

기 정책을 출범하고 이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민의 에너지 시민성은 더욱 

강화되고 참여 시민들은 에너지 시민성을 획득하고 함양해가게 된다. 그리고 이런 에

너지 시민의 증가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성과는 더욱 커지고 사업은 촉진될 수 있

을 것이다.

[그림 3-13] 원전하나줄이기와 에너지 시민성의 관계 

6_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의 확산 

1) 정부 간 정책 확산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2012) 실행 이후, 에너지 정책 실행기관(중간조직), 시민참여 

거버넌스, 에너지자립마을,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 등과 같은 다양한 서울시 정책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었다. 특히, 해외 도시에서도 서울의 에너지 정책은 도시 에너지

전환 사례로 벤치마킹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 탈핵을 선언한 대만은 서울시 

전문가 및 시민활동가를 초대하여 에너지자립마을, 미니태양광 등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하기도 하였다(윤순진, 2015; 정희정, 2017). 

(1) 국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정책은 주로 법정계획인 지역에너지계획47)을 중심으

로 이루어졌으나, 지자체의 독립적인 에너지 계획이라기보다는 정부 정책을 준수하는 

형식적 의미가 컸다. 지역 차원의 에너지 정책, 특히 기존 중앙집중식 에너지 정책과는 

47) 「에너지법」 제7조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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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연성에너지(soft 

energy)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지역 에너지계획의 필요성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

고, 밀양 송전탑 문제, 2011년 대정전을 겪으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서울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방정부로서는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

지 효율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적인 지역에너지전환계획인 ‘원전하나줄이기’ 정

책을 수립하였으며, 나아가 시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정책을 수립·실행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 왔다. 

2012년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를 시작으로 많은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에서 지역에

너지계획 혹은 별도의 비법정 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자립률 제고, 온실

가스 절감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 목표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 

경기도는 2030년까지 전력자립률 70%를 목표로 하는 ‘에너지 비전 2030’을 수립하

였으며, 충청남도 역시 법정 계획인 지역에너지계획과는 별도로 ‘2020 지역에너지 

종합계획’을 같은 해에 수립하였다. 지역에너지 종합계획에는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보급을 통해 약 1천 6백만 TOE에 해당하는 전력 소비량 절감을 목표로 설정

하였다. 특히, 이와 같은 지자체의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에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의 

경험은 큰 기여를 하였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에너지 비전 2030’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과 서울시 에너지 정책 자문위원들이 참여하여 의견

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직개편, 에너지기금 확보, 미니태양광 사업, 에

너지 거버넌스 등이 적극 반영되었다. 2015년 11월 24일에는 이들 지방정부의 에너

지전환 계획을 바탕으로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도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이 에너지전환 공동선언48)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는 타 지역의 에너지 정책 수립에도 반영되고 있으며, 세부사

업도 국내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49) 경기도, 안산시, 순천시, 전

주시 등에서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를 지역에너지 정책 수립에 반영하였으며, 2017

년에는 서울시가 제작한 원전하나줄이기 매뉴얼을 수원시와 당진시에 전달하기도 하

였다. 이외에도 미니태양광 확대사업, LED 보급사업, 에너지자립마을, 서울형 FIT 등 

48) 공동선언은 ①에너지 수요관리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애 지역에너지 자립도를 향상하고, 이를 통해 원전과 
석탄 발전소를 대체, ②분산형 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신산업 육성, ③지자체 간 협력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여형
범, 2016). 

49) 서울시, 2016, 「원전하나줄이기 우수성 확산방안 컨설팅 용역」 내용을 참조하였으며, 2019년까지의 내용을 
추가 보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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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하나줄이기의 세부사업을 벤치마킹하는 사례도 많이 생겼다.

미니태양광 사업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으

며, 광주, 산업단지공단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LED 교체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사업 모델을 벤치마킹하였다. 즉, 초기 LED 교체 사업비는 공단에서 부담하고, 이후 

LED를 이용한 에너지절감액에서 사업비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서

울형 FIT을 벤치마킹하여 경기도형 FIT을 도입했고, 전북은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을 수립하는데 서울시의 사례를 다수 참고하였다. 2017년에는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

산시 관계자들이 서울에너지공사를 방문하여 공사 설립과 운영 노하우, 추진 중인 주

요사업 등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관련사업 지자체 비고

원전하나줄이기
경기도, 안산시, 순천시, 전주시, 

수원시, 당진시
- 지역에너지정책 수립에 반영
-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매뉴얼 참조

미니태양광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합천군, 
성남시, 시흥시, 광명시, 김해시, 
수원시, 안양시, 완주군, 파주시 

등

- 미니태양광 사업 시행

LED 광주광역시, 산업단지공단
- 한국정책금융공사 초기사업비 부담 

이후 에너지절감액에서 상환

에너지자립마을 전주시, 전라북도

- 전주시의회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벤치마킹 위해 ‘성대골 마을’ 방문

- 전북형에너지 자립 시범마을 조성방
안 연구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FIT)

경기도 - 경기도형 FIT 도입

서울에너지공사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 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노하우

참고: 서울대학교(2016), 원전하나줄이기 우수성 확산방안 컨설팅 용역 p.64 및 저자의 관련 논의 
참여 경험을 토대로 작성

[표 3-39] 국내 벤치마킹 사례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은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 전환에 큰 역할을 하였다. 제3

차 에너지기본계획(2019)에서는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에너지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고, 수요부문 중심의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전환, 원전과 석탄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연료믹스 전환, 그리고 분산형 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대 등을 주요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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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서울시 에너지 정책은 국외에서도 다수 벤치마킹하였는데, 2012년 서울시 건물효율

화 벤치마킹을 위해 싱가포르 건설청이 방문하였으며, 2015년 ICLEI 총회가 서울에

서 개최되면서 참석한 시장단이 강동구 십자성 마을과 암사 태양발전소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관련사업 국가 및 도시 비고

서울시 
에너지 정책

싱가포르 건설청 2012년 싱가포르 건설청장 외 12인 방문

2015 ICLEI 시장단 강동구 십자성 마을, 암사 태양광발전소 방문

원전하나 
줄이기

대만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에 대한 대대적 보도 / 대만 내 
19개 지자체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 원전하나줄이기 
세부사업(에너지자립마을, 미니태양광 등) 벤치마킹

암스테르담시
서울시 방문을 통해 원전하나줄이기 및 관련세부 사업 

설명·토론

참고: 서울대학교(2016), 원전하나줄이기 우수성 확산 방안 컨설팅 용역 

[표 3-40] 국제 벤치마킹 사례

특히, 대만 정부 차원에서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벤치마킹한 사례가 대표적

으로 대만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대만은 2025년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

하기로 하고,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탈원전 정책을 법제화한 이후, 탈원전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과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계획 및 실천사업에서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를 모델로 하였다. 원전하나줄이기 세부사업 중 미니태양광 발전기 보급사업과 

에너지자립마을은 대만에서 벤치마킹한 주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대만은 에너지

자립마을인 ‘성대골’ 주민들을 초청하여 에너지자립마을 운영과 미니태양광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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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2017년 10월, 대만 정부와 성대골 주민과의 간담회

자료: 오마이뉴스(2017.10.26.), “대만에 부는 에너지 한류 바람”.

2) 학술적 영역에서의 서울시 에너지전환 연구

서울시 에너지전환에 대한 학술적 연구활동을 파악해 보기 위하여 서울시 원전하나줄

이기, 서울시 태양광, 서울시 에너지 자립, 서울시 에너지 효율, 서울시 에너지 시민 

참여, 서울시 에너지 거버넌스, 서울시 미니 태양광, 서울시 LED, 서울시 에너지자립

마을, 서울시 에코 마일리지, 서울시 BRP, 서울시에너지 정책 등을 검색어로 하여 아

래 학술정보 사이트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Ÿ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50)

Ÿ 한국학술정보51) 

Ÿ 누리미디어 DBpia52)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의 에너지 정책 및 관련 사업에 관한 국내 학위 논문은

총 28편으로 박사학위 논문이 7편, 석사학위 논문이 21편이다. 2013년부터 발간되

어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에 10편으로 가장 많은 학위논문이 게재되었으나, 2019년 

50)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http://www.riss.kr
51) 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http://kiss.kstudy.com/
52) http://www.db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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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였다. 2013~2014년 초기 논문들에서는 원전하나줄이기가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는 수준이라면, 이후 발표된 학위논문은 대부분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자체 

또는 관련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학위논문 1 2 6 5 5 7 2 28

[표 3-41] 국내 학위논문 게재 수

학위논문의 내용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에너지자립마을을 포함한 거버넌스, 시민참여 

관련 연구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양광 사업에 관한 연구가 4건으로 나타나 

일부사업에 대한 정책 연구와 시민참여 및 거버넌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전하나줄이기를 직접적인 주제로 다루지 않은 기타 영역을 제외한 19건의 학

위논문 중 시민참여와 거버넌스와 관련한 주체를 다룬 학위논문은 2015~2019년까

지 지속적으로 게재되었다.

연구대상 주요내용 건 수

태양광
태양광 발전 활성화, 미니발전소와 

에너지시민성

1(2015), 1(2016), 1(2017), 

1(2018)

시장 리더십 에너지 정책 관련 시장 리더십 1(2016)

에너지 정책 
거버넌스·시민참여

시민참여 절전소 운동, 에너지자립마을, 
네트워크 거버넌스

4(2015), 3(2016), 2(2017), 

2(2018), 1(2019)

에너지효율 건물에너지효율, 시민의식과 에너지효율 1(2017), 1(2019)

기타
녹색건축인증, ESS, 프로슈머, 

에너지소비, 탄소모니터링, 태양광 성능

1(2013), 2(2014), 1(2015), 

1(2017), 4(2018)

[표 3-42] 국내 학위논문의 연구 대상

2013~2019년 학술지 게재 건수는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10편으로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되었으나 학위논문과 마찬가지로 2019년 감소하였다.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학술지 1 3 7 6 9 10 3 39

[표 3-43] 국내 학술지 게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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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연구 대상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 태양광 사업이나 태양광 발전 관련 연구를 

수행한 논문이 12건, 도시 에너지전환 관점에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자체를 연구한 

논문이 10건, 에너지자립마을, 협동조합 등 시민참여와 거버넌스를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이 8건으로 나타났다.

학위논문과 마찬가지로 태양광 사업, 에너지자립마을 등 시민참여·거버넌스와 같은 

세부사업을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으로 대부분 주제가 한정되어 있긴 하나 도시 에너

지전환 관점의 서울시 정책 자체를 검토한 논문도 10건으로 나타나 도시 에너지전환

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이나 에코마일

리지 사업에 대한 내용도 연구 대상이 되어 학위논문에 비해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 주요내용 건 수

원전하나줄이기 도시 에너지전환, 정책 분석, 정책 비판, 지속가능성 전환 10

태양광
태양광발전 활성화, RPS제도, 주민참여형, 참여모델, 미니태양광, 

보조금, 입지
12

시민참여·거버넌스 에너지자립마을, 민관협치, 에너지협동조합, 환경에너지 거버넌스 8

시장 리더십 에너지 정책 관련 시장 리더십 1

건물에너지효율화 그린캠퍼스, 공동주택 2

에코마일리지 모델링, 시민동기 2

기타 에너지협동조합, 탈핵, 스마트 조명 등 4

[표 3-44] 국내 학술지의 연구 대상

학위논문과 학술지 연구대상을 종합적으로 보면 시민참여·거버넌스와 관련한 내용을 

가장 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 시민성을 강조한 논

문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서울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에너지정책 중에서도 특히 에너

지자립마을이 거버넌스 측면에서 성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학위논문과 학술지 게재 수는 모두 2019년 감소하였는데, 이는 서울의 원전하나줄이

기 정책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면서 관심도가 낮아졌을 수 있고, 서울시에서 

‘태양의 도시, 서울’을 내세우며 태양광 보급 정책에 집중함으로서 상대적으로 원전하

나줄이기와 관련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저하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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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게재지 제목 발행연도 저자

1
환경사회학연구 

ECO
도시의 에너지전환 분석 :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중심으로
2016

안정배, 
이태동

2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에너지전환을 위한 태양광발전 활성화 방안 

연구
2016

최승국, 
최근희

3 공간과 사회
서울시 성대골 사례를 통해 본 도시 

지역공동체 에너지 전환운동에서의 에너지 
시민성 형성 과정

2016
박종문, 
윤순진

4 공간과 사회
통합 다층적 거버넌스 시각을 이용한 

서울의 에너지전환 분석
2016 김하나

5 공간과 사회
에너지전환운동 과정에서의 생태시민성 
학습 : 서울시 관악구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2016

조미성, 
윤순진

6 공간과 사회 파리협정과 도시에너지전환 2016 이태화

7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서울시 ‘의사소통형’ 정책거버넌스와 사회적 
가치: ‘원전하나줄이기’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2017 이원재

8
한국의회발전연구

회 의정연구
대안적 에너지 정책에 대한 탐색: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과 거버넌스의 역할

2017 이주헌

9
한국 NGO 학회 

NGO연구 
민관협치를 바탕으로 한 시민정치: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2017 라미경

10
한국생태환경건축

학회 논문집

서울시 햇빛지도 기반의 RPS제도를 
고려한 옥상녹화 연계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경제성 분석
2017

김태한, 
이소담, 
박정현

11 공간과 사회
공간성을 통해 본 아파트 에너지전환 
운동의 확산 양상: 서울시 아파트단지 

에너지자립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2017

윤순진, 
박종문

12 서울도시연구
그린캠퍼스 조성을 위한 건물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연구
2017

김민경, 
박권숙, 
김세용

13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에코마일리지를 통해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하는 

시민들의 동기분석
2017

유주연, 
여지원, 
조은별

14 사회과학연구
공동체에너지 개념을 통해서 본 

에너지협동조합의 설립과정과 역할
2017

박종문, 
이성재, 
윤순진

15 GRI 연구논총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전환 및 

기후변화대응 노력 현황 및 확산 방안에 
대한 연구

2017
김하나, 
박훈

16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원전하나줄이기 정책분석을 통한 틈새발굴 
: 온도보정과 패널분석을 토대로

2018 김민수

[표 3-45] 국내 학술논문(201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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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한국공간환경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서울시 전환 정책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18 이상헌

18
한국 NGO 학회 

NGO연구 

사회-기술 시스템 전환과 서울시 
환경에너지 거버넌스: ‘원전하나줄이기’ 

사례
2018 허태욱

19
환경사회학연구 

ECO 

지속가능성 전환의 관점에서 본 서울시 
정책 평가: ‘공유도시’와 에너지전환 정책을 

중심으로
2018

김민재,박
순열,김지
혜,안새롬,

구도완

20
한국신재생에너지

학회
서울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 모델 

및 활성화 방안
2018

김희동, 
정훈택, 
김명호, 
조가영

21 건축환경설비
서울시 에너지 현황과 태양광 발전 

참여모델 구축 방안
2018

조가영, 
이재석

22
한국신재생에너지

학회
서울시 공공부지 태양광 발전사업 개선방안 

연구
2018

임현지, 
권필석, 
윤성권, 
김윤성

23
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공동주택에서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등급별 설계요소에 따른 에너지 

소요량 분석
2018

이은주 
최민지, 
김동구

24 GRI 연구논총
Performance Evaluation of Seoul’s 
Eco-Mileage Program Using the 

Logic Model
2018

임성은, 
강현철

25 과학기술연구
에너지전환 실험의 장으로서 한국 리빙랩의 

경험: 성대골의 도시지역 미니태양광 
사례를 중심으로

2018
김준한, 
한재각

26 서울도시연구
시 자치구 미니태양광 보조금 확산과 정책 

효과 분석
2019

한진이, 
윤순진

27 서울도시연구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2019

이동성, 
임재욱

28
한국태양에너지학
회 술대회논문집

서울시 태양광발전시스템 보급 및 운영현황 
분석

2019 조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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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구분 학위 제목
발행
년도

저자 학교 전공 주제어 내용

1 박사
1.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시장 리더십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중심으로

2016 권정현
숙명
여자

대학교

행정
학과

환경정책, 정책결정과정, 
리더십, 시장

시장의 리더쉽

2 석사
에너지전환을 위한 태양광발전 활성화 방안 

연구
2016 최승국

서울
시립

대학교

도시
행정
학과

에너지전환, 태양광, 
태양광발전, 햇빛발전, 

원전하나줄이기, 
에너지협동조합, 미니태양광, 
에너지정책, 재생가능에너지, 
리더십, 거버넌스, 시민참여, 

FIT(발전차액지원제도)

태양광발전 확대정책

3 석사
에너지전환운동 모임의 형성과 학습과정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관악주민연대 절전소 

운동을 중심으로
2016 조미성

서울
대학교

사범
대학  

환경교
육전공

에너지전환, 절전소 운동, 
사회적관계망, 통제감과 

권능감, 실행공동체, 
사회환경교육

에너지 절전소, 시민참여

4 석사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형성된 에너지 시티즌십에 대한 연구
2016 최한솔

경희
대학교

사회
학과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시민성, 협력적 

거버넌스, 에너지 절전 운동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시민성

5 박사
에너지전환을 위한 주민주도 

에너지자립마을의 틈새전략-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을 중심으로-

2016 이유진
서울

대학교
환경계
획학과

에너지자립마을,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전략적 
틈새실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 에너지전환, 
지역에너지 

에너지자립마을, 시민참여

[표 3-46] 국내 학위논문(201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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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위 제목
발행
년도

저자 학교 전공 주제어 내용

6 박사
아파트 거주자의식과 에너지효율성과의 관계 

:서울시 신대방 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2017 최타관

서울과
학기술
대학교

에너지
정책
학과

공동주택, 에너지 소비자의식, 
에너지 절약교육, 에너지 
절약정보, 에너지효율성

에코마일리지, 스마트그리드, 
미니태양광, LED 조명, 

원전하나 줄이기

7 석사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의 전력절감효과 및 

요인분석 
2017 이진우

고려
대학교

기후환
경학과

원전하나줄이기, 
에너지자립마을, 

신재생에너지, 시민참여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참여 
가구의 전력사용량 데이터 

분석

8 석사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에너지 
시민성 관점을 중심으로

2017 김현수
서울
시립

대학교

도시행
정학과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미니태양광, 에너지 시민성

에너지 시민성의 유형과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활성화 요소와의 상관관계

9 석사
녹색건축인증제도가 아파트단지 관리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7 이경택

중앙
대학교

도시계
획부동
산학과

온실가스, 녹색건축 인증제도, 
관리비 절감, 다중회귀분석

녹색건축 인증제도가 
아파트단지 관리비에 미치는 

영향

10 석사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정책효과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중심으로
2017 이윤규

서울
대학교

행정
학과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네트워크 거버넌스 효과,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성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수준이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11 박사

Economic analysis of energy storage 
system considering electricity tariffs in 
Korea: focus on complex facility in the 

Seoul city

2018 박성희
연세

대학교

융합기
술경영
공학

Energy Storage System, 
Empirical study, Economic 

analysis

서울시 내 대규모 융·복합 
시설의 ESS 운영 사례를 

대상으로 경제성 분석을 실시

12 박사
생애주기 이론에 기반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경제성 평가: 서울시 업무용 건축물 
사례

2018 이성호
강원

대학교
부동산
학과

지속가능성, 녹색건축인증, 
그린리모델링, 생애주기비용 

분석, 비용편익분석

녹색건축인증 업무용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경제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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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위 제목
발행
년도

저자 학교 전공 주제어 내용

13 박사
Design of P2P energy trading platform 
for energy prosumers in social  smart 

grid
2018 강동주

연세
대학교

경제
학과

주제어에너지 프로슈머, P2P 
거래, 소셜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스마트그리드, 빅데이터, 

스마트미터링, 태양광(PV),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 새로운 
키워드 및 거래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마이크로그리드 
및 나노그리드(HEMS) 기반의 
에너지프로슈머 관련한 소셜 

스마트그리드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및 협력에 대한 의사결정 

알고리즘을 제안

14 석사

환경에너지 정책 과정에서 거버넌스 체제 및 
참여자 역할 모색: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 
정책 및 신고리 원전 공론화 과정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2018 박진아
연세

대학교
행정
학과

거버넌스, 환경, 환경 
거버넌스, 시민 참, 심의 

민주주의, 갈등 해결

갈등 해결 기제로서 거버넌스 
체제가 작동되었던 에너지 

정책 관련 이슈로서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와 

'신고리5·6호기원전공론화‘'  
사례를 분석

15 석사
서울시 녹색건축인증 아파트의 에너지소비 
특성 연구: 계획·설계 요소와 에너지 소비 

연관성 분석 중심으로
2018 공경배

서울
시립

대학교

건축
공학과

녹색건축, 녹색건축 계획요소, 
에너지소비, 주동의 형태 및 
향, 통풍, 단지내 기류흐름

아파트를 대상으로 
계획·설계적인 요소와 에너지 
소비 특성의 연관성을 조사 

분석

16 박사
소규모 태양광발전 가치평가를 통한 'RPS' 

제도 개선: '서울형'과 '정부형'의 경제성 비교
2018 김태호

동국
대학교

식품산
업관리
학과

태양광발전, RPS, FIT, 
서울형 FIT, NPV, IRR, 

경제성 분석, 가치평가, REC

‘서울형지원제도’ 범위에 있는 
2가지 태양광발전사업 

투자유형(Case 1, 3)과 
‘정부형지원제도(RPS)’의 범위 

내에 있는 2가지 
투자유형(Case 2, 4)을 

대상으로 각각 경제성을 비교, 
투자 가치의 유무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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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위 제목
발행
년도

저자 학교 전공 주제어 내용

17 석사
지방정부의 에너지거버넌스가 정책효능감과 
에너지시민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기도 
안산시와 서울시 성북구 사례를 중심으로

2018 신근정
한양

대학교
시민사
회학과

에너지

에너지정책에서 
에너지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할 
때 지방정부의 역할과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확인

18 석사
건물과 지역요인을 고려한 서울시 

건물에너지 소비 실증분석
2019 이수진

서울
시립

대학교

도시
공학과

건물에너지, 건물요인, 
지역요인, 다층모형

건물과 지역 요인을 고려하여 
서울시 건물에너지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

19 석사
서울시 저층주거형 에너지자립마을 

사례연구를 통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적 
발전 요인 분석

2019 유진영
홍익

대학교
도시

계획과

에너지자립마을,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업,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전환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에너지자립마을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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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국제적 인지도

서울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수상 현황을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시작된 2012년부

터 2019년까지 검토한 결과 총 11건으로 나타났다. 수상 내용을 살펴보면 원전하나

줄이기, 태양광 정책, 에코마일리지 등 도시 내 에너지 정책 우수 사례에 대한 수상이 

주를 이루며, 2019년에는 도시가 아닌 개인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저탄소 녹색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박원순 시장이 수상하였다. 이러한 서울시의 에너

지·환경 정책 우수 사례 수상은 국제적으로 서울시의 친환경 이미지를 고양하고 위상

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평가된다. 

구분 행사명 수상명 주최기관 비고

2013
World GBC 

Awards 2013
Climate Action 

Leadership Award

세계그린빌딩협의
회(World Green 

Building 
Council, 
WGBC)

‘원전하나줄이기’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한 노력과 
에너지 소비가 많은 

대도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에너지 환경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

2013

UN공공행정상
(UN Public 

Service 
Awards, 
UNPSA)

4개 분야 수상: 
서울시민복지기

준(시민참여 촉진 
분야), 

에코마일리지제도(시
민참여 촉진 분야), 
여성 1인가구 종합

지원정책(성인지 정책 
분야), 반부패 

청렴건설행정시스템
(부패 방지 분야)

UN경제사회처(U
NDESA), 

공공행정발전국
(DPADM) 에서 

주관

전 세계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 또는 정책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우수 
정책사례를 선정

2014

City Climate 
Leadership 
Awards by 

C40 
Cities-Sieme

ns 2014

도시기후리더십상
C40 

기후리더십그룹
(C40)

원전하나줄이기와 태양광 
사업(‘햇빛도시 서울’ 

프로젝트)으로 ‘그린 에너지’ 
분야에서 도시기후리더십상을 

수상

2014

2014 
세계환경도시상
(Earth Hour 

City 
Challenge 
Awards, 
EHCC)

국가별 우수 도시

세계지방정부(ICL
EI), 

세계자연기금(W
WF) 공동 주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도시: 각 국가 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도시

[표 3-47] 서울시 에너지 정책 관련 수상 현황 및 주요내용(2013~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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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15 
세계환경도시상
(Earth Hour 

City 
Challenge 
Awards, 
EHCC)

글로벌 최우수 도시상

세계지방정부(ICL
EI), 

세계자연기금(W
WF) 공동 주관

세계 163개 도시 중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도시를 ‘글로벌 최우수 

도시’로 선정

2015

Sustainia 
Awards 2015 

(Top 10 
Finalists),

Top 10 Finalist
Sustainia(코펜하
겐 기후협의회)

에코마일리지 제도

2015
One Planet 
Challenge 

Award, 2015
원플래닛챌린지상 세계자연기금 -

2016

Sustainia 
Awards 2016 

(Top 10 
Finalists)

Sustaina 100
Sustainia(코펜하
겐 기후협의회)

자원공유 부문(Car Sharing)

2019
C40 블룸버그 

어워드
도시기후리더십상

C40 
기후리더십그룹(C
40)과 블룸버그 

재단

‘태양의 도시, 서울’로 수상, 
서울시 태양광 사업, 

온실가스 감축, 고용창출, 
저소득층 지원 등 ‘공동편익 

창출’ 높이 평가

2019

제1회 
대한민국 

솔라리그(K-So
lar League)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한국에너지공단, 
전국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전국시민발전협동

조합연합회, 
지역에너지전환전
국네트워크 공동

재생에너지 보급(미니태양광) 
확산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

2019

제7차 선전 
저탄소도시 

국제포럼(The 
7th 

Shenzhen 
Low Carbon 
City Forum)

글로벌 저탄소 녹색 
블루스카이상(개인부

문 박원순 시장 수상)

중국 선전시, 
유엔 

산업개발기구 
블루스카이상 
조직위원회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위한 
서울시 정책으로 ‘저탄소 

녹색발전에 기여한 개인부문’ 
수상

참고: 서울대학교(2016), 원전하나줄이기 우수성 확산방안 컨설팅 용역 내용 추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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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 및 추진체계의 
개선사항

1_전문가가 진단하는 개선점

1)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 및 제도의 실효성, 실행조직 체계의 효율성, 시민참여 거버넌

스 등 정성적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과 에너지전환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

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학술기관, 시민단체, 위원회 등 

에너지·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45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 방식은 온

라인 조사로 2019년 10월 한 달간 진행되었다.

설문 항목은 ‘에너지 정책 및 제도의 실효성’, ‘실행조직체계의 효율성’, ‘포스트 원전

하나줄이기 핵심 키워드’로 구분하였으며, 에너지 정책 및 제도의 실효성 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에너지 절감, 에너지 복지, 에너지 일자리, 에너지 시민참

여로 세분화하여 설문을 수행하였다.

구분 설계내용

조사 대상 학술기관, 시민단체, 위원회 등 에너지·환경 분야 종사하는 전문가 45인

조사 방법 개별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 기간 2019년 10월 1일 ~ 10월 31일

항목 구성

Ÿ 에너지 정책 및 제도의 실효성: 신재생에너지, 효율 및 절감, 복지, 일자리, 시민참여

Ÿ 실행조직체계 효율성: 부서 역할분담·협조, 서울에너지공사 역할

Ÿ 포스트 원전하나줄이기 방향 설정 핵심 키워드

[표 4-1] 전문가 설문조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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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및 제도의 실효성

서울시 정책 및 제도의 실효성 평가 결과, 우수 이상의 평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68.9%, 에너지 효율 정책은 55.6%, 에너지 절약 정책은 62.2%, 에너지 복지 정책은 

48.9%, 에너지 일자리 정책은 26.7%, 에너지 시민참여 정책은 77.8%로 나타나 일자

리 분야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정책의 실효성이 우수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에너지 

효율 정책은 우수하다는 평가가 절반 이상인 것과 대비하여 미흡하다는 의견도 20%

를 차지하며 상반된 평가를 보였으며, 에너지 일자리 분야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24.4%로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5점 척도53)로 각 정책 간 

평가를 비교하였을 때, 에너지 시민참여 정책, 신재생에너지 정책, 에너지 절약 정책, 

에너지 효율 정책, 에너지 복지 정책, 에너지 일자리 정책 순서로 실효성이 높은 것으

로 평가되었다. 

정책 분야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신재생에너지 0.0 4.4 26.7 40.0 28.9

에너지 효율 0.0 20.0 24.4 37.8 17.8

에너지 절약 0.0 6.7 31.1 37.8 24.4

에너지 복지 0.0 11.1 40.0 42.2 6.7

에너지 일자리 2.2 22.2 48.9 26.7 0.0

에너지 시민참여 0.0 2.2 20.0 46.7 31.1

[표 4-2] 서울시 에너지 정책 실효성 설문 결과
(단위: %)

 [그림 4-1] 서울시 에너지 정책 
실효성 평가 점수

(1) 태양광

서울시 태양광 정책 및 제도의 실효성 평가 설문 결과, 우수 이상의 평가가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73.3%, 미니태양광 지원금은 60.0%, 공공건물 옥상 태양광 임

대료 조례 개정은 68.9%, 신축건물 신재생에너지 의무도입제도는 77.8%, 서울시 태

양광 시민펀드는 44.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우수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신축

건물 신재생에너지 의무도입제도와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미흡하다고 평가한 

53) 매우 미흡 1점, 미흡 2점, 보통 3점, 우수 4점, 매우 우수 5점으로 한 결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실효성을 
높게 평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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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가 5% 미만이고, 우수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여 실효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태양광 시민펀드는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미흡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7.8%로 가장 높았다. 이는 서울시 태양광 시민펀드가 1회에 

그쳤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0.0 4.4 22.2 42.2 31.1

미니태양광 지원금 2.2 4.4 33.3 42.2 17.8

공공건물 옥상 
태양광 임대료 조례 

개정
0.0 6.7 24.4 48.9 20.0

신축건물 
신재생에너지 
의무도입제도

0.0 4.4 17.8 46.7 31.1

서울시 태양광 
시민펀드

2.2 15.6 37.8 28.9 15.6

[표 4-3] 태양광 제도 실효성 설문 결과
(단위: %)

[그림 4-2] 신재생에너지 제도 실효성 평가 
점수

태양광 보급을 위한 중요 정책 및 제도를 설문한 결과, 1순위는 ‘서울시 공공건물 및 

유휴지 태양광 설치 확대’, 2순위는 ‘신축건물 재생에너지 의무도입제도 강화’, 3순위

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 등 에너지 신사업 육성’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에서 중점적

으로 추진 중에 있는 미니태양광 보조금 지원 정책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아닌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태양광 지원제도가 이미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우선순위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베란다 미니태양광

에 대한 과잉 경쟁 문제와 지원금 과다로 인한 비효율적인 설치와 같은 문제 등이 결

과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었던 서울시의 베란다 태양광

이 확대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설치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격 미달의 업체들이 참여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사용자는 설치한 태양광 시

설에 대한 유지관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서울시와 서울시 시

민참여 거버넌스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베란다 미니태양광에 대한 지원금을 

낮추고 업체의 유지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개선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공공부지 설치 확대와 신축건물 태양광 의무화 등이 높은 우선순위에 있어, 시의 더욱 

적극적인 태양광 직접투자 및 규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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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점수*

서울시 공공건물 및 유휴지 태양광 설치 확대  18 7 7 32 100.0

신축건물 재생에너지 의무도입제도 강화  10 11 7 28 78.7

소규모전력중개시장 등 에너지 신사업 육성  6 5 8 19 48.0

소규모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 확대  4 7 6 17 42.7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지원 강화  2 7 8 17 37.3

홍보 강화  4 0 4 8 21.3

태양광 기술 R&D 지원  1 4 1 6 16.0

지역간 재생에너지 상생 협력 강화  0 3 3 6 12.0

미니태양광 지원금 확대  0 1 1 2 4.0

* 각 항목별로 획득한 순위점수(선택자수X순위요율(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를 합산한 뒤, 
최고점수를 획득한 항목을 100으로 환산하여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 상대비교한 점수

[표 4-4] 태양광 보급을 위한 중요 정책 및 제도
(단위: 응답자 수)

태양광 확대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1순위가 ‘낮은 에너지 요금으로 인한 시민 관심 

부족’, 2순위가 ‘유휴부지 부족’, 3순위가 ‘태양광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태양광 시설 문제에 대한 언론의 과장 보도, 나아가 잘못된 정보가 실제로 

태양광 확대에 중요한 장애 요인으로 평가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점수*

낮은 에너지 요금으로 인한 시민 관심 부족  19 6 9 34 100.0

유휴부지 부족  11 3 4 18 55.1

태양광에 대한 잘못된 정보  3 11 6 20 47.4

입지, 안전, 디자인 등과 같은 기존 규제  2 11 7 20 44.9

시민 수용성 부족 3 9 7 19 43.6

설치비 부담  5 2 5 12 30.8

복잡한 사업 및 행정 절차  1 3 5 9 17.9

계통연계 비용  1 0 2 3 6.4

* 각 항목별로 획득한 순위점수(선택자수X순위요율(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를 합산한 뒤, 
최고점수를 획득한 항목을 100으로 환산하여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 상대비교한 점수

[표 4-5] 태양광 확대 장애 요인
(단위: 응답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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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절감 및 효율

서울시 에너지 절감 및 효율 제도의 실효성 설문 결과, 우수 이상의 평가가 건물에너

지효율개선(BRP) 융자는 35.6%, 신축건물 녹색설계기준 강화는 60.0%, 공공건물 에

너지 진단이 33.3%, LED확대는 71.1%, 에코마일리지는 68.9%, 에너지자립마을은 

62.2%로 나타났다. BRP 융자와 공공건물 에너지 진단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는 응답이 높았다. 

그동안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확대를 위해 저리의 융자금 지원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대출에 대한 부담, 낮은 에너지 가격,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로 다

른 이해, 복잡한 행정 절차 등과 같은 다양한 장애 요인을 융자금 제도만으로는 해결

하기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 공공건물 BRP는 시장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

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예산이 충분히 투입되지 못하고 소수의 건물에만 실행되어 

그 성과가 크지 못했던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정책 분야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건물에너지효율개선
(BRP) 융자

0.0 17.8 46.7 33.3 2.2

신축건물 
녹색설계기준 강화

0.0 13.3 26.7 28.9 31.1

공공건물 에너지 
진단

0.0 22.2 44.4 26.7 6.7

LED 확대 0.0 0.0 28.9 44.4 26.7

에코마일리지 0.0 6.7 24.4 55.6 13.3

에너지자립마을 0.0 4.4 33.3 42.2 20.0

[표 4-6] 에너지 절감 및 효율 제도 실효성 설문 결과
(단위: %)

[그림 4-3] 에너지 절감 및 효율 제도 
실효성 평가 점수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개선사항 1순위는 ‘에너지다소비건물 에너지효율 규제 강화’, 2

순위는 ‘수송부문 수요관리 강화’, 3순위는 ‘신축건물 녹색설계기준 강화’로 나타났

다. 에너지다소비건물 에너지 효율 규제 강화 정책은 높은 비율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에너지다소비건물에 대한 규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건물, 수송에 대한 기준 및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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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점수*

에너지다소비건물 에너지효율 규제 강화  24 8 7 39 100.0

수송 부문 수요관리 강화  4 8 7 19 36.8

신축건물 녹색설계기준 강화  3 9 6 18 34.7

건물 에너지효율사업을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 설립  5 4 8 17 32.6

민간 건물/주택 BRP 융자 확대  1 8 3 12 23.2

공공건물 에너지 진단 및 BRP 강화  2 5 6 13 23.2

홍보 및 주민참여 확대  5 1 2 8 20.0

에너지 절약 실천 강화  1 1 2 4 7.4

자전거 인프라 확충  0 1 4 5 6.3

* 각 항목별로 획득한 순위점수(선택자수X순위요율(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를 합산한 뒤, 
최고점수를 획득한 항목을 100으로 환산하여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 상대비교한 점수

[표 4-7]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사항
(단위: 응답자 수)

에너지 효율 개선의 장애요인 1순위는 ‘낮은 에너지 요금으로 인한 유인 부족’, 2순위

는 ‘건물 에너지 효율 규제 미흡’, 3순위는 ‘건물 소유주와 사용자의 이해 불일치’로 

나타났다.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점수*

낮은 에너지 요금으로 인한 유인 부족  29 2 5 36 100.0

건물 에너지 효율 규제 미흡  4 10 12 26 45.8

건물 소유주와 사용자의 이해 불일치  5 2 10 17 30.2

에너지 효율시설 설치 시 초기투자금 부담  3 7 5 15 29.2

에너지효율 정책 수립 및 실행에서 지방정부 권한 한계  1 10 4 15 28.1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정보 부족  2 5 6 13 22.9

에너지 절감량에 대한 불확실성  1 5 2 8 15.6

복잡한 사업 및 행정 절차  0 4 1 5 9.4

* 각 항목별로 획득한 순위점수(선택자수X순위요율(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를 합산한 뒤, 
최고점수를 획득한 항목을 100으로 환산하여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 상대 비교한 점수

[표 4-8] 에너지 효율 개선의 장애요인
(단위: 응답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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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 복지

에너지 복지 정책 및 제도의 실효성 평가 설문 결과, 응답자의 50% 이상이 우수하다

고 평가한 제도는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취약계층 LED 보급사업, 저소득층·사회

복지시설 BRP, 사회복지시설 등의 태양광 설비 지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너지 복

지사 양성,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는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정책 분야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0.0 11.1 37.8 37.8 13.3

취약계층 LED 보급사업 0.0 6.7 35.6 44.4 13.3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 
BRP

0.0 6.7 40.0 44.4 8.9

에너지를 나누는 이로운 
기업 협력사업

0.0 13.3 53.3 24.4 8.9

사회복지시설 등 태양광 
설비 지원

0.0 11.1 35.6 40.0 13.3

에너지복지사 양성 4.4 11.1 55.6 20.0 8.9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6.7 11.1 42.2 28.9 11.1

[표 4-9] 에너지 복지 정책 및 제도 실효성 설문 결과
(단위: %)

[그림 4-4] 에너지 복지 정책 및 제도 
실효성 평가 점수

에너지 복지를 위한 중요 정책으로 ‘저소득층 건물효율개선사업 확대’가 1순위로 나

타났으며, 뒤이어 ‘서울에너지복지기금 확충’, ‘취약계층/사회복지시설 LED 무상교

체 확대’로 조사되어 저소득층 가정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우선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저소득층이 직접 건물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일자리 

보급 확대까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점수*

저소득층 건물효율개선사업 확대   33 7 1 41 100.0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확충  8 17 10 35 59.6

취약계층/사회복지시설 LED 무상교체 확대  1 12 17 30 38.6

현물 지원(난방텐트, 기능성 여름내의 등) 확대  3 4 5 12 19.3

쿨루프 사업  0 5 12 17 19.3

기타의견
저소득층이 직접 BRP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에너
지 일자리 보급 확대

* 각 항목별로 획득한 순위점수(선택자수X순위요율(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를 합산한 뒤, 
최고점수를 획득한 항목을 100으로 환산하여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 상대비교한 점수

[표 4-10] 에너지 복지를 위한 중요 정책 및 제도
(단위: 응답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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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지원보다는 BRP 사업, LED 확대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측면의 복지 정책이 실효

성도 높으면서 중요한 정책으로 나타나 이들 정책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도 실효성과 정책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기금의 확대와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너지 복지사 양성 

및 에너지 실태조사 관련하여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

한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에너지 일자리

서울시 에너지 일자리 정책 및 제도의 실효성 평가 설문 결과, 녹색산업지원센터, 서

울시 에너지설계사가 각각 35.6%의 우수 이상의 평가로 나타났으며, 그린 인테리어 

가게 활성화와 서울형 녹색기술 R&D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각각 26.7%, 22.2%로 

나타났다. 에너지 일자리 관련 정책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평균 20%로 나타나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 에너지 복지 등 타 분야 대비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책 분야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 펀드 출자

2.2 17.8 55.6 22.2 2.2

녹색에너지 산업 
청년 창업 지원 

(창업초기자금 지원)
2.2 13.3 55.6 22.2 6.7

서울시 
녹색산업지원센터

0.0 20.0 44.4 31.1 4.4

서울시 녹색산업 
DB 구축

0.0 20.0 57.8 20.0 2.2

그린 인테리어 가게 
활성화

2.2 24.4 55.6 15.6 2.2

서울시 
에너지설계사

2.2 11.1 51.1 33.3 2.2

서울형 녹색기술 
R&D 

6.7 15.6 48.9 26.7 2.2

[표 4-11] 에너지 일자리 정책 및 제도 실
효성 설문 결과

(단위: %)

[그림 4-5] 에너지 일자리 정책 및 제도 
실효성 평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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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중요 정책 및 제도로는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가 높은 비율로 1순위로 조사되었으며, 뒤이어 가상발전소, 시민햇빛발전소, 태

양광 공유 등 ‘시민참여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확대’가 2순위로 나타났다. 3순위는 

‘녹색에너지 전문·기능인력 양성’으로 조사되었다.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와 시민참여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과 같은 시

장 확대 정책이 창업 지원, 일자리 교육, 기술 개발과 같은 창업·교육 지원정책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일자리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예산이나 실행방식 등을 개선하여 시장성장과 일자리 창

출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시사한다.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점수*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28 7 5 40 100.0

시민참여 비즈니스 모델(예, 가상발전소, 시민햇빛발전소, 
태양광 공유 등) 개발 및 확대  

8 14 10 32 60.2

녹색에너지 전문·기능인력 양성  2 10 12 24 36.9

에너지 신사업 창업 지원  0 9 6 15 23.3

규제 자율지역 선정을 통해 혁신적 에너지 모델 실증  3 3 5 11 19.4

녹색산업지원센터 기능 강화 2 1 5 8 12.6

혁신 기술 R&D 지원 강화  2 1 2 5 9.7

* 각 항목별로 획득한 순위점수(선택자수X순위요율(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를 합산한 뒤, 
최고점수를 획득한 항목을 100으로 환산하여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 상대비교한 점수

[표 4-12] 에너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중요 정책 및 제도
(단위: 응답자 수)

 

(5) 에너지 시민참여

에너지 시민참여에 대한 서울시 제도의 효과는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정책위원회가 

각각 67.7%, 64.4%로 실효성이 우수하다고 조사되었다. 에너지자립마을은 미흡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3% 미만으로 시민참여 거버넌스에서 가장 높은 실효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민참여펀드 서울햇빛발전소는 17.8%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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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에너지정책위원회
(전,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0.0 8.9 26.7 46.7 17.8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0.0 2.2 31.1 48.9 17.8

에너지절약실천 
지원 공모사업

0.0 8.9 51.1 33.3 6.7

시민참여펀드 
서울햇빛발전소

0.0 17.8 35.6 42.2 4.4

[표 4-13] 시민참여 거버넌스를 위한 서울시 제도 
효과

(단위: %)

[그림 4-6] 에너지 시민참여 제도 실효성 
평가 점수

3) 실행조직체계 효율성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행조직 체계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서울시 부서 간 역

할분담과 협조 정도를 설문한 결과, 보통이 40.0%, 우수가 31.1%, 미흡과 매우 미흡

이 28.9%로 나타나 효율성이 보통 혹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항목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실행조직 체계 효율성(부서 간 역할분담과 협조) 6.7 22.2 40.0 31.1 0.0

[표 4-14] 서울시 실행조직 체계 효율성 설문 결과
(단위: %)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행 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의 역할을 설문한 결과, 우수 

이상의 평가가 33.3%, 미흡하다는 평가가 48.9%로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 미흡하다

고 응답하였다. 향후 서울에너지공사의 역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항목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서울에너지공사의 역할 4.4 44.4 17.8 31.1 2.2

[표 4-15] 서울에너지공사의 역할 평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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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서울시 에너지 정책 및 제도 부문의 개선점

1) 기존건물 에너지효율개선 강화

건물 부문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서울시 에너지전

환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문이다. 특히, 기존건물

의 에너지효율 개선(BRP)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서울시 BRP 정책

은 여러 가지 경제적·비경제적 장애요인이 존재하여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 낮은 에너지 요금에 따른 에너지 절약에 대한 무관심, 에너지 절감 효과의 불확실

성 혹은 예측 절감량과 실제 절감량과의 차이(performance gap), 사업 절차의 복잡

성, 긴 공사 시간, 초기투자비용, 시설의 편의성, 집주인과 세입자 간 에너지 절약시설

에 관한 인센티브 차이(split incentives), 이사·주택재개발 등으로 말미암은 효율화 

투자 유인 부족 등이 이유이다(유정민, 윤초롱, 2019).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초기부터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 확대를 위해 BRP 융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크게 효과적이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초기비용 지원만으로는 복잡한 BRP 사업의 다양한 장애요인을 해결하고 사업

을 확대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초기비용 지원제도가 충분한 유인을 제공

하기 위해서는 BRP 융자금의 이율을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추고, 에너지 효율 개선 

성과에 따라 일정 정도의 융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

러 건물에너지성능인증제도 강화와 건물온실가스(에너지)총량제와 같은 적극적인 규

제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건물에너지성능인증은 소비자에게 건물의 에너지 성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높은 에너지효율을 갖는 건물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선호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

리나라는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를 도입하였지만, 현재 자발적 제도로 실행되고 있

어 그 실효성이 낮다. 건물 에너지 성능이 건물의 시장 가격에 반영됨으로써 건물주와 

집주인이 창호나 보일러와 같은 에너지 설비의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성능

정보 공개제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일정 수준 이하의 에너지 성능을 갖는 

건물에 대해서는 영국과 같이 최저에너지효율제를 도입하여 매매나 임대에 제한을 두

는 강력한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건물온실가스(에너지) 총량 규제는 현재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통해 일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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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고 있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에너지다소비 건물에 대한 에너지 진단 의무

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범위도 2,000TOE 이상 일부 건물에 국한되어 있을뿐더

러 실질적인 BRP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기존건물 BRP 관련 제도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소관인 경우가 많아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건물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BRP 확대를 위해서는 초기투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의 확대, 관련 제도의 개

선 및 효율적인 추진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 여기서는 서울시 성과평가와 전문가 설

문 등을 바탕으로 몇 가지 건물 부문 에너지 개선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공공 제로에너지건물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절감 및 민간시장 창출

지난 2005~2017년 사이 서울시 에너지 소비는 1.3% 감소한 데 반해 공공부문 에너

지 소비량이 74.6% 증가하였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증가와 신규 공공건물 확대 등으

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 증가와 건물 노후화로 인한 에너지효율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

용한 결과일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공공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54)에 따라 공공건물 에너지 진단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규정에 따라 건축 연

면적 3,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 5년마다 에너지 진단을 수행하고, 진단 결과 

에너지절감 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 회수 기간이 10년(창호, 단열 15년) 이하인 

개선안은 2년 이내에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진단 조례 및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55)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서울시 공공

건물 49개소에 대한 에너지 진단을 수행한 바 있다(유정민, 윤초롱, 2019).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경로당, 어린이집 등과 같은 사회복지 건물 에너지효율사업인 ‘등

대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공공건물에 대한 BRP 사업은 그 사업량이나 리모델링 수준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 리모델링 건물수도 적을뿐더러 대부분 LED 교체 등 낮은 수준의 효율개

선 사업(shallow retrofit) 위주로 진행되어 에너지 절감 효과와 시장 확대 효과가 크

지 않았다. 서울시 노후 공공건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물(ZEB) 수준의 그린 리모델링 

5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55)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에너지진단 세부기준 등 운용 근거 마련(’15.10), 「서울시 소속 공공건물 에너지진단기

준 마련(’16.12), 시 소속 공공건물 에너지 진단 기준 시행(’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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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증가하는 공공부문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는 동시에 민간 BRP 

시장 확대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임대주택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BRP 사

업 확대는 취약자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향상하는 사회적 편익도 있어 사업확대가 

필요하다. 

 

(2) 민간건물 BRP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추진체계 마련

① 성과기반 BRP 지원금 제도 도입 

서울시의 BRP 융자지원제도는 에너지효율시설의 초기투자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에

는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낮은 시장 금리와 에너지 절감액으로 인해 주택 BRP 사업 

시 융자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융자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012년 원전하나줄이기 초기에 225억 원이었던 서울시 BRP 지원 예산이 200

억 원(2013년), 150억 원(2014), 100억 원(2019)으로 줄어든 이유도 이러한 융자수

요의 감소와 무관하지 않다. 

에너지효율화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융자금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BRP 성과에 따른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독일 

재건은행(KfW)의 에너지효율 주택 프로그램은 효율등급에 따라 융자금의 일정 비율

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성능개선 후 에너지 성능 등급이 F, G 등급보

다 높아야 하며 기존 1차 에너지 소비량 대비 최소 35% 이상 절감해야 한다(유정민, 

윤초롱, 2020). 이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 효율개선 성과를 수행한 사업에 대

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BRP 수요를 확대하는 데 필요할 것이다. 

②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도입 

전문가 설문에서도 제기되었다시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온실

가스)총량제를 두어 에너지 감축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러한 적극적인 건물 온실가스 총량 규제는 뉴욕시의 ‘그린뉴딜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뉴욕시는 지난 2019년 기후동원법(Climate Mobilization Act) 패키지 안에 

‘건물온실가스 배출법(law 87)’을 제정하였다. 이는 뉴욕시의 2,300㎡ 이상의 건물 

약 5만 개를 대상으로 건물 유형에 따라 2024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며, 

2050년 이후에는 모든 건물이 1.4kgCO2/ft
2·년 기준을 달성해야 하는 규제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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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민·윤초롱, 2020). 

서울시는 다른 지역보다 에너지다소비건물(연 2,000TOE 이상 사용)의 비중이 높고, 

이들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양도 상당하여 이들 건물에 대해 적극적인 온실가스 규

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019년 기준 서울시에는 전국 1,302개의 에너지다소비건

물의 36%인 467개가 밀집해 있다. 이들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은 1,301천TOE로 같

은 해 가정·상업부문 최종에너지 소비의 16.2%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하여 에너지 사용량 신고제도와 에너지진단 의무

화제도를 통해 에너지다소비건물의 에너지효율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에너지효

율화를 강제할만한 수단이 약해 에너지 절감 실효성이 떨어진다. 에너지 및 온실가스

총량제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③ 건물 에너지성능정보공개 제도 강화 

건물 에너지성능정보 공개제도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를 비교하여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선

택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건물 소유자에게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에 대한 투자 유

인을 제공함으로써 건물주와 사용자 간의 에너지 효율 투자에 대한 이해 상충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건물 에너지성능정보공개 제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는 많은 연구 결과에서 확

인되고 있다. Energy Star 인증 주택과 비 Energy Star 간의 판매가를 비교한 연구

에 따르면, 인증 주택이 $8.66/ft2 더 가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도시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3%~8%까지의 가격 프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yan B. et 

al., 2011). 독일은 건축물 매매 및 임대 시 에너지 소요량과 사용량이 표시된 ‘건축

물에너지평가서’를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덴마크에서도 주택 매매 시 

A~G 범위의 주택에너지 등급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

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건

물의 에너지 효율을 공개할 경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은 10%까지 가격 프리미엄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hailendra M. et al., 2013).

현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의 매매나 임대 시 에너지평가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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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에너지효율개선 유인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이를 의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 성능정보의 내용

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영국과 같이 일정 수준 이하의 에너지 성능을 갖는 건물에는 매매 및 임대에 

제한을 두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 기준(Minimum Energy Efficiency Standards, 

MEES)’을 도입하여 저효율 건물의 단계적 시장 퇴출이 필요하다.

④ 에코마일리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에코마일리지의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몇 가

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시민의 절약 실천 외에 날씨, 영업일, 가구원 수 

변동 등과 같은 다양한 외부 요인 때문에 에너지 절약 실천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문

제가 있다. 둘째, 전년, 전전년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회원들의 에너지 절감률을 도출

하므로 에너지를 항상 적게 소비하는 시민들에게는 혜택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이를테면, 에코마일

리지의 효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단체회원 유형별로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

고, 건물 유형에 따라 특화된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회원등

급제 혹은 절약 실천을 계속 유지하는 회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 지속적

인 에너지 절감 실천 노력에 대한 보상책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재활용 실천 활동 등에도 마일리지를 

제공하여 시민 에너지·자원 절약 실천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필

요하다. 

2) 재생에너지 확대

태양광은 서울과 같은 밀집된 도시공간에 가장 적합한 재생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서울

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초창기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 태양광 보조금 지원 등과 같은 

적극적인 태양광 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305MW의 태양광

을 보급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부지확보, 경제성, 복잡한 인허가 절차, 주민 

수용성 등 여러 문제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최근 보급 추세가 다소 주춤한 상태이

다. 향후 서울시의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태양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 특히, 유휴공간이 많지 않은 도시공간에서 건물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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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과 마찬가지로 공공건

물을 이용한 태양광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

원금을 낮추고 세제 혜택 등과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kW급 규모의 건

물형 태양광 보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규건물에 대해서는 뉴욕이나 

프랑스처럼 태양광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건물 태양광 설치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① 서울시 소유 건물 인벤토리 구축과 학교 등 공공시설물의 태양광 설치 확대

태양광의 신속한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가 설문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공공부지·건

물을 이용한 태양광 설치가 우선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환경기

초시설, 차량기지, 지하철역, 도매시장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전체 태

양광 보급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7년 ‘태양의 도시, 서울’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서울시 공공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계획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공공 부

문 태양광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부지 및 건물을 대상으

로 태양광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사업 실행과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유정민·윤초롱, 2019). 특히, BIPV는 기존 실리콘 결정질 태양광 모

듈과는 달리 규격화된 태양광 모듈로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시장수요를 공공에서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 태양광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공공 자산 중 하나는 학교 건물이다. 학교는 발전

여건이 좋은 옥상, 운동장 스탠드 등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친환경 에너지를 

통한 교육적 효과도 크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500개교에 태양광 설치 목표를 세우

고, 학교 태양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

만 현재 학교 태양광은 127개소 8.9MW56)에 그쳐 목표했던 것보다 실적이 다소 저

조한 상태이다57) (유정민·윤초롱, 2019). 학교가 환경교육과 친환경에너지 생산의 

중요한 지역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협

조,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

자치구 건물에 대한 태양광 확대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자치구별로 태

56) 완료 32개소 2.91MW, 설치 중 81개소 5.3MW(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내부자료, 2019).
57) 학교 시설 설치 의무화 및 환경영향평가 358개소, 15.4MW 별도(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내부자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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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 보급에 다소 편차가 존재한다. 자치구 공공건물 태양광 확산의 주요 장애 요인은 

담당 공무원의 이해 부족, 운영·관리의 부담, 적절한 인센티브의 부재 등으로 파악되

고 있다.58)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치구 공공건물 시설 담당 공무

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 태양광과 BRP 정책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이 필요

하다. 둘째, 협동조합과 같은 지역 주민조직의 적극적인 역할은 자치구의 허가 과정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서울에너지공사의 태양광 지원센터 등과 같은 

공공기관 혹은 일반용역(예, 협동조합, 소규모 분산전원 중개사업자)에 공공기관 태양

광을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게끔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

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구의 태양광 실적을 서울시 교부금 지원에 반영하는 등 동

기부여 방안이 필요하다.

② 건물·주택형 태양광 확대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 사업은 서울시 태양광 확대 정책의 가장 주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이다. 서울시는 미니태양광을 베란다형(1kW 미만), 주택형(1kW~3kW), 건물

형(3kW 이상)으로 나누어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건물형이 

112.2MW로 가장 많이 보급되었으며, 주택형이 43.7MW, 그리고 베란다형이 

38.4MW 순으로 보급되었다. 2017년 ‘태양의 도시’ 계획 발표 이후, 베란다형 태양

광은 2018년 41,707가구, 2019년 31,312가구가 설치하여 이전 해와 비교해 보급이 

크게 늘었으나, 2020년에는 14,164가구로 줄어들었다. 베란다형 태양광은 시민이 

직접 태양광을 설치해 서울시 에너지전환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어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의 가장 상징적인 사업 중 하나가 되었다. 나아가 부산, 인천, 대구 등 많

은 지자체가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정책을 도입할 정도로 다른 지자체로의 정책 파

급 효과도 컸다. 하지만 베란다 태양광에 대한 높은 보조금으로 인해 보급 업체 간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비효율적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

였다. 향후 공급 업체 간의 과당경쟁과 난립을 막고 소비자에게 적절한 유지·운영에 

대한 유인을 주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 대신, 베란

다 태양광보다 경제성이 나은 kW급의 주택과 건물 태양광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하여 

58) 공공시설 태양광 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갖고 있는 자치구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이지 않아 개발행위허가가 지체되
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강남구청 SRT 역사의 경우 개발행위허가신청은 접수되었지만, 지속적인 
보완요청으로 인해 최종 허가가 지체되고 있음(햇빛발전협동조합 담당자 인터뷰, 2019). 중랑구 용마산 공원주차
장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접수마저 어려운 상황임(서울에너지공사 담당자 인터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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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효과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2017~2020 베란다 태양

광의 지원금을 2,000원/W에서 1,200원/W로 낮추었으며, 건물형은 60만원/kW에

서 80만원/kW로 상향하였다.

보조금 정책 외에 건물 태양광 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 마련이 필요하

다. 우선, 기존건물의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건물주가 직접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유인

할 필요가 있다. 옥상 임대료 수익이 크지 않고 태양광 지상권 설정의 문제로 인해 

태양광 사업자가 민간건물을 임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다. 때문에 민간건물 및 부지 소유자가 태양광을 직접 설치하도록 유인책 마련이 필요

한데, 세금감면을 통한 유인책 제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

지 세금 감면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책이다. 미국 연방정

부의 세금공제(tax credit)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큰 역할을 하였는

데, 가정용 태양광도 세금공제 제도에 포함되어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

제해주고 있다.

또한,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태양광 의무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규건물에는 태양

광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태양광 설치의 비용과 민원을 최소화할 필

요가 있다. 이미 주요 국가/도시에서는 신규건물 태양광 의무화를 도입하고 있다. 뉴욕시는 

지난 2019년 기후동원법(Climate Mobilization Act)을 제정하여 시의 모든 신규 건물(혹

은 옥상 리노베이션)의 옥상의 가능한 공간에 태양광이나 옥상녹화를 의무화하였다(The 

Nature Conservancy, 2019). 뉴욕시의 “지속가능한옥상법(sustainable roof law)”은 

지붕의 경사와 면적, 그리고 건물 용도에 따라 태양광이나 옥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있

는데,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지붕 기울기가 작은(2:12 이하) 경우, 주택이 5층 이하

이고 지붕 면적이 100ft2보다 크면 태양광, 옥상녹화 혹은 두 가지를 혼합하여 설치하

도록 하고 있으며 비주택 건물의 옥상 면적이 200ft2 이상이면 역시 태양광, 옥상녹화 

혹은 두 가지를 혼합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들 건물의 옥상 면적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4kW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으면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렇

지 않다면 옥상녹화를 해야 한다. 최근 프랑스는 기후변화와 리질리언스 법안

(Climate and Resilience Law)을 제정하였는데, 여기에는 500m2 이상의 신규 상

업 및 산업 건물 그리고 1,000m2 이상의 사무 건물은 2023년까지 전체 건물 표면적

의 30%를 태양광화하도록 하고 있다(PV Magazin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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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지속가능한 옥상존(sustainable roof zone) 준수 방안 

③ 대규모 연료전지에서 분산형 연료전지 중심으로 지원 정책 전환

서울시 연료전지의 보급 목표는 2020년까지 300MW이지만 대규모 연료전지는 높은 

투자비용 및 운영비용과 부지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다. 이에 

따라 현재 발전허가를 받은 대규모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리라 기

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규모 발전용 연료전지의 대안으로 건물형 열병합 발전 설비로 연료전지를 활용하여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요소기술로써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열수요가 있

는 신규 건물에 연료전지를 추진하되, 경제적인 운영을 위해 자가 전력 소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가중치 발급, 연료전지 연료(가스) 가격 지원 등으로 건물형 연료전지의 

경제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의무도입제도에 의해 연료전지가 

상당수 설치되었지만, 높은 운영비 때문에 실제 이용률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때문

에, 의무도입제도에 의해 설치된 연료전지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발전량을 상

업용으로 판매하여 건물형 연료전지의 경제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

다. 정부는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여 2019년 5월 1일부터 연료전지 가스

요금을 신설하였는데,59) 서울시는 건물형 연료전지 확대를 위해 이러한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59) 발전용, 가정용, 건물용 연료전지 사용 가스요금이 종전 13.16원/MJ에서 12.30원/MJ으로 6.5% 인하됨(산업자
원통상부, 2019.5.2. 보도자료 “5월 1일부터 연료전지용 가스요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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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규모전력중개시장과 같은 신사업을 통한 태양광 확대 

2019년 2월 소규모 태양광을 묶어서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소규모전력중개시

장’이 전력거래소에 개설되어 소위 에너지의 소비와 생산을 동시에 하는 프로슈머

(prosumer) 확대 전망이 커지고 있다. 전력중개시장은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소규

모·변동성 자원을 ESS(Energy Storage System) 등과 같은 분산에너지자원과 통합

적으로 운영하여, 일반적인 발전소처럼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60) 중개사업자는 자원보유자와 중개 계약으로 집합된 자원의 전력과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재생에너지인증서)를 시장에 판매하여 수익

을 창출하며, 자원보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은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전기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중개사업자는 거래업무 이외에도 설비 운

영관리(Operation and Maintenance, O&M)와 자원보유자의 각종 행정처리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중개사업 모델은 서울의 태양

광 사업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제도이다. 서울시의 

몇 몇 에너지자립마을에서는 이러한 시장제도를 이용하여 시민참여의 혁신적인 모델

을 시도하려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현재 전력중개사업은 경제성과 기술적 제약(계량기)으로 인해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

는 못하지만, 시장제도의 개선이 뒷받침된다면 재생에너지 확대뿐만 아니라 계통의 

안정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양한 규모의 태양광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10~20kW 규모의 소규모 태양광은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태양광 설비 및 운영비 측면에서 10kW급은 설계, 감리, 인허가 등의 부대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용량이 클수록 설계, 감리, 인허가 비용 부담은 낮아

지고, 용량이 작을수록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10kW는 구조안전진단비용이 추가되는 용량 구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중

소규모 태양광을 묶어 행정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건물 

태양광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0) 현재 운영되는 단순한 설비의 O&M과 에너지 판매 위주의 시장 형태에서 분산자원을 일반적인 발전소처럼 
계통에서 거래·운영하도록 하는 가상발전소(virtual power plant, VPP)까지 다양한 형태의 중개시장 모델이 
있음.



118

04

서
울
시
 에
너
지
전
환
 정
책
 및
 추
진
체
계
의
 개
선
사
항

3) 녹색일자리

서울시는 녹색일자리 창출을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창업지

원, 기능인력 양성, 녹색 기술 R&D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 설문에서도 나타났듯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시장을 확대하고 시

민참여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향후 일자리 창출에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

다. 아울러 이러한 녹색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개발, 교육, 창업지원이 보

다 체계적이고 맞춤형 방식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우선, 서울시 녹색일자리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녹색일자리 및 

녹색산업에 대한 명확한 분류와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녹색산

업 육성이 환경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

하고 있지만, 그동안 서울시의 녹색산업 및 일자리에 대한 현황 파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산업 혹은 직업을 녹색으로 규정할 것인지, 지리적 

범위를 서울에 한정할 것인지, 어떤 종류의 일자리를 포함할 것인지(임시 고용직 포함

여부 등)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양광이나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과 같은 주요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 사업을 시작으로 일자리 통계를 단계적

으로 구축하여, 향후 관련 산업 정책 마련에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

한 일자리 창출 효과와 같은 사회경제적 효과를 시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에너지전환 

정책의 당위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시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분산에너지 시장을 적극 활용

하여 녹색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태양광 협동조합이나 펀드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는 물론 녹색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5년 전

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태양광 시민펀드’를 조성하여 4.25MW의 태양광을 

건설한 바 있으며, 시민협동조합과 민간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시민들이 태양광 사업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햇빛발전협동조합에 의해 설치된 태양광 발전은 기존 

개인 혹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발전시설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협동조합으로부터 선정된 관리자는 공동 출자한 조합원에게 안정적 배당금을 돌려주

기 위해 최적의 상태로 발전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므로 

운영관리가 효율적이다. 또한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발전사업으로써 녹색에너지 산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햇빛발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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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은 배당 이외 조합원의 협의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사업에 기부하는 등61) 공익적 

목적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시민이 직접 실천적 에너지 생산 주체가 되어 사회에 환

원함으로써 에너지 시민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건물(상업, 주택건물)의 

수요자원을 모아 수요반응시장에 판매하는 ‘서울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인데,62) 이 역시 앞으로 시민들이 새로운 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

는 동시에 새로운 녹색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녹색산업 창업지원의 내실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 기존 서울시의 창업지원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실제로 서울시의 녹색에너지 창업과 고용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에서 수행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하지만, 

녹색에너지 산업 분야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태

양광과 BRP와 같은 핵심적인 사업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관련 사업의 

창업 지원을 통해 녹색산업과 창업 및 인재양성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에너지 나눔과 복지

①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운용의 지속성 확보

서울시는 에너지 복지를 위해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 

설문 결과 기금운영은 상대적으로 정책적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금이 

설립된 이후 매년 모금액이 목표액을 상회하여 목표 대비 성과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

었지만 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몇 가지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일시적 구호 물품 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안에 복지기금

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금의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폭염·한파 등 

대비를 위한 물품 지원이 상대적으로 크고 BRP, LED 교체사업 등 에너지효율화·재

생에너지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단기적인 냉난방 물품 지원

은 필요하지만, 에너지빈곤층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미니태양광 설치, 

LED 보급, 주택 BRP 등 장기적이고 지속성 있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더욱 요구된다. 

61) 서울 에너지복지시민기금 등 비영리법인에 태양광 설치와 같은 기부물품 지원 등 수행
62) 서울시는 현재 약 6.3MW의 규모의 수요자원을 확보하여 운영 중인데, 향후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해 

100MW의 수요자원을 조성할 계획을 발표함(한국에너지, 2019.5.31., 
http://www.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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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시민주도형 기금 운용 실효성 제고와 기금 확충을 위해 개인 후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문자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금 모금이 

되고 있지만, 에코마일리지를 제외한 일반 개인의 후원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다. 에너지 복지 기금 모금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기부 

방법도 개발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금 사용 내역과 성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

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복지 기금의 조성은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가 표방하

는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하지만 취약가구의 에너지 

복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자발

적인 기부로 기금이 마련되고 있는데 에너지 빈곤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공예산을 통한 기금 확대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복지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취약계층 LED 교체 

지원 사업), 주택정책과(저소득층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 등 개별 부서에서 진행하는 

에너지 복지 관련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서울시 에너지복지 정책이 효율적으

로 진행되기 위해서 에너지복지시민기금과 서울시 개별 부서의 역할 분담이 체계적으

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② 저소득층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확대

서울시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주거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에너지효율

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저소득층 대상 BRP 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

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문가 설문에서도 향후 서울시 에너지 복지 정책의 

우선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2020년까지 16,000여 가구에 대해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도배, 장판, 단열, 방수, 싱크대, 도장 등 14개 종류의 집수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층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은 금전적 이유로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주거 

취약가구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향

상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영세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을 통해 녹색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시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사업의 양적·질적 개선과 제

도 및 추진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지원금의 제한으로 충분한 가구당 에너지 절감 시공에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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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이다. 현재 가구당 120만 원의 지원금으로는 도배와 장판과 같은 집수리 

사업뿐만 아니라 창호와 단열과 같은 효율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가구당 지원 지원금을 늘려 장기적 에너지 절감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들 저소득층 주택의 경우, 임차주택이 많아 사업 시행이 

어렵고, 사업 시행 이후 임대료의 상승 등 거주의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다.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일정 효율 수준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창호나 단열 개

선을 의무화하는 최저에너지효율제를 도입하는 것이 임대/건물주 간의 이해 분리 문

제해결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주거 불

안정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금을 통해 사업이 진행된 경우 일정기간 거주를 보장

하고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도록 하는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3_실행조직 및 관리체계 부문의 개선점

1) 서울시 에너지 정책 추진조직 변화

서울시는 2006년 맑은서울추진본부를 신설하고, 에너지 전담부서인 ‘에너지정책담당

관’을 두어 에너지 정책에서 연료의 안정적 공급,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효율화, 

기후변화 대응까지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담당하도록 하였다(서울시, 2019). 

2009년에는 환경국, 산업국, 맑은서울추진본부 등에 분산되어 있던 에너지 관련 사

업을 통합하여 맑은환경본부로 개편하면서 에너지 관련 업무를 통합 운영하게 되었

다. 2011년 10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에너지 소비지인 서울의 책임성과 에너지전환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이주헌, 2017).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시작으로 에너지 분야 업무 비중이 확대되면서 2012년 맑은

환경본부는 기후환경본부로 재편되고 환경정책과와 녹색에너지과가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2013년 ‘에너지시민협력반’을 신설하여 시민들이 원전하나

줄이기에 참여하도록 하는 소통창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에너지

시민협력과로 격상하였다. 2016년에는 미세먼지 대응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대기관

리과를 신설하여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비롯한 다양한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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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2019년에는 차량공해저감과를 신설하여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

환경 자동차 보급 및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담당하게 했다. 2020년 현재, 환경정책

과, 대기정책과, 기후대기과, 차량공해저감과, 녹색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생활환경

과, 그리고 에너지시민협력과의 8개 부서가 에너지, 기후변화, 미세먼지, 도시 환경 

정책을 맡고 있다. 이렇듯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출범 이후 에너지 분야 업무를 담당하

는 조직의 비중이 커지고 세분화되어 왔다. 

  

구분 조직 구성 주요사항

2019
기후환경본부

1기획관 8개과
(246명)

대기기획관: 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기후대기과, 차량공해저감과, 녹색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에너지시민협력과

차량공해저감과 신설

2016
기후환경본부

1기획관 7개과
(222명)

환경에너지기획관: 환경정책과, 
녹색에너지과, 기후변화대응과, 대기관리과,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에너지시민협력과

기후대기과, 
친환경교통과가 
기후변화대응과, 

대기관리과로 구분

2013

기후환경본부
1정책관 6개과 

1반
(237명)

기후변화정책관: 환경정책과, 녹색에너지과, 
기후대기과, 친환경교통과,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에너지시민협력반
에너지시민협력반 신설

2012
기후환경본부

1정책관 6개과
(237명)

기후변화정책관: 환경정책과, 녹색에너지과, 
기후대기과, 친환경교통과,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환경정책과에 
시민협력반 포함
에너지 분야 총괄 
녹색에너지과 신설

2009

맑은환경본부
2기획관 
6담당관
(220명)

기후변화기획관(녹색환경정책담당관, 
기후변화담당관, 대기관리담당관)
생활환경기획관(환경협력담당관, 
자원순환담당관, 클린도시담당관)

에너지 관련 업무 통합 
운영

2006
산업국
(192명)

산업정책과, 국제협력과, 고용안정과, 
생활경제과(에너지행정팀, 에너지사업팀), 

농수산물과

산업국에서 
맑은서울추진본부로 
신·재생에너지 업무 
신설(2006.7.22.)

자료: 서울시, 2015,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서울시, 2019, 에너지백서 2018; 서울특별시 연도별 
예산서(2009~2019)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표 4-16] 에너지 분야 서울시 조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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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관련 예산 변화 

서울시 에너지 정책 목표 추진을 위해서는 조직 및 인적 자원의 활용뿐만 아니라 물

적 자원의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 에너지 정책 관련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원전하나줄이기 선언 이후, 2013년 서울시 에너지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90% 증액되어 많은 물적 투자가 크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이주헌, 2017).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예산 변화의 구체적인 파악을 위하여 연도별 예산서를 토대로 

기후환경본부의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에너지 효율화, 시민참여 사업 부문의 

2011~2019년 예산 추이를 살펴보았다. 신재생에너지는 공공시설, 민간주택, 임대주

택을 대상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해당되는데, 2013년에 크게 증가 후 감

소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 2019년은 민간주택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미니태양광 지원 사업)의 금액이 편성되면서 상당한 증가량을 보이

는데, 이는 그동안 기후변화기금으로 지원되던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이 2019년 예산

사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녹색산업은 녹색산업지원센터, 창업펀드 운용, R&D 

지원, 인력양성 사업 예산을 산정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R&D 

지원 사업의 예산이 크게 감소하였다. 에너지효율화 사업은 노유자시설 등을 포함한 

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화와 LED 보급사업의 예산을 산정한 것으로 2013년 증가하

였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시민참여는 에코마일리지 운영과 에너지자립마을, 

그린캠퍼스 등의 사업이 포함된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 지원 사업 예산을 산정한 

것으로 에코마일리지 운영비 증가로 인해 2017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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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사업 ’11 ’12 ’13 ’14 ’15 ’16 ’17 ’18 ’19

신재생
에너지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3,195 2,431 8,115 2,259 2,335 3,800 4,059 9,142 7,421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 - - - - - - - 24,461 

임대주택 태양광 
설치·발전시설 보급

1,000 1,000 497 446 - - - 2,000 1,149 

녹색
산업

녹색산업육성 
지원(지원센터 운영)

- - - - 1,200 915 788 900 750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 및 운용

2,000 2,000 2,040 - - - - - -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지원

2,113 1,524 781 465 634 553 494 368 367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사업

500 500 - - - 200 200 200 200 

에너지
효율화

공공건물, 사회복지시설 
등 BRP***

3,734 3,755 3,386 2,845 838 2,350 1,855 464 2,539 

LED 보급 및 
교체사업****

2,000 2,000 7,213 7,048 9,291 5,714 4,209 3,861 3,941 

시민참여

에코마일리지 운영 3,078 2,123 3,656 4,968 5,860 5,849 5,898 5,124 5,446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 지원*****

- - 1,219 1,217 1,083 1,031 941 942 1,152 

*한강변 신재생에너지 벨트 조성 포함.

**기후변화기금으로 지원되던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미니태양광 지원금)이 ’19년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 지급됨.

***공공건물, 노유자시설, 시립병원(2016~2017) 등 에너지효율화사업 포함.

****공공기관, 취약계층,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2015~2017) 등 LED 보급사업 포함.

*****에너지자립마을, 그린캠퍼스 등의 사업 포함.

주1) 세부사업별 예산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연도별 예산서의 당해연도 예산을 바탕으로 함.

주2) 각 세부사업 내 하위 예산 사용 내역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료: 서울특별시 연도별 예산서(2011~2019)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표 4-17] 기후환경본부 주요 에너지 세부사업 예산(2011~2019)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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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신재생
에너지

4,195 3,431 8,613 2,705 2,335 3,800 4,059 11,142 33,031 

녹색
산업

4,613 4,024 2,821 465 1,834 1,667 1,482 1,468 1,317 

에너지
효율화

5,734 5,755 10,599 9,892 10,129 8,064 6,064 4,325 6,480 

시민 
참여

3,078 2,123 4,876 6,185 6,943 6,880 6,838 6,066 6,598 

주1) 세부사업별 예산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연도별 예산서의 당해연도 예산을 바탕으로 함.

주2) 각 세부사업 내 하위 예산 사용 내역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주3)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2018년까지 기후변화기금으로 집행

자료: 서울특별시 연도별 예산서(2011~2019)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표 4-18] 기후환경본부 주요 에너지 사업 예산(2011~2019)
(단위: 백만 원)

에너지 분야의 기후변화기금 집행액63)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400억 원으로 가장 많은 기후변화기금이 사용되었다. 2019년에는 그동안 기

후변화기금으로 집행되던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미니태양광 지원)이 일반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를 포함한 2019년 기후변화기금 예산 집행액은 293억 원

으로 전년에 비해 27%가량 줄어들었다.

63) 기후변화기금 집행액 중에서 BRP, 서울형 FIT,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에너지복지, 녹색산업, 시민참여 등 
에너지 관련 사업의 예산 집행액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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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에너지 분야 기후변화기금 예산 집행액(2011~2019)

주) 기후변화기금으로 지원되던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미니태양광 지원금)이 
’19년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 지급되었으며, 이를 포함하면 29,323백만 원임.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19)

3) 서울시 조직체계의 효율성

원전하나줄이기로 대표되는 서울시 에너지전환정책은 기후환경본부의 책임과 주도하

에 진행되고 있다. 2020년 기준 기후환경본부는 8개 과 3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에너지뿐만 아니라 폐기물, 대기,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분야까지 포괄하고 있다. 

많은 광역지자체가 과 단위의 조직이 에너지 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한다

면, 서울시의 본부 단위의 조직체계는 서울시가 에너지 정책을 매우 비중 있게 추진하

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의 전담 추진조직이 마련됨에 

따라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향후 보다 효과적인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 실행을 위해

서는, 지난 7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서울시 추진체계의 역할에 대해 평가하고 새로운 

개선 방안을 도출해볼 필요가 있다. 

     

① 조직과 예산 

원전하나줄이기 선언 이후 많은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고 기존 사업 역시 확대되고 있

지만 기후환경본부의 조직 규모는 원전하나줄이기 이전보다 크게 커졌다고 보기는 어

렵다. 기후환경본부는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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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관련 사업을 조정해야 하는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업무의 부담이 

큰 편이다. 특히, 향후 기후정책이 시의 모든 정책 부문에 주류화(mainstreaming)될 

필요가 있어, 총괄부서로서의 기후환경본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것이다. 때문에, 향

후 기후환경본부 사업의 규모에 적정한 조직 개편과 함께 기후환경총괄부서의 위상을 

상향하여 기후·에너지 정책이 건물, 교통 등 시의 핵심적인 에너지 인프라 전환에 대

한 총괄적 관리 기능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관련 예산 역시 원전하나줄이기의 사업내용이 반영된 2013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녹

색산업, 에너지효율화, 시민참여 부문 모두 크게 증가하지는 았았다. 단, 기후변화기

금의 지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향후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

심인 에너지 인프라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전환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과감한 확대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② 중점과제 위주의 추진 전략과 부서 간 협의 및 협력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계획에는 4개 분야 23개 과제, 88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후환경본부뿐만 아니라 각기 물순환안전국(물재생센터 에너지절감), 주택

건축본부(녹색건축물), 도시계획국(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 도시교통실(자전거 이

용, 나눔카), 푸른도시국(공원 LED) 등 많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에너지 

정책은 주택, 도심 재생, 교통, 환경, 복지 등 많은 부서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어 다양한 관련 부서의 사업에 반영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서울시 에너지 정책 주류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 정책의 주류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우

선, 계획단계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세분화되어 진행되다 보니 중점과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유사한 사업이 

분야별로 지나치게 세분되어 있어 관리가 어렵고 사업 간 중복, 그리고 이로 인한 비

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LED 조명은 공공건물, 주택가 옥외 조

명, 공원 조명, 민간부문 조명, 간판 교체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동시에 서울시 교

통 및 환경기초시설 효율화, 주택 BRP, 에코마일리지 등에도 포함되어 있어 중복성

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계획 단계에서 많은 사업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서울시 에너지전환을 위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과 정책수

단을 우선적으로 확대·강화해야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서울시 에너지 정책이 

서울시 각 부문에 반영됨에 따라, 부서별로 진행되는 사업의 통합적 관리 및 부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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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와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앞서 분석한 관련 전문가 평가에서도 전문

가 29.8%가 서울시의 부서 간 협력체계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결과는 향후 서울시 에

너지 정책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에너지 정책, 기후정

책 그리고 미세먼지 정책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정책 간의 중

복성을 피하면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부서 간 협의와 협력 구조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서울시 추진체계의 효율성

① 합리적 성과 분석 방법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은 중점 사업별 에너지 절감 목표를 정하고 이들 사업의 

감축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기준 전망(business as usual)에서 실제 

에너지 감축량을 제외하면 최종적인 에너지 사용량이 나오지만, 여러 가지 외부적 요

인으로 인해 반드시 감축량과 실제 에너지 사용량의 관계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증가, 도시개발사업의 증가, 에너지다소비시설의 증가(예, 데이터센

터), 소득수준의 향상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전체적인 에너지 수요가 전망

치보다 커질 수 있다. 한파나 폭염같은 극한 기후의 발생으로 인해 에너지 수요가 급

격하게 증가할 수도 있다. 즉, 사업목표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다양하고 예측하지 못한 

외부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실제 에너지 사용량은 목표보다 커질 수도 혹은 작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준 전망의 불확실성을 인정한다 해도, 사업의 감축 성과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서울시 에너지 

사업 중, 태양광이나 수소연료전지와 같은 사업은 공학적 계산을 통해 비교적 정확하

게 절감량을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강화나 에코마일리지 등과 

같은 사업의 감축 성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정책개입이 없을 경우의 

에너지 사용 수준(baseline)을 정하기가 어렵고, 행태적 변화를 통한 절약의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파악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BRP 사업 역시 과거의 데이

터를 기반으로 절감량을 추정하다 보니 다양한 건물 유형과 기술 적용에 따른 감축 

효과의 정확한 산정은 어려운 과제이다.

때문에, 개별 사업의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합리적 산정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축 목표 역시 큰 정책 방향을 훼손하지 않는 



129

범위에서 현장의 피드백과 변화된 환경 등을 반영하여 경직적이지 않고 탄력적으로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② 제도와 시장 전환에 주력해야

우리나라는 에너지 정책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에서의 독자적인 에너지전

환 정책을 실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도전적인 목표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업이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자체 예산사업

으로 진행되었다. 물론 지방정부의 예산사업 확대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에너지 시장의 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에너

지(온실가스)총량제, 건물에너지소비증명제 등 건물 부문에 중앙정부 제도개선과 지

방정부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며, 소비자(개인 혹은 집단적)의 에너지 공급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개방적인 전력시장을 통해 분산형 에너지 자원의 활발한 시장 참여가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5) 서울시 에너지 정책 실행기관으로서 서울에너지공사의 역할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 에너지 정책 실행 전담 기관으로 지난 2016년 12월 설립되

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제주에너지공사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설립된 에너지 전담 지

방 공기업이지만, 자본금 규모, 사업의 다양성, 업무 확장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국내 최초의 지방 에너지 공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채덕종, 2019). 

서울에너지공사는 기존 서울지역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던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

지사업단을 확대 재편한 조직으로서, 현재 집단에너지 사업과 태양광과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DR과 스마트 건물 구축과 같은 에너지효율 사업, 

에너지 복지 사업 등 다양한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중점적으

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의 도시, 서울’ 목표달성을 위해 2018년부터 ‘태양광지원센터’

를 설치하여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4세대 지

역난방 실증, 건물형 태양광 및 가상발전소 R&D, 태양광 충전소, 크라우드 태양광 

펀딩 등 혁신적인 사업과 연구를 진행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하지만 오랫동안 집단에너지 위탁구조에서 오는 조직문화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재생

에너지 사업 실적의 저조, 집단에너지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인적 자원 및 전문성 부족, 

서울시와 업무 분담 및 협업과 같은 문제가 서울에너지공사의 주요 문제로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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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서울에너지공사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어, 서울에너지공사가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실행기관으로

서 합당한 역할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서울에너지공사 

조직의 효율성, 사업 추진 전략, 서울시와의 협력 측면에서 공사의 개선 방안을 아래

와 같이 간략히 제시하도록 한다.64) 

① 조직 효율성 제고

기존 조직(SH 집단에너지사업단)을 서울에너지공사로 확대 설립하였으나, 재생에너

지와 에너지효율사업은 기존 집단에너지 사업과 큰 연관이 없어 사업 및 조직적 시너

지효과가 크지 않았다. 특히, 집단에너지 중심의 노동조합과 공사 경영진과의 협업이 

원활하지 않아 출범 초기부터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표적으로, 인사문제를 

들 수 있는데, 기존 집단에너지 사업단 노동조합은 공사 설립 초기부터 공사의 신사업 

부문 경력직원 채용을 반대해왔다. 서울시 에너지 정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전문적 능력을 갖춘 경력직원과 신규인력의 채용이 필요했지만,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대로 인해 적절한 인력이 적시에 배치되지 못했

던 점은 설립 초기 공사의 안정적인 운영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오랜 위탁 사업 방식으로 인한 기존 조직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역시 신규 사업 

진행에 큰 장애 요인이 되었다. 공사의 핵심 과제인 재생에너지와 효율개선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신규 사업의 기획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사의 예산 집행, 인력 채용, 행정 체계는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하기에는 상당히 복잡

하고 비효율적인 구조를 안고 있다. 예를 들면, 시의 정책 사업인 태양광 사업 투자 

결정을 하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 검토, 이사회 및 서울시 검토 등 많은 행정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이 요구된다. 또한, 공기업으로서 계약, 구매 결정 결재 절차, 공사 자체 

감사, 서울시 의회 감사 및 행정감사 등과 같은 일상적인 행정업무로 사업 기획과 실

행을 위한 인적 자원이 행정·사업지원 업무에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는 문제도 있다. 

공기업으로서 투명한 경영과 다각적인 검토 절차는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수동적인 조

직문화와 기존 내외부 복잡한 행정 및 의사결정 과정은 향후 조직의 효율적이고 혁신

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평가된다. 

64) 서울에너지공사의 중장기 전략, 전문가 자문, 서울시 및 서울에너지공사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개선방안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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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한 자기 전문성 확보 필요

현재 에너지공사는 집단에너지사업(마곡 열병합발전소 건설)에서부터 에너지효율(스

마트에너지, 에너지 수요반응, BEMS 등), 태양광 사업(미니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운영, 태양광 개발사업, 소규모분산전원중개사업 등), 에너지 복지 및 시민협력사업, 

에너지 R&D 실증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 중 대부분

이 기존 사업이 아니라 신규 사업으로써, 이를 진행하기 위한 인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집단에너지 분야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난 30여 년간 서울시 위탁 사

업 체제하에서 기술투자 없이 기존 사업장의 운영만을 해옴으로 인해 새로운 지역난

방 기술(예, 분산형 저온난방, 스마트 열그리드)은 물론이고, 마곡 열병합발전소의 건

설과 운영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지원조직의 비효율성과 의사결정의 복잡성,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이들 개별 사

업의 진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사업 기획을 하는 데 있어 전략적 사업

에 집중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동시에 자기 전문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단기적으

로 바람직할 수 있다.

③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사업 기획   

그동안 서울에너지공사는 특정 사이트에 대한 개별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왔

다. 강변북로. 서울대공원, 서울월드컵 경기장 태양광 설치 사업 등이 대표적인 예이

다. 집단에너지 부문에서는 기존 목동, 마곡, 노원 지역의 지역난방을 인근 지역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위주로 진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법은 복잡한 이해관

계와 규제가 얽혀있는 도시 공간 안에서는 쉽게 진행되기 어렵다. 서울대공원과 서울

월드컵 경기장 태양광 사업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실제로 사업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

험이 있다.65) 이러한 이유로, 서울에너지공사는 공공의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되, 서울시와 함께 정책 사업을 기획하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전

환 촉진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아직 한계는 있지만, 현재 공사가 운영하

고 있는 ‘태양광지원센터’ 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또는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에너지 혁신 지구 사업과 같은 에너지 절약 플랫폼 구축 사업에 서울시가 제도개선과 

예산을 지원하고 공사가 기획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65)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 소유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10MW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주민의 반대로 과천시로부터 공작물 축조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상암 월드컵 경기장 남측 입구 
통로에 400kW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디자인 심의 위원회의 반대로 역시 진행되지 못하였다(서울에너지공
사 담당지와의 인터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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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시민참여 거버넌스 부문의 개선점

1) 서울시 시민참여 에너지 거버넌스의 성과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를 추진하는 주체의 변화가 동

반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에너지 정책의 수립,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과정에서 지방정

부와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오랫동안 에너지 문제는 주로 정부 정책

과 시장의 문제였다. 에너지 정책수립 과정은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 주도되어왔으

며 지방정부는 국가 정책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을 시행하는 수준이었을 뿐 자율적인 

에너지 정책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1996년 지역에너지계획이 법정 계획으로 의무

화됨에 따라 지역별 에너지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하였으나 대부분 정부 정책을 준수

하는 형식적 절차에 그쳤을 뿐 독자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발전되지 못하였다.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에너지 정책과 실행, 즉 에너지 분권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밀양 송전탑 갈등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중앙집

중적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사회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면

서 에너지 분권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된 것이다.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는 이러한 에너지 분권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여준 새로

운 시도였다. 지방 분권이 미흡한 상황에서 많은 에너지 정책 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

의 소관이지만 ‘원전하나줄이기’가 단순히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바탕에는 정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시민, 전문가, 기업 등의 

참여적 거버넌스가 큰 역할을 하였다. 

  

① 시민주도의 다양한 에너지 프로그램 활성화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초기부터 시민 기반의 에너지전환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계획수립 단계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시민참여 거버넌스를 적극 추진해 왔다. 가장 

대표적인 서울시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에너지자립마을’이다. 에너지자립마을은 마을

공동체 단위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과 효율 개선·태양광 설치 사업

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에너지자립마을은 에너지절약, 효율화, 생산으로 이

어지는 3단계 사업을 3년에 걸쳐 진행하는데, 서울시는 최대 3년 동안 공모사업 형식

으로 예산을 지원한다.66) 2018년 말 기준, 서울시에는 100여 개의 에너지자립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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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운영되고 있는데, 자립마을 주민은 에코마일리지나 미니태양광 설치와 같은 서울

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수퍼마켓,’ ‘와트몰’ 등을 만들어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에너지 수요자원, 가상발

전소 등과 같은 에너지 신사업에 참여하면서 혁신적이며 지속가능한 공동체 에너지전

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 밖에도 서울시에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이 참여하

는 에너지수호천사단을 운영하고, 정책홍보와 에너지절약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그린

리더를 양성하였다. 또한, 기업이나 종교계, 협회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과 재생에

너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에너지절약 모범업소를 ‘착한 가게’로 

지정하며, 에너지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다양한 에너지절약 실천 공모사업 등 다

양한 시민 참여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② 에너지정책위원회의 숙의·소통 거버넌스

서울시는 환경·기후·에너지 정책 결정 및 실행과정에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에너지

정책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의 시민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특히, 에너지 에너지정책위원회(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

원회와 실행위원회)는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성공적인 시민참여 거버넌스 사례

로 평가받고 있다. 에너지정책위원회는 원전하나줄이기 위원회인 시민위원회와 실행

위원회가 2019년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통합된 거버넌스 조직이다. 시민위원회는 

서울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시민단체, 종교계, 경제계, 학계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로써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역할을 하였다. 실행위원회는 기후환경본부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활동가가 참여하여 정책 및 사업의 기획, 평가, 

자문 등 실질적인 사업의 실행 및 관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실행위원회는 에

너지생산분과, 에너지효율화분과, 에너지절약분과, 소통분과 등 분과위원회를 두어 

참여 위원들의 전문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분과별 독립적인 정책발굴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다.

그간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는 정책 자문, 사업발굴 및 기획, 시민참여 활성화, 

66) 지원 규모은 7백만 원 정도에서부터 3천만 원 수준으로 지역 상황과 여건에 맞게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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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홍보, 정책 추진실적 평가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이 밖에도 매년 열리는 

서울국제에너지컨퍼런스를 비롯한 다양한 관련 행사를 기획, 참여하고 자체적으로 연

구사업을 진행하는 등 단순한 자문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의제 제안과 숙의 과정을 

통해 적극적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모델을 보여주었다. 실행위원회의 많은 역할 중 주

요 성과를 몇 가지 살펴본다면, 2016년부터 진행해온 ‘서울에너지 포럼’을 들 수 있

다. 포럼의 목적은 서울시의 정책과 사업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

기 위한 것으로써, 각 분과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이나 현안 중 중요하게 다

루어져야 할 의제를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2019-2020년 기간 동안 총 9회 개최되었

으며, 포럼의 주제는 아래 [표 4-19]와 같다(김혜애 외, 2021).

개최일시 주제 주최 참석

2019.06.19
수요일

도시형 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 
(녹색위 공동개최)

총괄
분과

사회자: 윤순진(좌장)
발제: 이정찬, 이유진
토론: 유정민 외 4인

2019.07.19. 
금요일

시민주도 에너지전환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에너지정책 제도화방안

공동체
분과

사회자: 유미호
발표: 이유진, 김연지
토론: 유정희 외 4인

2019.09.04. 
수요일

서울2020 그린뉴딜 천만시민의 제안
일자리
분과

사회자: 김병권
발제: 이유진

토론: 김영란 외 6인

2019.10.07. 
월요일

학교 태양광발전 수용성 강화방안
생산
분과

사회자: 임성희
발제: 정우식

토론: 김영란 외 6인

2019.10.31. 
목요일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소통방안과 
홍보방안

교육
시민소통

분과

사회자: 최원형 
발제: 곽임정난

토론: 김영희 외 3인

2020.09.21. 
월요일

서울시 가꿈주택 사업의 
동네일자리 연계방안

일자리
분과

사회자: 이유진

발제: 박학룡, 김소영

토론: 고원준 외 4인

2020.10.05. 
월요일

도시형 소형풍력 기술동향 및 
보급확대방안

생산
분과

사회자: 최승국
발제: 임성희

토론: 손충렬 외 3인

2020.11.19. 
목요일

자치구별 에너지정책 현황과 
시민협력 활성화 방안

공동체
분과

사회자: 유미호
발제: 신근정, 장이정수
토론: 민성환 외 3인

2020.12.09. 
수요일

공공건축물 ZEB전환 및 온실가스총량제 
도입

수요
관리
분과

사회자: 송상석
발제: 추소연, 황인창
토론: 김진수 외 3인

[표 4-19] 서울에너지 포럼 개최 현황(20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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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이 드러나는 사업으로 분과별 소규모 연구과제 추진을 들 

수 있다. 각 분과위원회는 주요 이슈에 대해 소규모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시민조직 

및 민간 학술 연구기관과 함께 소규모 연구과제를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과제로는, 

생산분과의 “학교 태양광 발전의 수용성 강화방안 연구”(2019). 수요관리분과의 “시

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자전거 인센티브 제도 도입방안”(2019), 일자리 분과

의 “서울시 청년 녹색일자리 현황과 문제점 분석”(2019), 그리고 공동체 분과의 “서

울시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및 발전방안”(2020) 등이 있다.

2) 서울시 시민참여 에너지 거버넌스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서울시 시민참여 에너지 거버넌스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초기에 안착시키고 지속

적인 성과를 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정책실행이 어느 정도 안착

하고 탄소중립과 같은 적극적인 기후정책이 제기되면서 시민참여 방식 및 거버넌스 

구조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그동안 서울시의 대표적인 시민참여 프로그램인 에너지자립마을의 새로운 역할

과 추진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에너지자립마을은 서울시에서 직접 공

모방식으로 지원해오고 있지만, 행정인력의 부족 등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시 전체로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시민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이 가능한 

자치구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에만 머무르

지 않고, 지역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모델을 확대하는 혁신적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일례로, 동작구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은 마을닷살림이라는 마을기업과 에너지 수퍼

마켓, 찾아가는 에너지카페 차량 운영, 에너지 강의와 컨설팅 등과 같은 자립적 사업

과 함께 최근에는 가상발전소와 같은 전력 신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향후 에너지 

시장이 더욱 다원화된다면 이러한 공동체 단위의 생산 및 수요자원을 활용하는 다양

한 사업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자문조직으로서의 위원회의 한계를 넘어 정책 숙의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보여주었던 원전하나줄이기위원회(시민위원회, 실행위원회) 역시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 우선 에너지정책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문제이다. 원

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 시행 초기에는 실행위원회(에너지정책위원회)가 정책의 방향

과 분야별 핵심사업을 결정하는 등 중요한 논의와 결정, 그리고 집행과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관련 정책과 제도의 안착 후 많은 사업이 행정적이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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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진행되어 최근에는 위원회가 사업 추진 상황 점검과 자문 정도의 역할만을 수

행하고 있다. 에너지정책위원회는 서울시 에너지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되는데, 그 역

할을 “에너지 절감 및 생산, 건물의 이용 효율화 등의 에너지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

항을 자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목적이 다소 불분명하며, 그 역할 또한 자문

기구로 국한되어 있다. 위원회의 목적을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전환 혹은 2050 탄소중립 달성으로 명확히 하고, 그 역할도 단순한 자

문이 아니라 주요 에너지 계획을 심의하고 이행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 위상을 격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조례 개정)도 

필요하겠지만, 참여하는 위원의 전문성과 적극성이 진작되어야 하며 행정부서와의 긴

밀한 소통과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서울시 기후·환경분야의 다양한 위원회의 통합방안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에너

지정책위원회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대책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등 다양한 기후·환경분야 거버넌스 조직이 있다. 향후 탄소중립기본법

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탄소중립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이들 거버넌스 조직

은 저마다 독자적인 목적과 역할이 있지만 중복되는 역할도 있어 통합이나 기능조정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자치구와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재 원전하나줄이기 

거버넌스 구조에는 자치구의 참여 및 의견수렴 통로가 없다. 물론 몇몇 자치구는 독자

적인 에너지전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서울시가 정책 결정을 

하고 자치구는 미니태양광 설치, 에코마일리지 가입, BRP 신청 등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이행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 자치구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두어 정책의 실행력을 더욱 높이고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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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향후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미칠 
기술·시장·정책 변화

1_에너지 기술 부문의 변화

1) 재생에너지 

최근 20여 년간 재생에너지는 많은 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기술개발, 시장 

확대 등으로 인해 경제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IEA(2018) 세계에너지전망에 따르면 

태양광과 풍력(육지)의 균등화 비용(levelised cost of energy)이 지난 2012-2017 

기간 동안 각각 65%와 1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 지역별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균등화 비용(2012-2017)

특히, 태양광의 발전비용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세게 태양광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2017년 세계 신규 태양광 설치용량은 98GW로, 이는 모든 석탄 및 원자력을 

합친 것보다 많은 용량이다. 또한, 풍력과 태양광 기술도 효율, 규모, 적용성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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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일어나고 있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고효율 셀 개발, 박막 태양

광, 투명 태양광, BIPV 등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계속되고 있으며, 풍력 발전 분야 역

시 대규모 해상풍력에서부터 도시에 적합한 소형 터빈까지 기술 혁신이 계속 이루어

지고 있다.

국내 태양광의 경제성 역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2011년 약 300만원/kW 수준

이었던 태양광 설치비용이 2017년에는 약150만원/kW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발전단가(균등화발전비용) 역시 2017년 기준 133.28원~147원/kWh 수준으로 주택

용 및 일반용 판매단가인 108.5원/kWh, 130.4원/kWh에 상당히 근접한 수준으로 

경제성이 향상되었다(한국전력거래소, 2018; 한국전력공사, 2019). 한국전력거래소

(2018)의 연구에 따르면, 태양광 균등화 발전비용은 2030년경에 80.67원/kWh~94.88

원/kWh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5-2] 국내 태양광 균등화 발전비용 전망

우리나라 역시 정부의 우호적인 지원 정책과 기술개발에 따라 최근 들어 재생에너지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데, 지난 2011년부

터 2019년까지 연간 41.6% 성장하여, 2019년 기준 총 11.77GW가 설치되었다. 더

욱이, 2018년에는 2,367MW, 2019년에는 3,789MW로 신규 태양광 시장이 크게 성

장하고 있다(한국에너지공단,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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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국내 태양광 설치현황(2007~2020)

2) 분산에너지자원 

분산에너지자원(distributed energy resources, DER)은 일반적으로 기존 대규모 

방식의 전력공급시설과는 달리 사용자 근처, 주로 배전망에 연결된 소규모 에너지원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소규모’를 규정하는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수 KW

에서 수MW의 규모를 말하며, 전력공급 시설과 이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통칭하는 에너지 자원으로 규정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자원은 전기를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예, 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 저장장치, 소규모 화석 발전기)과 전기

를 공급하지는 않지만 이에 상당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원(예, 탄력적 수요, 

전기자동차)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유정민, 2018b).

전 세계적으로 주로 대규모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

고 있지만, 소규모 재생가능에너지(마을 단위 혹은 옥상 태양광)의 투자가 상당히 증

가하는 추세이다. 2015년 세계 총 재생가능에너지 투자액인 2,860억 달러 중, 풍력 

및 태양광 단지와 같은 유틸리티급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액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1,990억 달러였으며, 1MW 미만의 소규모 재생가능에너지 투자는 전년 대비 

12%가 증가한 67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Frankfurt-UNEP. 2016). 

이처럼, 소규모 재생가능에너지, 특히 소규모 태양광의 빠른 성장에는 기술 발전과 

시장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 그리고 국가별 적극적인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최근 IEA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국가에서 이미 소규모 태양광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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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택 부문의 전기소매요금보다 저렴해지는, 소위 ‘소켓 패러티(socket parity)’에 

다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IEA, 2019).

[그림 5-4] 국가별 소규모 태양광의 발전비용과 가정용 전기요금과의 비교

소규모 태양광의 경제성이 향상됨에 따라 향후 분산형 태양광 시장은 크게 확대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IEA(2019) 재생에너지 시장 분석에 따르면, 

2019~2024년까지 분산형 태양광은 전체 태양광 설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육상풍력(300GW)과 비슷한 수준이다. 더욱이, 2024년까지 

분산형 태양광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세계 전체 잠재량의 6%

밖에 되지 않아 향후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의 시장 확대는 보다 크게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IEA, 2019).

[그림 5-5] 재생에너지 및 분산형 태양광 성장 전망(2019-2024)



142

05

향
후
 에
너
지
 정
책
에
 영
향
을
 미
칠
 기
술
·
시
장
·
정
책
 변
화

우리나라의 분산형 태양광 시장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전체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 

중 500kW 이하 중소형 태양광 용량이 전체 시설용량의 61%를 자치하고 있다(한국

에너지공단, 2020). 2019년 9월 기준, 전력거래소에 등록된 발전원별 용량은 가스, 

석탄, 원자력 순이고, 태양광은 전체 설비 용량의 7%만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원

별 발전소 개수를 보면, 태양광 발전소는 약 50,000개에 달해 전체 발전기 개수의 

98%를 차지하고 있다(가스 240기, 석탄 80기, 원자력 24기)(한국전럭거래소, 2019). 

이러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급격한 증가율은 향후 전력망 운영 및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테면, 소규모 태양광이 배전계통에 대규모로 

연계되면서 전압 및 주파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이들 소규모 분산자원에

서 생산된 잉여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양방향 전력 거래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분산자원과 스마트 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전력시장 메커니

즘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5-6] 태양광 발전소 개수 [그림 5-7] 연료별 발전기 용량

3) 전기차의 확대와 전력계통과의 연계 

① 전기차의 확대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와 연료전지 같은 친환경 자동차로 시장전환이 급속

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Bloomberg(2019)는 2040년, 전 세계 모든 

승용차 판매의 57%, 그리고 전체 승용차의 30%가 전기차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세계 

메이저 석유 회사인 ExxonMobile은 2040년 친환경차 생산 전망을 계속 상향하고 

있는데, 2019년 에너지 전망에 따르면 2040년 4억 2천만 대(전체 20%)에 이를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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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차 보급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8년 기준 약 57,289대의 전기

차가 보급되었고 연평균 91%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67) 서울시는 교통부문 미세

먼지 배출 저감 대책의 하나로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특히, 전기버스 

시범 도입, 경찰 수송용 버스의 전기차 전환 유도, 공공부문 관용차를 전기차로 전환

하는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전기차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8년 기

준 서울시는 약 20,083대의 전기차가 보급되었는데, 보급 차종이 다양화되고 배터리 

성능이 향상되면서 2017년부터 승용차 보급이 크게 늘었다. 특히, 2018년 시범도입 

후 전기택시와 전기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분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전기택

시 2018년 100대→2019년 427대, 전기버스 2018년 29대→2019년 90대)(서울시, 

2020).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20,083 195 210 290 385 253 456 793 3,695 5,146 8,655

승용차 14,747 31 36 262 328 164 369 763 3,456 4,603 4,730

버  스 135 9 - 5 - - - - 1 30 90

트  럭 474 - - - - - - 4 17 2 451

이륜차 4,727 155 174 23 57 89 87 26 221 511 3,384

자료: 서울시, 2019, 에너지백서.

[표 5-1] 서울시 전기차 보급현황
(단위: 대)

② 교통과 전력계통과의 통합

최근 전기화(electrification)는 취사와 냉난방에서 교통부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소비 부문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교통과 전력계통과의 통합은 앞으로 에너지 

산업, 에너지 시스템의 운영, 그리고 도시공간 구조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일 

것이다. 전기차의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시스템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옥외 주차장뿐

만 아니라 주택, 아파트, 상업건물 등 다양한 건물의 주차공간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시스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장기주차공간에는 콘센트 방식을 포함한 완

속 충전기를 보급하고 단기주차 및 이동거점에는 급속충전기를 보급하여 효율적인 충

67) 환경부, 2019, http://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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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전기차 확대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와 변동성을 대처

할 수 있도록 전력생산시설과 전력망 운영을 개선해야 하며, 건물 충전 수요 확대에 

따른 건물 변압기 용량 역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교통-전력계통의 통합 방식은 차량-전력계통(vehicle to grid, V2G)이다. 

이는 전기차의 배터리를 필요시에 분산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즉, 전기차의 배

터리는 전력망에 연계되어 첨두부하 관리, 예비력 제공, 전압 및 주파수 조정 서비스 

제공과 같은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5-8] V2G 개념도

자료: K.T. Cha u, 2014, Pure electric vehicles, in Alternative fuels and advanced vehicle 
technologies for improved environmental performance.

4) 스마트 기술의 확대 

스마트에너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분산에너지자원의 계통연계, 변동성 전원의 안정

적인 운영, 수요 및 공급자원의 통합적 운용 등 에너지 시장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모니터링 센서, IoT, 블록

체인 등과 같은 스마트 기술의 확대로 인해 건물이나 시설의 최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실시간 에너지 가격을 매개로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양방향 소통 및 거래 방식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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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되고 있다. 특히, AMI는 시간대별 전력 사용량을 측정하여 그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소와 송·배전시설과 전력소비자를 정보통신으로 연결하여 전력

의 소비와 공급의 효율적인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지능형 네트워크 시

스템이다. 양방향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모듈을 탑재하고 있어 홈 네트워크에서 통신 

게이트웨이 역할 및 다양한 가전기기들을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하여 검침 비용 

및 에너지 절약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스마트 미터의 도입은 수요자의 에너지 

사용 정보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절약 의식을 높일 수 있고, 공급자 입

장에서는 전력설비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68) 또한, 인력을 통한 검침과 그

에 따른 오차 발생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정확한 빅데이터를 통해 효율적인 전력 생산 

관리·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수요반응(demand response, DR)시장은 전력시장 가격이 높을 때 또는 

전력수요가 높을 때 전기사용자가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보상받는 제도로

써,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장제도는 전력시장 

정보(수요 및 가격)와 소비자의 수요자원 현황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매칭되도록 

하는 통신, 절감량 모니터링, 최적 운영 및 거래 기술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더욱이 

2019년 12월에는 주택과 점포 등 소규모 전기사용자로 확대된 국민DR이 시행됨에 

따라 IoT 기술을 이용한 수요관리 자동화 기술의 확대가 예상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에너지 스마트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가상발전소, 계시별 요금제도, P2P 전력거래 등 

다양한 양방향 네트워크 시장 모델이 국내외에서 확대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

한 기술변화에 따른 에너지 시장 변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68)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18, 「스마트 미터 시장; 연구개발특구기술 글로벌 시장동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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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에너지 시장 부문의 변화

1) 프로슈머의 등장 

전통적으로 에너지 시장, 특히 전력시장은 중앙집중적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발

전부문) 장거리 송배전망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시스템하에서 전력수요는 대개 고정된 변수로 보고, 최종사용자는 원거리 발

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수동적 소비자의 위치에 머물렀다. 즉, 

수요관리보다는 전체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안정적인 공급정책이 우선되어 왔

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분산에너지자원의 기술과 스마트 기술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에너지 소비자가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고 또는 이를 다른 소비자에

게 판매하는 에너지 프로슈머(prosumer)가 등장하여 기존 시장 구조를 크게 변화시

키고 있다. 즉, 분산에너지자원(특히, 태양광)을 설치한 소유자는 에너지 가격 신호에 

따라 생산된 전력을 전력회사 혹은 다른 소비자(기업, 가정, 학교 등)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프로슈머의 초기 모델은 독일의 FIT(feed-in tariff)에서 찾

아볼 수 있다. 독일은 1991년 전력회사가 태양광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

는 ‘전력매입법’을 도입하였으며, 이후 2000년 ‘재생에너지법(EEG)’을 도입하여 현

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최근 등장하는 프로슈머 모델은 이러한 재생에너지 의무구매

제도를 넘어 소규모 태양광, 스마트 계량기, ESS 등을 이용하여 전력시장에서 다양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에서 프로슈머의 확대는 큰 의미가 있다. 우선 시민이 에너지 생산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의 수용성을 향상하고,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프로슈머의 확대는 시민참여

의 기회를 넓히고 에너지 복지를 증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에너지전환과정에서 대

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프로슈머의 확대는 에너지 효율 투자를 촉진하여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태양광을 설치하여 잉여전기를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프로슈머는 에너지 소비를 줄

여 보다 많은 에너지 판매 이익을 얻고자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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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 선택권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해외 많은 지역과 국가에서 녹색요금제(green pricing), 재생에너지 장기계약, 

CCA(Community Choice Aggregation) 등 소비자가 직간접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활발하게 운용하고 있다. 특히, 지역 분권적인 에너지 시장

제도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주별로 다양한 방식의 소비자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가 운

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CCA를 들 수 있는데, CCA는 재생에너지 사업자 혹은 다른 

전력 공급자와 구매(개발)계약을 맺어 시 혹은 카운티(county) 지역주민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비영리 전력회사이다. 지방정부가 CCA를 허용하게 되면, 공급 지역의 주민

들은 자동으로 CCA에 가입 하게되며 고객이 원할 경우 CCA에서 탈퇴하여 기존 전

력회사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수 있다(이를 ‘opt-out’ 방식이라 함). CCA는 지방정

부가 운영(참여)하는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필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

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오하이오, 일리노

이 등 10개 주에서 관련 법안을 제정하여 활발하게 운용 중이며(LEAN, 2021) 2019

년 기준 미국의 CCA 고객은 약 470만 명, 재생에너지 전력판매는 1,310TWh에 이

르고 있다(Heeter, 2000).     

특히, 캘리포니아는 가장 적극적으로 CCA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주로써, 2020년 기

준 23개의 CCA가 182개의 지역(165개의 시, 17개의 카운티)에 전력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전체 캘리포니아 인구의 31%인 1,200만 명이 CCA의 고객으로 참여하

고 있다(Trumbull 외, 2020). 캘리포니아 CCA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적극적인 

기후대응 목표를 갖고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CCA가 처음 등장하던 1990년대에는 

낮은 전력 요금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CCA가 저렴

한 전력 요금을 가장 우선적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초기부터 

청정에너지 확대를 명확한 목표로 하여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입·제공하

고 있다(Borunda, 2021). 대다수의 캘리포니아 CCA는 기존 전력회사보다 많은 재

생에너지를 구매하고 있으며, 2011-2019년 동안 주 RPS 의무의 두 배에 달하는 재

생에너지를 구입하였다(Trumbull 외, 2020).

기업들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요구도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는 RE100 캠페인이다. 2019년 기준, 약 221개 

기업이 이 국제적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사용한 재생에너지전력은 

2018년 기준 약 228TWh로 국가 기준으로 본다면 세계 21위의 수준이다.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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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시장은 RPS 시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상계거래시장, 소규

모전원중개시장 등이 도입되면서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재생에너지 

PPA(power purchase aggreement)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 한국전력이 독점하던 

전력판매 시장이 신재생공급자에게 일부 개방되었다.

3) 유틸리티의 역할 변화

전통적인 전력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대규모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장거리 송

배전망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네트워크 산업이 갖는 ‘규모의 경제’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발전, 송전, 배전, 및 판매 부문이 수직적으로 통합된 구조로 발전되

어 왔다. 지난 1980년대부터 전력산업의 기술 변화와 자유시장주의의 등장으로 일부 

경쟁 시스템이 도입되긴 했지만, 대규모 전력을 송배전망을 통해 한 방향(one-way)

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분산형·재생에너지의 확대, 지능형 에너지 기술의 발전, 에너지 프로슈

머가 확대됨에 따라 전력시장의 구조가 바뀌어 가고 있다. 소규모 태양광의 경제성이 

향상됨에 따라 옥상 태양광을 설치하여 남는 전기를 그리드에 판매하거나, ESS에 저

장하였다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비자는 기존 전력회사의 전기 대신 재생

에너지 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재생 전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전력시장이 한 방

향 독점 시장에서 양방향 분산형 시스템으로 전환되어감에 따라 기존 전력회사의 역

할이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양한 분산에너지의 연계와 최종 수요 서비스

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자로서의 기능이 새로운 유틸리티의 역할로 제기되고 있다

(Cross-Call, 2018),

앞서 살펴본 CCA와 RE100과 같이, 유틸리티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녹색 전력 

소비자와 파트너십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기를 배송·정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녹

색 전기요금제, 넷 미터링(net metering) 등을 통해 소비자의 참여를 넓히는 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전력회사 역할의 혁신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를 미국 뉴

욕주의 ‘에너지 개혁 비전(Reforming Energy Vision, REV)’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5년 뉴욕주는 재생가능에너지와 분산형 에너지자원을 늘리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

를 골자로 하는 REV를 발표하였는데, 이를 통해 뉴욕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69) RE100, 2019,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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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수준의 40%를 감축하고(2050년에는 80%를 감축) 전체 전력량의 50%를 재

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생산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이러한 목표를 위해 REV는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와 소비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전력시장의 개선을 핵심 정책으

로 제안하고 있다. 뉴욕시는 유틸리티의 역할을 전통적인 대규모 전력생산과 판매 역

할에서 분산에너지자원의 접속 및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산시스템플랫폼

(distributed system platforms, DSPs)으로서의 역할로 전환하는 전력시장 개선계

획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장 구조 전환을 위해 뉴욕시는 기존 유틸리티의 사업 방식

인 서비스 원가주의(cost-of-service)에서 플랫폼 서비스 요금, 성과기반 규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유틸리리의 요금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요금 제도가 

도입되면 향후 유틸리티는 전통적인 원가 규제 수입과 플랫폼 운영을 통한 수입이 균

형을 이루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Cross-Call et al., 2018).  

 

3_에너지 정책 부문의 변화

1) 세계 주요 도시, 기후 중립 및 에너지전환 정책 가속화

지난 2015년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회의에서 개도국과 선진국은 지구 온도 상승을 산

업화 시기 이전 대비 2℃ 내로 억제하는 목표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적인 

기후변화 목표가 기후변화 위험을 억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최소한 1.5℃로 온

도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18년 유엔 사

무총장은 기후변화를 “우리가 직면한 직접적 생존의 문제”로 규정하고, 각국의 적극

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호소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1.5℃ 온도상승 억제의 필요성과 

시급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 보고서」70)를 기점으로 

2050년 기후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많은 논의·행동·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의 

‘멸종 반란(extinction rebellion)’운동이나 16세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에 의

해 촉발된 ‘기후변화를 위한 등교 거부 운동(school strike for climate)’과 같이 적

극적인 기후변화 행동을 촉구하는 시민·환경운동의 목소리가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

70)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 억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10년 대비 
45% 줄이고 2050년에는 배출제로에 도달해야 한다는 1.5℃ 안정화 경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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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사회·정치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최근 많은 도시와 

국가에서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1.5℃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행

동을 실행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등 여러 도시에서 2050년 기후 중립을 선언하

고 실행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전 세계 230개 이상의 도시가 최소 한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100%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REN21, 2019). 

특히, 최근 유럽 및 미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직업 창출, 중산층과 저소득층 

복리를 개선하기 위한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린뉴딜은 정부의 과감한 예산투자와 혁신적 정책을 통해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극

복하고 저탄소 사회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한다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 중

요한 원칙으로 추진되고 있다. 유럽은 가장 적극적으로 그린뉴딜을 수용하여 구체적

인 정책 수립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19년 11월,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기본 구상을 발표하고, 향후 10년간 1조 유로를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유럽 

그린 딜은 1)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2) 자원 사용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된 

자원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체제, 3) 특정 개인이나 지역이 소외되지 않는 정의

로운 전환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2020년 1월 유럽의회는 이를 승인함은 물론 

기존 2030년 50% 온실가스 감축(1990년 대비) 목표를 55%로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

다. 현재 EU집행위원회는 유럽의 기후 중립 목표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도록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수립 중이며, 탄소세와 탄소관세부과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와 같은 기후 중립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특히,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인구 및 경제가 집중된 도시의 

탈탄소화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유럽연합은 2030년 기후중립 100개 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과 정책을 유럽의 모든 도시에 

확산하고 나아가 유럽대륙의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혁신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

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자국 경제 불이익을 이유로 파리 협약을 탈퇴하여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21년 집권한 바이든 

행정부는 선거 공약대로 파리기후변화 협약에 재가입을 마치고 기후정상회의를 개최

하는 등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 역시, 2019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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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민주당 의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린뉴딜 정책과 에너지전환 정책이 적극적으로 

논의 및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9년 2월 미 하원에서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

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 민주당 의원이 중심이 되어 연방정부의 그린뉴

딜 정책 채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뉴욕시는 지난 2019년 4월 2050 탄

소중립을 달성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 법안인 ‘기후동원법(Climate Mobilization 

Act)’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 법안에는 건물에너지효율화 법안(Local Law 

97)이 핵심적인 정책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시의 상업 및 주거 건물에 대해 온실

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강력한 법안으로써, 25,000ft2(약 2,300㎡) 이상 약 50,000

개의 건물에 대해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

록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 내 대표적인 환경 선도 도시인 LA 역시 2019년 ‘LA 그린

뉴딜’을 수립하였는데, 2045년 기후 중립을 위해 에너지, 물, 폐기물, 교통 부문 등에

서 구체적인 시기별 목표와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LA의 그린뉴딜 정책 패

키지 안에는 환경정의가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취약층 인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택, 서비스, 인프라 개선과 공유태양광프로그램을 통해 태양광 

설치가 어려운 지역의 주민과 저소득가구 등이 에너지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국내 에너지전환·그린뉴딜 정책 

지난 2016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정책에 에너지전환을 적극적으로 반영

하였다. 정부는 2017년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

년까지 20%로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하 RE3020)을 수립하였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7.6%(15.1GW)로 독일(29.3%), 영

국(24.7%), 일본(15.9%)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상황이었다. 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도 폐기물이 58%, 바이오가 16%를 차지하는 반면, 태양광과 풍력은 각각 13%, 

4% 정도였다. RE3020은 2018~2030년 신규설비의 95% 이상(48.7GW)을 청정에너

지로 공급하고 기존의 폐기물, 바이오 중심의 발전에서 벗어나 태양광, 풍력 등 청정

에너지로 전환한다는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제시하였다. 

정부는 2019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철학과 비

전, 목표와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원별·부문별 에너지 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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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① 에너지 정책 패러

다임을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전환, ②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 ③ 

분산형·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대, ④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⑤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 등 5가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지난 2019년부터는 기후·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 논의와 실천이 국

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시민사회와 학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까지 확산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단위에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축으로 그린뉴딜을 발표하였으며, 같은 해 9월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문’을 통과시켜 2030-205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

준으로 높일 것을 촉구하였다.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지방정부에서도 그린뉴딜 정책

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 7월 8일,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발표하여, 2050년 탄소중립 도시를 목표로 설정하고 건

물, 수송, 숲, 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등 5대 분야의 핵심 정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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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포스트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 방향

1_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 전환

1)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 변화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는 우리나라의 화석연료와 원전 중심의 에너지 체제의 큰 변

화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지난 7년여 동안 서울시는 지방정부의 제한

적인 권한에도 불구하고 에너지효율개선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이루었다. 서울시는 시 차원에서 찾아보기 힘든 300MW가 넘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

하였으며, BRP와 LED 확대 등을 통한 적극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그리고 에너지자

립마을과 에코마일리지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민 절약 실천을 통해 지역에너지전환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의 에너지 실험은 타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에

도 영향을 미쳐, 미니태양광 지원과 에너지자립마을 지원 등과 같은 제도는 많은 지자

체에 확산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중앙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탈핵·탈석탄 기

조의 에너지 정책을 선언하고 기존 에너지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가능하게 한 것은 시민사회운동 출신인 박원순 시장과 서울

시의 리더십, 다양한 제도개선과 지원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책의 기획과 실행과

정에서 시민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에너지전환정책이 다소 단기적인 정책 목

표 달성에 집중되어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는 평가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그동안 서울시 에너지 정책에서 전체 에너지 소비의 

30%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최

근 서울시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자동차 등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미세먼지 

배출 노후 경유차에 국한되어 전체적인 교통수요량을 줄일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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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미흡하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 체계에서 자전거와 도보를 위한 교통 인프라 전환

도 미흡했다. 건물부문 역시 BRP 융자지원 및 주택 재생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

으나, 건물에너지 관리에 대한 규제 권한의 부재와 건물 효율개선 강화 전략의 부재로 

서울시 전체 에너지의 가장 큰 소비 부문인 건물 인프라의 전환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71) 도시계획과 같은 공간개발 및 교통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연관되어 진행되지 

못하면서 에너지 절감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문제점도 있다. 또한 BIPV와 같은 새로운 기술 적용과 프로슈머의 확대, 그리고 

서울에너지공사의 혁신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시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

로 평가된다. 

그간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1, 2기 정책을 통해 양적 목표 달성(200만 TOE)과 

에너지 나눔과 참여라는 가치 중심의 비전을 제시하여 에너지전환의 중요한 요소를 

담아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향후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이 실질적인 에너지전환

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인프라(에너지원, 건물 등 설비의 효율화), 제도, 시장 

차원에서 에너지전환을 위한 구조적 변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장기 

비전과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탄소 중립,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비전 

포스트 원전하나줄이기의 새로운 방향성을 위해 천착해야 할 과제가 바로 기후변화 

문제이다. 이미 지구의 평균온도는 산업화 시기 이후 1℃가량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심각한 기후변화 위험을 목격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국가 간 오랜 협상 끝에 개도국

과 선진국이 함께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내로 억제하기로 하는 파리협약

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현재 유엔 기후변화협약 하에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감축 목표

를 달성한다 해도 2100년 지구 온도는 약 2.8~3.21℃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72)  

이러한 상황에서 돌이키기 힘든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지구 온도 상승을 1.5℃로 억

제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1.5℃ 온도 상승 억제 시나리오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로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매

우 혁신적이고 과감한 감축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C40의 많은 참여 도시들이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재생

71) ’17년 기준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은 9,234 천TOE로 서울시 전체 소비량의 62%를 차지하고 있음. 
72) Climate Action Tracker, 2020. https://climateactiontracker.org/global/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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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발전, 건물에너지 효율, 차세대 모빌리티 등과 같은 에너지 부문의 정책이 핵

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서울의 약속(2015)을 통해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0% 온실가스 감

축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며 2020년에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그동안 서

울시 에너지 정책은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중요한 성과 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

을 추진해왔지만,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에너지 정책은 계획의 마련과 실행 

그리고 평가의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는 정책 초기에 

원전 위험과 도시의 에너지 의존성 문제를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에너지의 생산과 

절약, 특히 전력에 중점을 두면서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서울시 에너지 정

책의 목표는 기후변화 목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2050 탄소배출 중립’을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비전으로 설정하여 수행될 필요가 있다.

3) 탄소중립을 위한 서울시 ‘그린뉴딜’의 추진 

기후변화 및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9년 1월 민주당 의원이 중심이 되어 ‘그린뉴딜 결의안’이 제출되었는데, 그린뉴딜

의 5대 목표로 ① 온실가스 배출 순제로, ② 수백만 개의 좋은 일자리 창출, ③ 인프라

와 산업에 투자, ④ 깨끗한 물과 공기, 기후/공동체 회복력, 건강한 식량, 자연접근성, 

지속가능한 환경, ⑤ 정의와 형평성 보장을 제시하였다. 최근 당선된 바이든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100% 청정에너지 경제 구현을 목표로 기후변화 대응에 2조 달러의 

투자계획을 핵심으로 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밝힌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뉴욕주와 

로스앤잴레스 등 주·시 정부 차원에서도 그린뉴딜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유럽은 2019년 12월 2050년 유럽연합 순탄소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약 1조 유로를 투자하기로 하는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을 발

표하였다. 유럽연합은 그린 딜을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순제로를 달성하면서, 자원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와 공정하고 번영하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성

장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매우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법·제도적 토대를 마

련하고 있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 중립 목표가 각 회원국에 구속력을 갖도록 하기 위

해서는 유럽연합 차원의 입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현재 유럽 기후변화법

(European Climate Law)을 제정 중이다. 또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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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5%로 상향하고, 강화된 온실가스 목표에 따라 유럽 탄소배출시장, 에너지 효율

과 재생에너지 규정, 에너지 세제 등 제반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조치가 유럽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나아가 국제적인 

공조를 끌어내기 위해 탄소국경세 메커니즘을 도입할 계획이다.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였던 미국의 ‘뉴딜’이라는 용어의 함의와 실제 미국과 유

럽에서 진행되는 그린뉴딜 정책에서 보듯이, 그린뉴딜은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혁신

적인 제도개선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뉴욕시의 그린뉴딜 법안을 ‘기후동원법

(Climate Mobilization Act)’이라고 명명한 것도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인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의 인력과 재정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절박함을 담

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 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 정

책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혁신적일 필요가 있다. 에너지 정책

뿐만 아니라, 교통, 자원순환, 숲 등 그동안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일부분으로 혹은 

별도로 진행되던 과제들을 그린뉴딜 정책하에서 통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린

뉴딜 정책은 온실가스 배출 중립이 핵심적인 목표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그 과정에

서 녹색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같은 경제·사회적 문제 역시 매우 중요

한 과제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은 녹색일자리 창출을 넘어 새로운 경제성

장 전략으로서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민주당의 그린뉴딜 역시 새로운 일

자리 창출을 그린뉴딜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말부터 촉발된 

코로나 경제 침체가 계속되어 그린뉴딜을 통한 녹색 경기 부양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 형평성도 중요한 과제이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새로운 녹색산업의 

확대를 이끌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석탄발전 내연기관차 같은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은 점차 축소될 것이다. 그러므로 전환 과정에서 일부 계층이나 지역이 심각

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서울의 경우에는 화석발전

소와 에너지 다소비 산업과 같은 산업기반이 거의 없으므로 탈탄소 전환으로 인

한 직접적인 지역경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친환경차량으로의 빠른 

전환에 따른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수리와 부품 판매 일자리의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

다. 이들 산업에 대해 직업 전환 훈련 등과 같은 정책 지원이 그린뉴딜 정책에서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와 많은 지자체에서도 탄소배출 중립,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

남도는 2020년 6월, 향후 5년간 2조 6,400억 원을 투자하는 ‘충남형 그린뉴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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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발표하였다(충청남도, 2020). 서울시는 같은 해 7월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발표하였는데, 2050년까지 탄소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건물, 에너지, 교통, 폐기물, 숲 등 5개 분야에 2022년까지 2조 7천억 원을 투자하기

로 하였다(서울시, 2020). 정부 역시 그린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계획을 같은 

시기 발표하여, 2025년까지 녹색인프라 전환, 재생에너지, 녹색 산업 등 3개 분야에 

총 3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20.7.14). 최근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기도 하였다(’20.10.28). 

특히,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에는 재정 투자 계획과 함께 건물부문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 의무화, 2035년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 내연기관차 

운행 금지 구역 확대 등과 같은 과감한 규제 정책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장기적인 

에너지전환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서울시 원

전하나줄이기 실행과정에서 에너지전환을 위한 구조적인 제도개선이 미흡했다는 평

가가 있었는데, 이번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은 그러한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하

는 계획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울시의 계획이 실질적인 성

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의 강화 그리고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이라

는 과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도입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행정과 재

정 분권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다. 지난 10여 년간 에너지 분권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많은 부문에서 여전히 집중적 의사결정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

고 있지 못하고 있다(진상현, 2018). 거버넌스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도전과제가 놓여

있다. 온실가스 배출 중립은 사회 모든 부문에서 시민의 정책 수용과 참여가 없이는 

달성되기 힘든 목표이다. 더구나 새로운 기술과 시장이 생기면서 시민의 역할은 더욱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보다 강화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거버

넌스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장에서 에너지 분권과 시장, 그리고 새로

운 시민 참여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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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실질적 에너지 분권 구축

1) 중앙정부 제도개선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은 대부분 화석연료나 원자력과 같이 대규모 에너지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정부 에너지 정책 역시 이러한 대규모 중앙집중적 

에너지 기술을 개발·확대하는 데 필요한 제도에 집중되었다. 최근 기후변화와 재생에

너지 정책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그린뉴딜 정책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방정부와 지역공동체가 에너지전환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 제도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편이다. 예를 들어, 건물 에너지소비증명제는 건물의 에너지 

성능 정보를 공개하여 고효율 건물에 대한 수요 창출과 설비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효

과적인 제도로써 많은 나라에서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발적인 정보공

개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그 실효성이 낮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정책인 

RPS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공급의무비율을 상향하였지만, 소규모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FIT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에너지 가격에 원가와 외부비용을 반영하는 합리

적 조정이 필요하다. 인위적 에너지 요금 억제와 보조금 중심으로는 장기적으로 친환

경기술로의 시장 전환을 신속하게 이룰 수 없다. 

기술발전에 따른 전력시장의 개선도 필요하다. 일방향(one-way) 운영의 전력시장에

서 에너지 수요와 소비자의 선택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양방향 전력시장 모델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독점적 판매자 지위를 갖는 한전의 역할 변

화가 필요하다. 대규모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산에너지자원(distributed 

energy resources, DERs)을 연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계통운영 규칙과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및 기술 

개선이 이루어져야 지역에서 더욱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2) 지방정부 정책 권한 강화 

우리나라는 가스, 열, 전력 등 에너지 공급부터 에너지 수요관리와 관련된 업무 대부

분이 중앙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진상현, 2018). 최근 들어 지자체별로 활발

하게 지역의 에너지전환계획이 수립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에너지·기후 분야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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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로 계획과 실행과의 괴리가 크다. 하지만 앞으

로 탄소중립과 같은 전 부문에 걸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도시와 지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도시화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도시의 생태적 영향

도 커지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50%가 도시지역에 살고 있으며 전 세계 온실가스의 

약 70%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역시 대부분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

고 있으며 경제적 활동 역시 도시에 집중되어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 특히 앞으로 이러한 도시화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어서 도시의 적극적인 

에너지전환 및 기후 대응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도시와 지역의 중요성은 비단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이 크기 때문만은 아니다. 

도시는 기술과 자본, 그리고 우수한 인력 등 전환을 위한 물적 토대가 준비되어 있다. 

혁신적인 정책과 기술을 적용하기 좋은 공간이며 기존 산업의 이해관계에서 상대적으

로 자유로운 특징도 있다. 또한 정책의 수립·집행 과정에서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간 진행된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은 이러한 도시의 새로

운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특히, 최근 재생에너지와 분산자원에너지와 

같은 소규모 친환경 에너지와 스마트 기술의 향상은 분산적 에너지 시스템과 거버넌

스를 요구하고 있다.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는 몇 개의 기술 패키지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산업, 건물, 교통, 에너지 등 사회 거의 모든 인프라의 저탄소 

전환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60여만 개 건물 대다수가 제로에너지건물 수준의 에너지

성능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중앙정부의 특정 부서가 수행할 수는 없는 것이

다. 실질적으로 인프라의 허가.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

할 것이다. 실제로 지방정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될 수 있는 중요

한 시점에 지방정부는 선제적 재난지원금 지급,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확진자 

동선 공개, 자가격리 시설 운영,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 등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 확산을 억제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막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유창복, 2020). 물론 감염병이라는 위급한 상황이 지방정부로 하여금 신속한 

조치를 하도록 했을 수 있었겠지만, 지방정부의 축적된 역량, 현장의 정보와 시민의 

필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탄력적인 

대응체계 등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장점을 살린다면 에너

지·기후정책과 같이 분산적·협력적 방식의 성격을 갖는 사업을 실행하는데 상당히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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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많은 에너지 관련 정책들이 중앙정부의 권한이어서 지자체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건물 부문에 대한 강력한 온실가

스 규제가 필요한데 건물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토부 장관

의 소관이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 대한 에너지 진단 및 개선명령도 산업부 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지역난방과 같이 지자체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에너지사업 역시 

산업부의 인허가 대상이다. 물론 지자체의 권한 확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항상 긍정

적이지 않을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라던지 기초지

자체의 더딘 인허가 절차가 그 예이다.73) 또한 그동안 지자체의 무리한 지역개발사업

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들 일부 문제 때문에 분권화의 필요성

이 절하되어서는 곤란하다. 정책의 실패와 비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은 비단 지방정부

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분권화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중앙-광역-기

초 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며, 권한에 대한 책임이 명확

하게 주어진다면 지자체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에너지·환경 부문은 대부분 ‘후회없는 정책’이기에 과도한 전시성 사업만 예방

한다면 정책실행으로부터 오는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은 지방정부의 제한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중 일부는 중앙정부 제도 개선과 사업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또한 

서울의 선도적인 에너지 정책은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서울

시는 현재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내연기관 등록금지, 

제로배출차량구역 지정,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도, 에너지평가서 의무화 등 과감한 정

책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기후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권한이양이 필수적이다. 정부도 최근 지방분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지

난 2020년 1월에는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되었다(행안부, 2020).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그린뉴딜’ 역

시 기존 하향식 사업 방식이 아니라 ‘지역 주도형 그린뉴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74) 지난 2008년 ‘녹색성장’에 비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주도

73) 서울시 강남구청은 시유지인 수서역 공용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공작물 축조신고를 반려하였다. 
서울시와 설치 계약을 맺은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은 축조신고 반려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였고 강남구청이 
패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연합뉴스, 2021). 

74) 2020년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지역 주도형 그린뉴딜’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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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그린뉴딜’은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인 지역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지방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자만이 고려되고 

있어 실질적인 권한이양과 재정 분권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될 필요가 있다.

3) 지방정부 재정 자립 향상   

재정적 자립은 지방분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강화는 유명무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자치분권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자치분권위원회를 구성하고(’18.1) 「지

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18.3)(이하 ‘자치분권 특별법’)을 제정

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자치분권 특별법에 따라, 

「자치분권 종합계획」(’18. 9)을 수립하여 자치분권을 위한 핵심 6대 전략을 설정하였

는데, ‘재정분권’이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재정분권의 주요한 방안

으로는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개선,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 국고보조사업 개편, 지

방교부세 형평 기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세율 상향 

등을 통해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와의 비율을 2022년까지 7:3 그리고 장기적으로

는 6:4로 개편하는 재정분권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재정 분권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목표 하에 중요한 의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재정 분권은 여전히 취약한 구조를 보인다. 2020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

체 재정자립도75)는 50.4%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2011년 51.9%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나라지표, 2021). 복지 비용 증가 등에 따른 지방 정부의 지출이 늘어

난 반면 세입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

권 역시 크게 개선되지 않은 모습이다. 그 예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를 들 수 있

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지역 신규 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

로서, 자치단체장에게 운영이 위임된 제도이다. 하지만 실제로 중앙정부가 지방의 재

정사업 추진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면서 사업 일정 지연 및 업무 부담 증가는 물론 지

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박영민 외, 

2021). 중앙정부의 보조금 제도 역시 대단히 집권적 구조를 갖고 있어 지방 정부가 

중앙부처의 업무를 위탁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많은 지자체가 

75) 재정자립도는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한다(나리지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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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대규모 예산투입을 계획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친환경차 보급 사업,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또한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과 같이 중앙부서의 공모사업

에 지원하여 그린뉴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투입은 그린뉴딜 사업의 핵심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중앙과 지방

의 불균형적인 재정구조하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정

부의 그린뉴딜 추진 방식이 중앙정부 부서의 사업을 하향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지역

의 역량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

적인 사업에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사업에 치우칠 가능성도 크다. 국고보

조금의 성격상 정부의 특별한 정책 목적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그린뉴딜 보조금을 지역 특수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해 포괄적 지원방식

으로 제공하여 지역 주도 그린뉴딜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4) 자치구 역할 강화   

기술과 시장이 분산적 형태로 변하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자치구 역할 강화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굴 및 지원, BRP, 교통 

인프라 개선, 폐기물 처리 분야 등 에너지·기후 관련 사업을 주민들의 실생활과 맞닿

은 공간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과정에서 많은 자치구들이 자체 에너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원구는 2012년 “탈핵에너지전

환 도시”를 선언하고 태양광 사업과 에너지 절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자치

구 최초로 자치구 차원의 발전차액 보조금을 제공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3,341가구에 미니태양광을 보급했으며, 주민주도의 태양광협동조합을 설립하여 

2013년 30kW, 2018년 74kW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송파구는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제시한 후 최근에는 자치구 최초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서울시, 

2020c). 서대문구 양천구와 같은 자치구는 서울시 에너지혁신지구로 선정되어 계시

별 요금제, 개인 간 에너지 거래 등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

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서울시 자치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의 의사결정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자치구의 재량과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164

06

2
0
5
0
 탄
소
중
립
 실
현
을
 위
한
 포
스
트
 서
울
시
 에
너
지
전
환
 정
책
 방
향

필요할 것이다. 자치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성과기반 포괄적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3_혁신적·분산형 에너지 시장 확대

에너지 시장 구조가 최근 전력부문을 중심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전력

시장은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장거리 송배전망을 통해 최종적인 소비자에

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네트워크 산업이 갖는 ‘규모의 경제’라는 특성 때문

에 발전-송배전-판매 부문을 독점적 전력회사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

조였다. 이들 독점적 전력회사는 국가의 규제 정책에 따라 민간(미국, 일본 등) 혹은 

정부 소유(프랑스, 영국, 한국 등) 구조로 발전하였는데, 민간 전력회사라 하여도 전력

시설의 개발, 운영, 요금에 대해서는 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있었다. 이러한 독점적 

전력시장 구조는 서비스원가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즉, 전력회사는 정부로부터 서비

스 지역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 의무를 부여받지만, 투자와 적절한 보수율을 소비자의 

전력요금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식이다(유정민, 2018a). 

이러한 전통적인 수직 통합·독점적 전력시장 구조는 1980년대 미국과 영국 등의 국

가에서 전력산업 자유화가 도입됨에 따라 큰 변화를 맞는다. 기존 수직·통합적 전력

회사의 발전, 송배전, 판매 부문의 분리(unbundling), 경쟁적 전력도·소매시장의 도

입 및 민영화가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핵심적 의제로서 진행되었다. 특히, 이 시기 전력

산업구조개편은 주로 송전 부문에서 대규모 전력거래를 위한 도매시장에 집중되었는

데, 이를 위해 독립계통운영관리자(independent system operator, ISO), 전력 도

매시장 등과 같은 새로운 시장 운영 기구가 생겨났다(유정민, 2018a). 

우리나라 역시 200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 구조조정프로그램(structural 

adjustment program)의 일환으로 전력산업 자유화가 추진되었다. 한전의 발전 부

문을 6개 독립적 자회사로 분리하고 변동비반영 전력도매시장(Cost-Based Pool, 

CBP)이 도입되었다. 이후 배전 부문 분리 및 소매시장 도입 등의 계획을 진행할 예정

이었으나, 시민·노동계의 반대로 인해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중단되었으며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CBP 도매전력 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전력시장은 다시 한번 큰 변화를 맞고 있는데, 가장 큰 변화의 동인은 재생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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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비롯한 ESS, 전기차, 수요 자원 등과 같은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이다. 기후변

화 대응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경쟁력이 향상되어 이미 많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는 보조적 에너지 수단이 아니라 주류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유럽은 2019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18.9%로 2020년 목표인 2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재생 

전기의 비중은 34.2%에 이르고 있다(EUROSTAT, 2021).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많은 나라는 앞으로 재생 전기가 더욱 확대되어 수송 및 난방 등의 부문까지 전기화

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전력시장 역시 다원적·지능

적 구조로 변하고 있다.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시장에 등장하고, 소비자의 선택

권이 커지면서 전통적인 에너지 공급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다. 수요자원 

시장, 가상발전소, CCA를 비롯한 녹색전력요금제도, P2P 전력거래 등과 같은 혁신

적 시장모델이 도입되면서 전통적으로 일방향(one-way) 공급 방식이었던 전력시장

이 양(다)방향 플랫폼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및 시장 변화에 따라 해외

에서는 기존 전력회사 역시 에너지공급자에서 분산에너지자원의 계통연계와 상호거

래를 촉진하는 전력 플랫폼 제공자와 같은 새로운 역할로 변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는 여전히 대규모 에너지 생산 및 거래에 적합한 

체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전원별 경쟁의 부재, 정부의 전력 

요금 통제,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다양한 보조 계통 서비스 시장의 부재 등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 최근 전력시장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

조이다. 특히,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전력계통과 시장 운영

에 대한 지방 정부의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소규모 분산자원중개시장, RE100 등 분권적 시장제도가 도입되어 기존 독점적 

시장 구조에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전력시장은 기존 수직 통합적 체계에서 지역 기반의 수평적 에너지 시장 체제로, 대규

모 에너지 전달 방식에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에너지 거래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의 공급과 수요가 분리되지 않고 스마트 기술을 이용

하여 지능적인 방식으로 통합되어 운영될 것이다. 이러한 전력시장의 변화는 주로 배

전망 부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배전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

고 있다. 특히,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배전계통운

영자(distribution system operator, DSO)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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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배전망은 전력계획에서 송전망 운영에 비해 크게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

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산에너지자원(distributed energy resource)의 계통연계 확

대와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 나아가 프로슈머 간 양방향 전력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배전계통운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수십 GW의 태양

광이 배전망에 연계된다면 배전계통에서 역조류, 전압과 주파수의 불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일방향 전력 공급 목적으로 설치된 배전망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는 계통운영 뿐만 아니라 시장운영

의 변화도 필요한데, 배전계통에서 다양한 발전원과 수요자가 양방향으로 거래하는 

분산형 전력시장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와 전력소비

자 사이의 P2P 거래, 수요공급 통합 가상발전소, V2G 등 다양한 분산자원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술 및 시장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분산에너지자원의 경제성은 더욱 향상되겠지만 이러한 적극적인 배전계통운

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울시의 탄소중립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전

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에너지 시장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될 필

요가 있다. 지방정부에게 에너지 공급의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진다면 녹색 열·전기 

요금제, 계시별 요금제, P2P 거래 등 혁신적인 시장제도를 이용하여 지방정부가 에너

지전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4_시민참여 거버넌스의 강화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의 가장 커다란 성과 중 하나는 시민의 주도적인 역할, 그리고 

이를 통한 에너지 시민성의 고양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에서의 

시민의 역할은 단순히 홍보나 교육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정책 수립과정과 다양한 프

로그램에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에너지전환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커지고 의미 있는 

성과와 혁신적인 정책 개발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서울시의 탄소

중립이라는 도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보다도 더욱 적극적인 시민참여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치구와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건물, 교통, 에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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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시 인프라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서울시가 개별 사업을 직접 실행하기보다는 

자치구와 마을이 지역의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예를 들어, 자원 재활용·재사용 시설이나 마을 숲 운영, 그리고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 등을 자치구나 지역 커뮤니티 공간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 기반 기업이 활성화되고 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프랑스의 ‘15분 도시’처럼 일과 생활, 교육을 

주거 공간 근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생활권 도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장거리 이동이나 밀집 공간에 머무는 활동이 

줄어들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우리나라도 탈산업

화 경제발전이 진행되면서 대량생산 및 소비 방식에서 개성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지

역 중심의 새로운 경제산업 구조가 진행되고 있다(모종린, 2021). 경제·문화적으로 

지역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치구 혹은 마을 단위에서 친환경 사업을 통한 새로

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 서울시 기후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의 이해 당

사자가 참여하는 시민참여 거버넌스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녹색서울시민

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에너지정책위원회, 기후변화대책위원회 등 다양한 기

후·에너지 관련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

면서 지역별로 탄소중립 추진 거버넌스 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는 상

황이다. 이들 위원회는 각기 고유의 목적과 역할이 있지만, 기후·에너지 부문에서는 

중복되는 역할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위원회 간 역할 조정을 통해 서울시 탄소중립·

그린뉴딜 정책을 보다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민참여 

의사결정 기구가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문이 아니라 정책의 

기획과 평가, 그리고 실행과정에서 참여자의 실질적인 역할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위원회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혹은 의견 반영 구조를 두어 위원의 헌신성을 제고하고 

토론과 숙의를 통해 정책의 효과 및 추진체계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시민참여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그동안 에너지자립마을, 베란

다 미니태양광, 태양광협동조합 지원 등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프로

그램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에너지 시장이 더욱 개방적 환경으로 바뀌고 다양한 분산

에너지자원 기술이 발전해나감에 따라 시민이 참여하는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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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주어진 서울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준이 아니

라, 에너지 프로슈머, 중개거래사업, 마을 재활용 기업, 에너지 컨설팅, 그린리모델링 

건축 등 혁신적 형태의 녹색 기업가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교육, 지원, 시장 개

선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5_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가 형평성에 관한 문

제이다. Jenkins(2019)는 ‘전환(transition)’ 논의에서 사회적 의미가 충분히 고려되

지 않는다면 에너지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 문제는 물론 과잉 

생산과 소비로 환경오염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사회적 형평성 관점

에서 과도한 에너지와 자원 소비에 따른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ies)에 대해 그에 상응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보다는 주행세나 통행세 등 자동차 사용에 세금을 부과함으

로써 교통부문 외부효과(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를 억제해야 한다. 쓰레기 문제 역

시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여 쓰레기의 수거, 분리, 처리 비용을 배출

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는 외부에서 에너지와 물질을 공급받아 소비하는 

소비 중심 도시이지만, 이러한 외부 자원에 의존하는 시스템은 환경적 부담을 가중할 

뿐 아니라 다른 지역과의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문제는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를 추진했던 주된 이유이기도 했다. 하

지만 과도한 소비의 문제를 규제하다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

로 더욱 커질수 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이나 에너지 요금이 인상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것이다. 이러한 세금과 규제의 역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환경 복지 정책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에너

지 바우처 제도나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과 같은 사업들을 통해 에너지나 폐기물 처

리비용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린뉴딜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정의로운 전환’인데, 전환 과정에서 기존 화석연

료 기반의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혹은 지역 주민들의 고용 불안정성과 소득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서울시는 석탄발전과 같은 소위 ‘좌초 산업’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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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전환 과정에서 부정적 경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녹색 

산업 성장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근 전기자동차 

확대나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 보급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 연관산업 혹은 전력 검침 인력 등과 같은 산업

은 점차 사양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과 정책이 급속하게 

도입됨에 따라 좌초 산업이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서울시 탄소중립·그

린뉴딜 정책 실행과정에서 이들 좌초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창업지

원을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6-1] 향후 서울의 에너지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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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hievements and Policy Improvements, and New Policy Directions 

of Seoul’s Energy Transition Policy

Jung-Min Yu·Chorong Yoon·Hyungmi Yoon

Our purpose in this research is to evaluate Seoul’s energy-transition policy for 

the last nine years and to suggest some policy-improving measures. Given the 

evaluation and recent carbon neutrality discussions in many countries, we also 

offer proposals for Seoul’s new energy vision and policy directions. 

Seoul has played a pioneering role in energy transition in South Korea since its 

initiation of the One Less Nuclear Power Plant (OLNPP) in 2012. With 

innovative policies, citizens’ support, and the strong leadership of Mayor Park, 

Seoul’s OLNPPP has largely been successful. It saved 6.87 MTOE of energy by 

means of active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policies. It also contributed to creating green jobs, increasing energy welfare, 

and broadening citizens’ participation. Further, the city’s diverse policies and 

programs were benchmarked by other local governments and influenced 

national energy policy. There is, however, several challenges that the city has 

to address to move towards more ambitious goals, such as carbon neutrality.

Ÿ Seoul needs to strengthen the building retrofit project (BRP) by introducing 

some binding regulations, such as emission caps and building-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s, as well as offering more favorable financial 

incentives. 

Ÿ Building stock is an important asset for installing PVs in urban spa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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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s. The current subsidy scheme needs to be changed to provide 

substantial financial incentives for kW-scale rooftop PVs. Mandating PVs on 

new buildings, as in New York city and France, also needs to be considered.

Ÿ Expansion of green industry is an indisputably effective way to create green 

jobs.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energy-business models in 

which people take part, such as energy cooperatives and prosumers. 

Retrofitting of low-income houses needs to be continued as a 

welfare-policy priority. 

Ÿ In order to mainstream the climate policy to all the policy areas of the city, 

the Headquarter of Climate and Environment needs to play a more active 

role with enough power and personnel. It is also necessary to collect data 

and develop ways to evaluate the effects of project implementation.

Ÿ The Seoul Energy Corporation, which currently is working on diverse 

business areas, ranging from renewable energy and district heating to smart 

energy and energy welfare, needs to strategically focus on priority business 

models and streamline the complex decision-making process. 

Ÿ Citizens’ participation needs to be broadened by empowering the district 

governments and communities. 

There are significant changes in the energy market and technology as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DER) rapidly expand. In addition, the “Green New 

Deal” for 2050 carbon neutrality has become a new global norm for 

environmental policy. In this regard, Seoul’s energy-transition policy needs to 

be upgraded to embrace those changes and challenges. The new vision and 

policy directions are suggested as follows. 

Ÿ Seoul’s energy-transition policy needs to be restructured with a vision of 

2050 carbon neutrality. To meet that bold target, stringent regulations, 

sufficient budget, and efficient organization should be prepared.

Ÿ In order to make a locally driven Green New Deal effective, energy 

decentralization that includes reform of governmental regulations, 

empowerment, and budget autonomy needs to be continuously promoted.

Ÿ Innovative and decentralized energy-market reform is required to 

accelerate the use of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and to foster new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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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es. 

Ÿ Participatory governance is crucial to make the ambitious climate policy 

work.

Ÿ It is necessary to prepare safety measures for the people working in 

so-called “stranded industries”, such as for internal-combustion eng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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