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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등 효과 다양한 ‘그린 뉴딜’로

서울시 2050 탄소배출 중립 비전 달성해야

지구온난화로 잦은 기상이변 … 기후위기 대응 ‘2050 탄소배출 중립’ 필요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시기 이전보다 이미 1℃가량 상승하였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폭염, 가뭄, 태풍의 강도와 빈도가 심해지고 있다. 현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 사회는 돌이키기 힘든 기후재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많은 국가, 지방정부, 시민사회에서 기후비상을 선언하고 적극적인 기

후위기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프랑스 등의 국가와 전 세계 

1,490여 개 지방정부가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 유럽집행위원회는 2019년 ‘기

후·환경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carbon neutrality)을 목표로 

하는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였다. 

서울시 2050 탄소배출 중립, ‘그린 뉴딜’ 정책패키지 추진으로 달성 가능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서울의 약속」, 「태양의 도시」 등의 에

너지․기후 정책을 추진하여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해 

왔고, 에너지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보급, 그리고 시민 절약 실천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2017년에 2005년 대비 5.6%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그쳐, 서울

시의 목표인 2030년 40%의 온실가스 감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1.5℃ 지구 

평균기온 상승 억제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해야 하기에 서

울시는 기존 정책의 강화와 함께 더욱 실효성 있는 기후 정책 및 제도 발굴이 필요하

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관행을 넘어선 과감한 목표 설정과 혁신적인 제도 개선, 그리고 

획기적인 공공자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린 뉴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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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 뉴딜’ 핵심사업은 노후 공공건물의 제로에너지건물로 전환

기존건물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 ‘에너지 총량제’ 도입과 에너지 소비증명제를 강화

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노후 공공건물의 제로에너지지건물(ZEB; Zero 

Energy Building) 리모델링으로 에너지 복지 개선과 민간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BRP; Building Retrofit Program) 시장을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시

에서 진행했던 민간건물 BRP 융자지원의 대상과 규모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대규모 신규개발 사업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총량 관리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보행자 등 위한 친환경 교통인프라 구축도 서울시 그린 뉴딜의 주요 영역 

주행거리가 높은 상용 차량을 시작으로 2035년 내연기관 퇴출을 위한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주행거리 혹은 배출량 기반 자동차세 도입, 혼잡통행료 지역 확대, 배출제

로 구역, 녹색교통 마일리지 제도 등 교통 수요관리 정책을 적극 시행하여 자동차의 

이용을 억제하고 친환경 차량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승용차에 치우친 도로의 

구조와 공간 배분을 개선하여 보행,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해야 한다. 

‘탄소배출 중립에 이바지하게’ 폐기물관리시스템 정비·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위해 일회용 제품포장재 저감, 다회용기 세척·대여 산업 육

성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가연성 폐기물 매립 제로를 위해 물질 재활용률을 높이고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은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재사용·업사이클 산업과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권역별 재사용·업사이클 센터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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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신기술 개발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 스마트에너지도시 기반도 조성  

2050년 5GW 태양광 보급을 목표로, 서울시 모든 건물을 태양광발전소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건물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경량 태양광 등 새로운 태양광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개선이 필요하다. 의무 설치 건

물용 연료전지의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소형 연료전지의 경제성과 가동률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슈머, 가상발전소, 수요반응자원(DR; Demand Response) 

사업을 확대하여 스마트에너지시티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서울시, 전담조직 설립 등 기후변화 대응 조직체계 강화, 시민 동참 유도

기후, 에너지, 미세먼지 정책을 통합하는 서울시 ‘기후위기대응비상계획(안)’을 시의 

최상위계획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할 기후위기대응 전담조직, 예산, 제도 개편이 필

요하다. 특히, 기후환경부시장을 신설하여 부서별로 진행되는 기후대응 정책을 효과

적으로 총괄·관리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기후변화대응 교육, 기업의 기후위기행동 

리더십 프로그램, 시민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와 시민 그리고 기업의 기

후위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정책 실행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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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1)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로 기후위기 직면

◦ 현재 온실가스 배출 추세라면 지구 온도 3~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 

‐ UNEP(2019)는 현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계속된다면 2100년 지구 평

균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3.2℃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최근 5년(2015~2019)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고, 전 지구 평균기

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1℃ 상승(WMO, 2019; 2020)

출처: WMO, 2020, 「WMO Statement on the State of the Global Climate in 2019」.

[그림 1-1] 산업화 이전(1850~1900) 대비 지구 평균 기온 변화

◦ 긴급한 기후위기 비상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 전 세계 153개국의 11,258명의 과학자는 국제학술지 바이오사이언스

(BioScience)에 현재 지구가 파멸적 위기(Catastrophic threats)에 직면

하고 있다며 ‘기후 비상 상황(Climate emergency)’임을 선언함(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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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올해의 단어로 Oxford 사전은 ‘Climate Emergency(기후 비

상사태)’, Collins 사전은 ‘Climate Strike(기후 파업)’을 선정함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2020 지구 위험 

보고서’를 통해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기후행

동 실패’를 선정(2020.1)

 15년 발간 사상 최초로 발생 가능성(likelihood) 측면, 영향(Impact) 

요인에 기상 이변, 기후 행동 실패, 생물 종 손실 등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요인이 선정되어, 현재 전 인류가 ‘기후 비상상황’에 처

해 있음과 ‘기후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함1)

‐ UN 사무총장은 지구의 날 50주년 기념 메시지에서 COVID-19 위기

보다 더 심각한 환경 비상사태(deeper emergency)를 경고하며, 지구 

보호를 위한 결정적 행동을 촉구(2020.4)

2)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내외적 온실가스 감축 요구 증대

◦ 2016년 11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발효로 모든 협약 가입국

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중

‐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지구 평균온도를 2℃보다 훨

씬 낮게(well below)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제한하도록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것을 합의함  

◦ 2018년,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Global Warming of 1.5℃)」

‐ 지구 평균온도 2℃ 제한은 안전선이 아닌 최후의 보루이며, 2℃ 제한과 

1.5℃ 제한은 자연과 인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1.5℃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

‐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억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 2050년까지 순제로 배출(Net Zero) 달성 필요 

1)  발생 가능성(likelihood)  측면의 5대 위험요인은 ① 기상 이변(Extreme weather), ② 기후행동 실패(Climate 
action failure), ③ 자연 재해(Natural disasters), ④ 생물종 손실(Biodiversity loss), ⑤ 인간에 의한 환경 
재난(Human-made environmental disasters)이며, 영향(impact) 5대 위험요인은 ① 기후행동 실패(Climate 
action failure), ② 대량 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③ 생물종 손실(Biodiversity loss), ④ 
기상 이변(Extreme weather), ⑤ 물 부족(Water c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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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지구온난화 추세라면 2030년~2052년 사이에 지구 평균온도가 

1.5℃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에너지·산업·토지·건물·수송·도시 등 

사회 모든 부문에서 조속한 저탄소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함 

◦ 기후위기 대응 2050 탄소배출 중립 가속화 필요

‐ 1.5℃ 목표달성을 위한 탄소예산(Carbon Budget)은 4,200~5,800억

CO2톤으로 파리협정에 따라 제출된 국가별 감축 목표를 이행하더라도 

2030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520~580억CO2톤 수준에 도달하여, 

1.5℃ 달성에 필요한 배출량 250~350억CO2톤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전망함(2100년 3℃ 상승 예상)2)(IPCC, 2018)

‐ 2017년 이산화탄소배출량(41~42GtCO2)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수준

의 배출량을 유지할 경우 1.5℃ 탄소예산(66% 확률)은 2018년 이후 

10년 안에 모두 소진할 것으로 추산(한재각, 2019). 

◦ C40의 Deadline 2020 선언3)

‐ C40(도시기후리더십그룹)는 파리협정과 연계하여 2050년 탄소배출 중

립 비전(목표)과 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제시하도록 도시 정부에 

요구 

‐ 서울 등 116개 도시가 참여하고, 런던, 파리, 뉴욕 등 12개 도시가 탄소배

출 중립 보고서를 제출함

◦ 서울시 탄소배출 중립을 위한 장기적 실행계획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

해 「서울의 약속」 보완 필요

‐ 서울시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5%, 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5개년 계획(’17~’21년)

을 실행하고 있음 

‐ 기후변화․인구 구조 변화 등에 따른 에너지 사용 증가와 온실가스 배출

량의 68%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 부족하여 

2015년 이후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이 둔화하고 있는 상황

2) 특정한 전 지구적 평균기온 상승 억제 목표(예컨대, 2℃ 혹은 1.5℃ 목표)를 지킬 수 있도록 허용 가능한 온실가스 
총배출량

3) C40(도시기후리더십그룹)는 세계온실가스 80% 이상을 배출하고 있는 대도시들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05년 발족시킨 세계 대도시 협의체로, 서울은 2006년에 가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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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서울시 감축 목표를 넘어 2050 온실가스 배출 중립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존 계획을 강화·개선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도입

할 필요성이 제기됨4)

3) 연구목적

◦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정책 제안 

‐ 주요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분석과 문제 진단 

‐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부문별 전략과 주요 정책 제안 

2_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현황 분석 

‐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현황 분석

‐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추진성과 분석 

◦ 해외 탄소배출 중립 정책사례 분석

‐ 주요 국가·도시의 탄소배출 중립 목표 및 실행계획 사례 분석 

- 서울시 탄소배출 중립 정책을 위한 시사점 도출 

◦ 2050 서울시 탄소배출 제로 정책제안

‐ 부문별 비전 및 추진전략

‐ 주요 정책제안 및 법제도 대응방안 검토 

4) ｢CAC 글로벌 서밋 2020｣에서 서울시는 그린뉴딜의 선제적 추진을 통해 2050년까지 ‘넷 제로(Net Zero․탄소배출 
중립) 도시’로의 전환을 선언함(20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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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 전문가 자문그룹 ‘기후행동포럼’ 구성․운영 

‐ 건물, 교통, 폐기물, 에너지 등 부문별 문제 진단과 2050 탄소배출 중

립을 위한 전략 도출 

◦ 문헌조사

‐ 탄소배출 중립 전략과 실효성 있는 정책 도출을 위해 해외 온실가스 감

축 정책사례를 조사

[그림 1-2] 연구의 내용 및 흐름도 



02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추진성과 분석 

1_서울시 온실가스 배출현황

2_서울시 기후변화대응 현황과 추진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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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추진성과 분석

1_서울시 온실가스 배출현황

1) 온실가스 배출현황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생산 증가, 폭염 등으로 에너지 사용이 늘어

나 1990년 이후 연평균 3.3% 증가하는 추세(1990~2017) 

‐ 2017년 배출량은 709.1백만톤CO2eq.으로 전년 대비 2.4%, 1990년 

대비 142.7% 증가, 2005년 대비 26.2% 증가

◦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1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5년 이후 배출량 감소율이 둔화됨

‐ 서울시의 적극적인 감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폭염과 한파, 1인 가구․건
물 연면적 증가, 경제성장 등과 같은 환경·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배출량 

증가를 견인함 

‐ 2017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46,685천톤CO2eq.으로 2016년 대비 

0.6%, 2005년 대비 5.6% 감소

‐ 지역총생산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

로서 온실가스 원단위(CO2/GRDP)는 개선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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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5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7년 변화량

2016년 
대비

2005년 
대비

국가 561.8 684.2 687.5 697.0 691.5 692.3 692.6 709.1
△16.6
(2.4%)

△147.4
(26.2%)

서울시 49.4 48.7 48.3 46.8 45.7 45.6 47.0 46.7
▼0.3

(-0.6%)
▼2,8

(-5.6%)

출처: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9, 「2019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17)」.

서울특별시, 2019, 「2018 서울의 환경」.

서울특별시, 2019, 「2018 기후변화백서」.

[표 2-1] 국가·서울시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백만톤CO2eq.)

[그림 2-1] 서울시 지역총생산당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2005~2017) 

◦ 2017년 부문별 배출량은 에너지 부문이 42,417천톤CO2eq.으로 전체 배

출량의 9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 부문 2,793천톤CO2eq.(6.0%), 

산업공정 1,537천톤CO2eq.(3.3%) 순임

‐ 에너지 부문에서는 건물이 31,851천톤CO2eq., 수송이 9,063천톤CO2eq.

으로 이 두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에너지 부문 배출량의 대부

분을 차지함(87.6%) 

 건물부문 배출량은 2005년(31,287천톤CO2eq.) 대비 약 1.8% 증가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10,652천톤CO2eq.에서 2017년 

9,063천톤CO2eq.로 14.9% 감소 

 폐기물 부문 배출량은 2005년 3,661천톤CO2eq.에서 2017년 2,793

천톤CO2eq.으로 23.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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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 2019, 「2018 기후변화백서」

[그림 2-2] 서울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현황(2017년 기준) 

출처: 서울특별시, 2019,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2017년도분)」

[그림 2-3] 서울시 건물, 수송,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2005년과 2017년)

2)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세부 현황 

◦ 건물부문에서 가정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데 비해 상업부문과 공

공부문은 온실가스 배출 증가함 

‐ 2017년 기준 건물 전체의 배출량 중 가정과 상업 부문이 각각 39.6%, 

5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가정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대비 14.4% 감소, 상업부문과 공

공부문은 각각 17.2%, 8.7% 증가

‐ 가정부문 전기 사용량은 2005년 대비 약 13.2% 증가, 도시가스 소비

량은 17% 감소함.5) 냉방 전력 사용 증가와 취사 등에 전기를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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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늘어 전기사용은 증가하고, 건물 단열기준 강화와 난방도일 감

소로 도시가스 이용 난방은 줄어든 것으로 추정함

‐ 상업부문의 에너지 원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2005년~2018년 기

간에 평균적으로 전력은 73.2%, 도시가스 17.2%, 기타 9.6%임.6) 상

업 시설의 증가와 건물의 대형화, 그리고 배출계수가 높은 전기사용의 

증가 등으로 상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함  

◦ 수송부문 배출량은 서울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정도를 차지하며, 

도로수송이 수송부문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함

‐ 도로수송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10,373천톤CO2eq.에서 2017년 

8,733천톤CO2eq.로 15.8% 감소함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5년 281만대에서 2018년 312만대로 약 

11% 증가함. LPG 차량은 17.3% 감소, 친환경 하이브리드․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2005년 1대에서 2017년 64,242대로 크게 증가함

 용도별․차종별로 주행거리는 일반적으로 감소 추세임7)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으로 승용차 통행량 감소와 대중교통 분담률 

증가8) 

◦ 난지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의 자연 감소,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량 감

소로 인해 매립에 의한 배출량은 감소 추세를 보임

‐ 폐기물 분야 배출량 중 매립(난지, 수도권 매립지)에 따른 온실가스 발

생량이 77.7%로 가장 큼

‐ 난지도 매립지에 의한 배출량은 2005년 1,136천톤CO2eq.에서 2017

년 279천톤CO2eq.으로 75.4% 감소하였고, 수도권 매립지에 의한 배

출량은 2,180천톤CO2eq.에서 1,892천톤CO2eq.으로 7.9% 감소 

‐ 소각에 의한 배출량은 2005년 139천톤CO2eq.에서 2017년 458천톤

CO2eq.로 3배 이상 증가 

5) 가정부문의 전력사용량은 2005년 11,601GWh, 2017년 13,131GWh, 도시가스 사용량은 2005년 3,099,204천
㎥, 2017년 2,571,841천㎥(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06 지역에너지 통계연보」, 「2018 지역에너지 통계연보」)

6)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2019.1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추진성과 분석 발표자료. 
7) 서울시 자동차 1일 평균 주행거리 2012년 39.4㎞/일, 2014년 38.0㎞/일, 2016년 37.1㎞/일, 2017년 36.7㎞/일
8) 승용차의 통행량은 2005년 8,166천통행/일에서 2017년 7,865천통행/일 수준으로 감소, 버스, 지하철·철도의 

교통수단 분담률은 2005년 62.3%에서 2018년 65.0%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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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서울시 기후변화대응 현황과 추진성과 분석

1)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관련 계획 및 사업

◦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2012)’, ‘서울의 약속(2015)’ 선언, ‘태양의 도

시 서울(2017)’ 등 적극적인 에너지․기후 정책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기후

변화 대응정책을 추진 중 

‐ 2008년에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정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조

례 제4908호, 2010. 1. 7.)’에 따라 기후변화기금을 설치하고, 건물에

너지 효율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기후변화 정책을 지원하

는 데 활용

‐ 2012년 4월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에너지 생산, 효율

화, 절약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

‐ 2014년 7월부터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을 통해 에너지 자립, 에너지 

나눔, 에너지 참여의 가치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

‐ 2015년 ICLEI 총회를 계기로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실행계획

이 담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을 선포

‐ 2017년 11월에 2022년까지 태양광 설비용량을 1GW까지 확충하고 

태양광 주택을 1백만 가구로 확대하는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

‐ 2017년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통합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온실가스 감축: 2020년까지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5% 감축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높여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

‐ 2019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계획량 확대, 신규정책 

반영 및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보완



13

2
0
5
0
 서
울
시
 탄
소
배
출
 중
립
 위
한
 정
책
과
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선언

(2015년)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17년)

· 완화 : 4대 분야 61개 과제

· 적응 : 4대 분야 69개 과제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온실가스 감축 부문 

보완계획 (2018년)

· 완화 : 4대 분야 89개 과제

· 적응 : 4대 분야 66개 과제

[그림 2-4]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진행 경과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는 ‘저탄소 기후안전도시 서울’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40% 감축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8대 분야 155개 사업 포함 

‐ 온실가스 감축(89개): 에너지 절약(23개), 에너지 효율화(34개), 에너지 

생산(16개), 자원순환(16개)

‐ 기후변화 적응(66개): 건강(15개), 재난·재해(18개), 물관리(13개), 산

림·생태계(20개)

 건물분야: 가정·상업시설, 에너지 다소비건물 에너지 절약·효율화, 

태양광 보급 등을 활성화

 수송분야: 친환경차 보급 확산,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승용차 이

용 자제 유도를 적극 추진

 산업‧발전: 집단 에너지 공급 확대, 미활용 열원 등 잠재에너지원 발굴

 자원순환: 생활속 폐기물 발생량 원천 감량과 자원순환 사회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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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 시민과 함께 가정·마을단위 에너지 소비 절약 및 개인 차량운행 자제
∙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 및 충전인프라 선도적 확충
∙ 친환경 대중교통망 지속 확충하여 대중교통 이용확대 및 교통수요 저감

에너지 효율화
∙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추진, 저소비 사회 기반 구축
∙ 신도시 개발, 도시 재생사업과 연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확대 추진

에너지 생산
∙ 시민이 직접 태양광 발전에 참여, 에너지 소비에서 생산 주체로 전환
∙ 분산형 에너지 생산으로 에너지 자립률 향상 및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저감

자원 순환
∙ 생활속 폐기물 발생량 원천 감량하고 자원순환 사회 전환 촉진
∙ 시민 생활속 숲·정원 지속 확충하여 온실가스 흡수 및 대기질 개선
∙ 냉매 관리개선 체계를 마련하여 기후·생태계 변화요인 최소화

[표 2-2]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온실가스 감축 주요 전략 

구분 개별 감축 사업 인프라 구축 사업

건물
(55개)

가정
(16개)

① 친환경 고효율 보일러 보급
② 공공임대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
③ 태양광 100만 가구(민간건물)
④ 태양광 100만 가구(공동주택 베란다형)
⑤ 주택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BRP)  

활성화
⑥ 에너지취약 계층 LED 무상교체 지원 사업
⑦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
⑧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
⑨ 가꿈주택사업 집수리 및 보조지원 확대
⑩ 승강기 전력회생장치 설치
⑪ 고효율 펌프 설치

① 에코마일리지제도 운영
② 에너지절약형 주택 인허가
③ 에너지 복지기금(플랫폼) 구축
④ ICT기반 스마트 열요금제 
⑤ 에너지자립마을 확대 조성

상업
(9개)

① 민간부문 LED조명 설치 확대
② 에너지다소비 건물 효율화
③ 건물형 열병합발전시설 보급 확대
④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
⑤ 도·소매업 고효율 LED간판 교체 

지원사업
⑥ BRP(상업건물, 근린생활 시설) 사업

①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연차별 강화
② 신축 대형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③ ICT활용 건물 효율화

공공
(30개)

① 공공부문 LED조명 보급 확대
② 노후건물 그린 리모델링
③ 공영차고지 등 태양광 설치
④ 공공건축물 에너지 제로화
⑤ 물재생센터 대용량 노후 기전설비 교체
⑥ 구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
⑦ 가로등 광원개량사업
⑧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
⑨ 도로시설물 노후조명 개선사업
⑩ 서울교통공사 시설개선 등 효율화 사업
⑪ 주택가 친환경LED 보안등 개선
⑫ 자동차전용도로 노후조명 개선사업 외 

16개 사업

① 배출권거래제 선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② 기존 공공 건물 에너지등급제 
시행

[표 2-3] 온실가스 감축분야 추진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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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별 감축 사업 인프라 구축 사업

수송
(16개)

①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 확대(전기차)
② 친환경 택시도입
③ 노후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등
④ 나눔카 사업
⑤ 친환경 시내버스 도입
⑥ 노후 전동차 교체
⑦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확대

①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통한 
감축량 확대

② 녹색교통진흥구역 고시
③ 주차요금 및 급지 체계 개선
④ 승용차마일리지 제도 운영
⑤ 철도중심 녹색교통망 확충
⑥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충
⑦ 비상저감조치 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⑧ 공공자전거 운영
⑨ 자동차 공회전 제한 및 배출가스 

점검

생산
(6개)

① 외곽지역 유휴에너지 활용한 건물 냉난방
② 연료전지 발전시설 보급 확대
③ 소각열 발전 보급 추진
④ 집단에너지(지역냉난방) 공급 확대
⑤ 소수력 발전시설 설치

① 시민펀드 조성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폐기물 및 
AFOLU
(12개)

① 전자폐기물 재활용률 향상
② 3천만 그루 나무심기
③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④ 시민이 참여하는 폐기물 재활용
⑤ 음식물 쓰레기 원천 감량화
⑥ 재생수(재처리수) 공급 확대
⑦ 재활용 으뜸도시 서울

①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
② 친환경 종량제 봉투 도입
③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및 

감축기반 조성
④ 나눔장터 운영
⑤ 기후변화대응 냉매관리

주: 온실가스 감축분야 89개 사업을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따라 분류(서울시 민방위교육장 온실가스 
감축, 수도 직결급수 확대, 병물 공급 감축, 저전력 고효율의 그린 데이터센터 구현, 공원 
가로등을 고효율LED 등으로 교체,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냉난방기 교체 등), 
직광 채광루버, 자원회수시설 에너지소비 절감, 친환경 도시빛 조성 사업(한양도성 경관 조명시설 
개선), 시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 국가 태양광 설치, 공영차고지 태양광 설치, 가락시장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도입, 정수장 유효율 향상(사업종료), 상수도 유수율 향상,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등의 16개 사업 포함)

주: AFOLU(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 농업, 산림, 그리고 토지이용을 통한 
이산화탄소 흡수

[표 2-3 계속] 온실가스 감축분야 추진사업 목록

2) 기후변화대응 관련 사업 추진 체계 평가 

◦ 통합적 온실가스 감축 관리체계 필요

‐ 유사한 사업이 분야별로 지나치게 세분되어 있어 서울시의 중점 전략과 

사업 우선순위가 불명확하고 사업 간 중복으로 비효율 발생할 수 있음 

‐ 온실가스 감축 핵심적인 전략/사업과 공편익 또는 부수적으로 온실가

스 감축 효과가 발생하는 사업을 구분하여 정책 실행의 우선순위를 명

확히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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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과 수송부문의 에너지 효율화가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핵심이

므로, 이에 대한 예산과 정책수단, 우선순위의 재검토 필요

‐ 미세먼지 저감과 연계하여 교통 인프라 혁신 측면에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

며, 교통 수요관리 감축 효과를 검토하여 가장 비용 효과적인 방안 마련 필요 

‐ 기존건물 에너지 효율화 예산 규모 및 정책수단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 필요 

 LED 보급사업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있고 다른 사업과 중복 가능성

이 있음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에너지다소비 건물과 일정 규모 이상 건물

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 강화와 재정 지원 확대로 건물효율화 사업

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통합적 운영․관리 필요 

‐ 4대 부문(건물, 수송, 에너지, 폐기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사업별로 

통합 관리하여 사업 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성과

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책 성과지표/목표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

리체계 구축 필요

3)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사업 한계점 진단 

◦ 건물 부문

‐ 기존건물 리모델링의 주요 정책으로써 정부의 이자 보전(그린리모델링)

이나 서울시 BRP 융자지원이 시행되고 있지만 낮은 에너지 가격으로 

시장 확대가 더디게 진행됨 

‐ 건물 에너지진단 및 총량 규제와 같은 정책수단을 실행하기 위한 서울

시 권한의 한계

‐ 건물의 임대 비중이 높아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재생에너지 투자 동기 

부족함

◦ 교통 부문 

‐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로 인해 혼잡비용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환경 비용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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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서울시 교통혼잡비용은 11조 5억 원으로 추정됨(천승훈 

외, 2019). 이는 국내 총 교통혼잡비용 59조 원의 약 19.4%에 해

당함  

‐ 서울시 전기차 등록 대수 비율은 전체 차량의 1% 이하로 친환경 차량 

보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 대중교통,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가 부족하고, 친환경 교통체계의 장점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

범적 사업 및 공간개발 부족

◦ 폐기물 부문 

‐ 최근 재활용률 증가와 매립률 감소 추세가 정체된 상황임. 폐기물 발생

량 감축 및 재활용 촉진정책 강화와 혼합잔류폐기물의 에너지화(고효

율 소각발전․집단에너지 촉진)를 통한 직매립 제로화가 필요함 

‐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물질 재활용을 높여 플라스틱의 생산, 

이용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직간접 배출량 감축 필요

‐ 일회용 제품 및 포장재, 패스트 패션 등의 소비가 증가하고 재개발 수

요 등으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나 서울시는 독

립적인 자원순환체제 구축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서울시 자원순환 인

프라 확대, 재사용 및 업사이클 산업육성, 폐기물 이동 물류 최적화 등 

도시 내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필요함 

‐ 체계적인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관리를 위해 폐기물의 생산과 이용, 그

리고 처리 과정의 온실가스 직‧간접 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필요함  

◦ 에너지

‐ 2017년 ‘태양의 도시, 서울’ 이후 서울시 태양광 보급은 크게 증가하여 

서울시 태양광 누적용량은 2019년 250MW에 달함. 하지만 서울시 

2022년 1GW 목표, 그리고 2050 서울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이 요구됨

‐ 공공주택 및 건물에 대한 태양광 설치 의무화와 태양광 지원 대상과 수

준을 확대하여 태양광 경제성 향상 필요

‐ BIPV 인증 기준 개정 및 베란다 태양광에 대한 설치 규제 완화 등 제

도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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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민 민원, 부지확보, 파

이낸싱 등의 문제로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사업이 어려운 상황임. 중소

형·건물형 연료전지 확대를 위해서 의무설치된 자가소비용 연료전지의 

전기와 열을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설치되는 건물형 

연료전지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03

주요 국가·도시 탄소배출 중립 정책사례 분석  

1_주요 국가들의 탄소배출 중립 정책사례

2_세계 주요 도시들의 탄소배출 중립 정책사례 

3_해외 국가·도시 탄소배출 중립 정책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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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주요 국가·도시 탄소배출 중립 정책사례 
분석 

1_주요 국가들의 탄소배출 중립 정책사례

◦ 세계 주요 국가들은 1.5℃ 지구 온도 상승 억제를 위해 2050년 탄소배출 

중립9)을 선언 

◦ 유럽연합(EU)은 ‘기후·환경 비상사태(climate and environmental emer-

gency)’를 선언하고 2050년까지 회원국들에게 온실가스 배출 ‘0’을 약속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함(2019.11) 

‐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50년 탄소배출 중립 목

표를 담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발표(2019.12)

분야 정책 방향 주요 정책

에너지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 

에너지효율 개선 

∙해상 풍력 활용한 재생에너지 전략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에너지법 개정 예정 
∙국경간·지역간 에너지 협력 강화
∙스마트그리드, 수소네트워크, 탄소포집·저장·활용과 같
은 혁신기술와 인프라 활용 제안 

산업 
순환경제 및 저탄소 경제로의 
지원 장려하는 산업전략 추진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 산업 전략 채택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저탄소 기술 개발 초점
∙지속가능한 제품 정책(sustainable products policy) 
- 에너지 집약산업(섬유, 건축, 전자, 플라스틱 등) 중심

으로 재료 사용 줄이고 재사용 강화 

건물 건물에너지 성능 개선

∙EU ETS(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에 건물 포함 검토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이니셔티브 제안 
∙공공주택(Social Housing), 학교, 병원 등의 성능개선
에 재정 지원

[표 3-1] 유럽 그린딜의 분야별 주요 정책 내용

9) carbon neutral,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조림･재생에너지 사용･배출권거래 등의 상쇄 활동을 
통해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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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정책 방향 주요 사업

수송
2050년까지 교통부문 배출량 

90% 감축 

∙화석연료에 대한 세금감면 제도 종료, 해운부문의 EU 
ETS 편입, 항공부문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배출권(EUA) 
규모 축소

∙다양한 수송서비스를 통합하는 ‘Mobility as a Service 
(Maas)’ 개발 지원 

∙제로배출 및 저배출 차량 1,300만 대 증가 예상, 공공 
충전시설 100만 개 설치 

농축수산

친환경기술 도입, 친환경제품 
생산촉진을 위한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
(Farm to Fork)

∙공동농업정책 예산의 최소 40%, 해양어업기금의 최소 
30%를 기후변화 대응에 할당 

∙화학살충제, 비료, 항생제 사용 저감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기여, 식품처리, 소매 부문이 환경
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건강한 식품에 대한 지속가능한 
소비 독려 

생물다양성 생물 다양성 손실 예방 
∙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행계획 제안
∙신유럽 산림전략(a new EU Forest Strategy) 마련 

환경보호 
제로 오염 계획

(Zero-pollution plan) 

∙수질: 생물다양성 보존 영양염류 줄이고 미세플라스틱
과 약품오염 저감

∙대기: 세계보건기구 지침에 따라 대기질 기준 평가, 지방
정부 지원

∙화학: 유해물질로부터 시민 보호, 대안물질 개발 등 

출처: 문진영 외(2020), 이혜경(2020)

[표 3-1 계속] 유럽 그린딜의 분야별 주요 정책 내용 

‐ 그린딜 투자 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발표하

여 향후 10년간 최소 1조 유로(약 1,295조 원) 투자 예정(2020.1)

‐ 2050년까지 탄소배출 중립 달성 목표를 법제화한 기후법안(European 

Climate Law)을 유럽의회에 제출(2020.3)

유럽 기후법안(European Climate Law) 주요 내용

(제2조, 탄소배출 중립 목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넷 제로(net zero) 달성,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20년 9월까지 검토 후 수정하고, 필요하면 2021년 6월까지 이행수단 개선
 ※ 현재의 ’90년 배출량 대비 최소 40% 감축 목표를 50~55%로 상향하는 방안 검토 중
(제3조, 탄소배출 중립 달성경로) 2030년에서 2050년까지의 감축경로를 설정하여 이행평가 수단으로 
활용하고, 공공부문·산업계·국민에 예측가능성 제공
 ※ 파리 협정에 의한 5년 주기 전 지구적 이행점검 후 6개월 이내 감축경로 재검토 요구
(제4조, 기후변화 적응) 회원국별 기후탄력성 강화를 위한 적응전략 수립·이행 요구
(제5조, EU 차원의 이행 평가) 2023년 9월부터 5년 주기로 EU의 감축·적응 노력 평가
(제6조, 회원국 평가) 2023년 9월부터 5년 주기로 EU가 회원국의 감축·적응 노력 평가
(제7조, 평가방법) 유럽환경청 보고서, EU 통계, IPCC 보고서 등 활용
(제8조, 대중 참여) 모든 사회 구성원의 기후행동 참여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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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ommittee on Climate Change)의 권고

안에 따라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2008))을 개정하여 2050년 

감축 목표를 1990년 배출량 대비 80%에서 100%로 상향함

‐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는 2035년 내연기관차 완전 퇴출, 재생에너지 발

전 확대, 가스난방 축소, 청정 숲 확산 등의 방안 제시 

‐ 영국의 가스·전력시장 규제기관인 Ofgem(Office of Gas and Elec-

tricity Markets)은 2050 탄소배출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탈탄소 행

동계획 발표

 2030년까지 전기차 1,000만 대 지원, 해상풍력 지원(40GW), 기후

변화 혁신기금 조성

 저탄소 난방 로드맵(Low Carbon Heat Roadmap)에 맞춰 난방

시스템을 점검·개선할 계획이며, 전기·히트펌프 또는 수소 등과 같

은 저탄소 열원으로 기존 가스보일러 대체 계획

◦ 독일은 기존 기후변화법에서 2050년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95% 감축

하는 목표를 수립하였으나, 최근 2050년 탄소 중립으로 목표 수정 논의 중 

‐ 독일 정부는 기후보호프로그램 2030(안) 발표하여, 난방, 운송 등 

Non-ETS 부문 탄소가격제 도입, 건물, 운송, 농업, 산업, 에너지, 폐

기물 등 부문별 2030 목표 설정 및 감축 조치, 감축 목표 미달성 시 보

완 조치 등의 계획을 제시함

 2026년부터 신규 화석연료 난방설비 금지, 친환경 난방설비 지원,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도입, 2021년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 

인상, 철도 부가가치세 인하, 항공세 인상, 소득세 공제 인상(통근

비 공제), 재생에너지 분담금 인하,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확대10) 

◦ 프랑스는 에너지기후법(Loi du 8 novembre 2019 relative à l'énergie 

et au climat, 2019.11.8.)을 제정하여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목표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의 실행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함11)

10) 배출권가격을 최초연도인 2021년에 10유로/톤으로 시작해 2022년에는 20유로/톤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한 뒤, 
2023년부터는 매년 5유로씩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2025년 35유로까지 상승시킬 예정이며, 2026년 이후부터 
35~65유로/톤의 범위 내에서 설정할 예정이며, 건물·수송부문의 배출권은 화석연료 판매기업과 내연기관 자동
차 판매기업 등에 할당되어 거래될 예정(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34호, 
2019.9.3.)

11)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orld.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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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모든 광역시에서 석탄발전 중지, 2028년까지 주택 수리 인센

티브 제공, 저탄소 전략의 5년 주기 검토, 2035년까지 원자력 의존도

를 75%에서 50%로 낮추고, 천연가스를 포함한 기존의 화석연료를 재

생에너지로 전환하여 발전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전원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기로 함

구분 정책 목표 주요 사업 

영국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2035년 내연기관차 완전 퇴출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가스난방 확대
∙청정 숲지대 확산 

덴마크 
2050년 기후중립사회 달성
(Together for a Greener 
future(2018))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모든 시내버스 친환경화
∙내연기관 택시 퇴출 

핀란드

2035년까지 탄소배출 중립 달성 
(Climate Change Act(2015)이 
정한 2045년 탄소배출 중립 달성을 
10년 앞당김)

∙풍력 및 태양광 확대
∙난방 및 수송부문의 전력화
∙바이오에너지 현행 대비 10% 확대

프랑스 2050년 탄소배출 중립 달성

∙에너지·기후법(Loi-Energie-Climat) 
∙2022년 모든 광역시 내 석탄발전 중지
∙저탄소 전략 5년 주기 점검
∙2030년 발전믹스(mix)의 40% 탈탄소화 

독일
2050년 온실가스 1990년 대비 95% 
감축 

∙기후보호프로그램 2030 발표(2019)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확대, R&D 강조 
∙생태세제 개혁, 교육 및 정보 공유 확대 

아일랜드
2050년 탄소배출 중립 
(국가기후계획(2019.6))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 계획 마련 및 실천

포르투갈
2050년 탄소배출 중립 달성 
로드맵(2018.12)

∙바이오연료 및 전기차 도입으로 수송부문 
탈탄소화

∙농업 및 임업, 폐기물 처리 분야 감축 

스위스 
2050년 Net-Zero emission 달성
(2019.8)

∙탄소세 강화(항공료 탄소세 부과, 수입 연료 관세 
인상) 

∙2023년부터 난방 개보수 건물에 대해 면적당 
온실가스 최대배출기준(20kgCO2e/㎡) 적용

출처: 김성균, 김민주(2019)

[표 3-2] 주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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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세계 주요 도시들의 탄소배출 중립 정책사례 

◦ 세계 많은 도시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비상사태 선언을 함 

‐ 2020년 5월 기준 30개국의 1,496개 지방정부가 기후비상사태를 선언

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출처: Climate Emergency Declaration and Mobilisation in Action(https://www.cedamia.org/global/)

[그림 3-1] 기후 비상사태 선언 지방정부 수 

◦ 미국과 유럽 도시들을 중심으로 탄소배출 중립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 중임 

‐ 뉴욕: 2050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80%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성장(Growth), 형평성(Equ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및 회복성(Resiliency)

의 4개 원칙을 토대로 건물, 에너지, 수송 및 폐기

물 부문에 중점을 둔 실행계획을 수립함

 2020 Climate Action Plan(2017), OneNYC 2050(2019)

‐ 워싱턴 DC: 2032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 목표를 정하고 13개 부

문(거버넌스, 형평성, 건축 환경, 기후, 경제, 교육, 에너지, 식품, 건강, 

자연, 교통 및 폐기물)에 36개의 목표와 167개 실행계획 수립

 Sustainable DC 2.0: Clean Energy DC(2018)

‐ 로스앤젤레스: 2045년 탄소배출 중립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13개 분

야(환경 정의, 재생에너지, 수자원, 건물, 주거·도시개발, 수송·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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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배출 차량, 산업 배출․대기질 모니터링, 폐기

물, 푸드 시스템, 도시 생태계 복원, 녹색 일자리, 

공공부문 선도 등)에 대한 그린 뉴딜 전략을 세움

 Green New Deal: Sustainable City pLAn

(2019)

‐ 포틀랜드: 2050년까지 80%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도시개발, 교통, 

건물 및 소비 패턴의 변화를 통한 화석연료 전환 전략을 수립 

 Climate Action Plan(2015)

‐ 오슬로: 2020년까지 50%, 2030년까지 95%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

하고 도시개발, 수송, 건물, 자원 활용, 기후 거버넌스 분야에서 16개

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

 Climate and Energy Strategy for Oslo(2016)

‐ 스톡홀름: 2040년 온실가스 순제로 배출 목표를 수립하고, 2020년까

지 주민 1인당 2.2톤의 CO2 배출 목표 설정함. 2022년까지 석탄을 단

계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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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펜하겐: 2025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3단계 로드맵(1단계 2012~ 

2016, 2단계 2017~2020, 3단계 2021~2025) 마련함. 에너지 소비, 

에너지 생산, 교통 및 도시관리 등 4개 분야에 60개 실행계획을 수립

 CPH 2025 Climate Plan(2012)

‐ 런던: 2050년까지 탄소배출 중립 도시 실현을 목

표로 대기질, 녹색 인프라, 기후변화 완화, 에너지, 

자원, 기후변화 적응, 소음, 순환경제 등을 포함한 

탄소배출 제로 계획을 수립 

 London Environment Strategy(2018), Zero 

carbon London: A 1.5℃ compatible plan (2018)

‐ 파리: 파리 시의회는 2018년 탄소배출 중립 도시

와 100% 재생가능 에너지를 목표로 하는 파리 기

후 행동계획 채택. 2050년까지 직접배출량 100% 

감축, 간접배출량 2004년 대비 80%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교통․수송, 에너지, 폐기물관리, 식량, 수

자원 등 분야에 500개 실행계획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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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is Climate Action plan - Towards a carbon neutral city 

and 100% renewable energies(2018) 

‐ 베를린: 2016년 베를린 에너지전환법(Berliner 

Energiewendegesetz) 제정하고, 2050년 85% 

감축 목표를 제시함. 이후 기후 대책 프로그램 

2030을 통해 감축 목표를 95%로 상향하고, 효

율적인 에너지 절약과 사용, 신재생에너지 확대

를 위해 에너지, 교통, 건물·도시 계획, 경제 및 

가정 등 모든 분야의 전략과 시행 방안을 마련

 Climate-Neutral Berlin 2050(2014), Berliner Energie-und 

Klimaschutzprogramm 2030(2018)

‐ 도쿄: 2050년까지 탄소배출 실제 제로를 목표로 3

개의 기본방침(①완화대책과 적응대책, ②자원순환 

분야, ③에너지 절약·재생에너지의 확대)을 수립하

고, 6개 분야(에너지, 건축물, 수송, 자원·산업, 기

후변화 적응, 참여·통합) 14개 정책을 마련함

 Zero Emission Tokyo 전략(2019), プラス

チック削減プログラム(2019), 東京都氣候變動適應方針(2019), ＺＥ

Ｖ普及プログラム(2019)

구분 관련 계획 주요 사업 

 뉴욕 
OneNYC 2050

(2019)

∙ 공공건물 에너지 절감 20%, 신축 대형건물 고효율 에너지 
설계도입(2025)

∙ 대형건물 화석연료 사용제한(2035)
∙ 자전거 보급률 2배 확대, 고속 전기충전 허브 50개 이상 설치(2020)
∙ 지속가능한 뉴욕시 여행(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2050년 80% 이상
∙ 기후활성화법(Climate Mobilization Act)의 ‘지속가능에너지 융자 

프로그램(입법안 1252-A)’과 같이 안정적인 재원 조달 장치 마련
∙ Urbantech NYC 프로그램(에너지 관련 비즈니스의 초기 및 성장 

단계의 기업 지원), Solar Uptown Now(태양광 협동조합) 

[표 3-3] 주요 도시의 탄소배출 중립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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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계획 주요 사업 

LA 

Green New Deal: 
Sustainable City 

pLAn
(2019)

∙ 재생가능에너지 100%(2045)
∙ 신축건물 탄소배출 제로화(2025), 모든건물 탄소배출 넷제로(2050)
∙ 도보, 자전거, 소형 이동수단 비율 중가 50%(2025)
∙ 온실가스 배출제로 이동수단 비율 증가 100%(2050)
∙ LA 메트로, 교통국 소유 버스 100% 전기화(2030)
∙ 폐기물 재활용 100%(2050)
∙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2028), 유기폐기물 매립 금지(2028)
∙ LA 카운티내 폐기물 재활용·재사용·재목적화 비율 증가 50%(2035)
∙ 다양한 정책 거버넌스 활용
 - 에너지: GRID Alternatives Greater Los Angeles, The Los 

Angeles Community College District 등 
 - 건물: The L.A. Better Buildings Challenge(LABBC), Building 

Decarbonization Coalition(BDC) 등 
 - 자원순환: LA Compost, L.A. LIVE, EcoSet 등 

런던 

Zero carbon 
London: A 1.5℃ 
compatible plan

(2018)

∙ 런던 건물의 70% 이상 에너지 효율 등급 C 이상 획득(2030)
∙ 신규 등록차량 배출 제로(2030)
∙ 모든 자가용․ 택시 배출량 제로(2033)
∙ 버스 배출량 제로(2037)
∙ 모든 수송 분야 배출 제로(2050)
∙ 생분해성, 재활용 가능 폐기물 매립 금지(2026)
∙ 런던 전체 폐기물 65% 재활용(2035) 
∙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RE:NEW 

Programme, Energy Leap, Warmer Homes, Fuel Poverty 
Support Fund 등),  RE:FIT Programme, Clean Heat 
Cashback 등 

∙ 런던 지역에너지기금(LCEF, London Community Energy Fund) 
등 활용하여 지원 

파리
Pairs Climate 

Action 
plan(2018)

∙ 전체 건물 에너지 소비량 50% 감축 
∙ 디젤 엔진 차량 금지(2024), 가솔린 엔진 차량 금지(2030)
∙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45%(2030), 100%(2050)
∙ 태양광 협동조합 EnerCit'IF
∙ 에너지 합리화 사업 시장 활성화를 위한 파리 광역권(Greater Paris 

Metropolis) 차원의 플랫폼 코치코프로 플랫폼(CoachCopro 
platform, PTRE) 개발하여 시범운영

도쿄
Zero Emission 

Tokyo
(2019)

∙ 재생에너지 전력 이용 비율 30%(2030), 사용 에너지 100% 
탈탄소화(2050)

∙ 모든 건물이 제로 배출 건물(제로 배출사업소, 제로 주택)
∙ 도내 주행하는 자동차는 모두 ZEV화
∙ 일반폐기물 재활용 비율 37%(2030), 음식물 낭비 실제 제로(2050)
∙ 거버넌스 기반 대응 체계: RE100 Action meeting(재생에너지 

사업자와의 제휴), Tokyo 수소 추진팀(자동차 제작사, 자치단체, 
학교 제휴) 등 

∙ 지속가능한 금융 투자 체계 마련: 도쿄 ESG 펀드 조성(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투자), Tokyo Green bond(녹색산업 채권)

출처: 이유진, 2020, “도시형 그린 뉴딜 정책사례-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기후행동포럼 자료
황인창, 2020 예정,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서울시 장기 기후변화 대응전략」
도쿄도, 2019, 「Zero Emission Tokyo」
서울시, 2020, 「해외도시 에너지계획 사례」

[표 3-3 계속] 주요 도시의 탄소배출 중립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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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해외 국가·도시 탄소배출 중립 정책의 시사점

◦ EU를 중심으로 많은 나라에서 1.5℃ 지구 온도 상승 억제를 위한 적극적

인 기후변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탈탄소 사회 전환을 주도하고 지역의 여건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수립함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부문(재생에너지 발전

과 열생산)과 산업, 수송, 건물 부문의 효율 개선 정책에 집중함

‐ 대중교통 체계, 재생에너지 등의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규제(조례, 규

정, 규칙 등)와 경제적 유인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목표달성을 위

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 많은 국가와 도시에서 과감한 정부 재정 투자를 통해 경제·기후위기를 극

복하고자 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함

◦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시민들의 기후

변화 실천·참여 프로그램 확대, 기후변화 거버넌스 체계 확립 및 안정적

인 재원확보·운영체계를 마련함



04

2050 서울시 탄소배출 중립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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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50 서울시 탄소배출 중립을 위한 
추진전략과 주요사업

1_기후행동포럼 개요 

◦ 기후위기대응 관련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25명이 참여하

는 민간 중심 협의체인 서울시 기후행동포럼을 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탄

소배출 중립 정책 의제를 도출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문제의 사회 이슈화(공론화)

‐ 탄소배출 중립을 위한 건물, 수송, 폐기물, 에너지 등 근본적 문제 진단

‐ 서울시 탄소배출 중립을 위한 정책·제도 발굴 

◦ 2019년 11월~2020년 5월까지 운영되었으며,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분

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12)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에너지정책위원회 등 거버넌스 협의를 통해 의견 

수렴 

12) 전체회의 3회, 분과(정책·건물·교통·폐기물)회의 7회, 서면회의 4회, 거버넌스 협의 1회, 검토회의 2회 개최



31

2
0
5
0
 서
울
시
 탄
소
배
출
 중
립
 위
한
 정
책
과
제

구분 날 짜 주요 내용

1차 전체 2019.12.2
- 기후행동포럼 세부운영 방안 논의 및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과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논의 

2차 전체 2019.12.24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추진성과 분석 및 도시 그린 뉴딜 정책 

현황과 서울시 적용

3차

정책 2020.1.9
- Net Zero, Carbon Budget 등 명확한 정의 논의
- 정책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조직․예산 전환
- 기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 

교통·폐기물 2020.1.13
- (수송) 교통수요관리 및 차량 연료의 친환경화 
- (폐기물) 플라스틱 free 도시 및 자원순환 구조로 전환

건물 2020.1.15
- 그린 리모델링의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 
- 건물에너지 성능 관련 표시 제도 검토  

4차

정책 2020.1.31
- 기후위기대응 컨트롤타워 구축(안) 4가지 제시
- 큰 프레임 차원으로 정책의제 발굴 제안 

건물 2020.2.5
- 건물 에너지총량제 및 소비증명제 추진 방안 등
- 기존/신규/소형/중대형 카테고리별 정책제안

교통 2020.2.11
- 주행거리 기반 녹색요금 제도 도입, 무공해자동차 도입(2035년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 등), 도로 인프라 재구조화 

폐기물 2020.2.11 - 지역순환 공생, 에너지 자원화, 자원감축 및 리사이클

5차 전체 2020.2.17 - 기후위기대응에 관한 논의 및 분과별 전략 초안 논의

거버넌스
협의

2020.3.20
- 2050년 탄소배출 중립 정책제안들의 정량화된 목표 제시 검토
- 서울시 거버넌스 위원회(녹색위, 에정위)의 의견 수렴

※ 에너지 분과는 온라인 회의와 서면 논의를 통해 정책제안 마련함. 

[표 4-1] 포럼 개최 현황  

2_정책 비전과 목표 

1) 정책 비전과 목표 도출

◦ 두 차례의 기후행동포럼 전체회의(’19.12.2/12.24)에서 서울시 2050 탄소배

출 중립 비전과 이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서울시 장기 온실가스 감축 비전과 목표를 도출하기 위해서 기존 서울

시 기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검토 수행함. 이를 위해 서울시 기후환경

본부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추진성과를 발표하고 토론 진행

‐ 유럽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2050 탄소배출 중립을 위한 그린 뉴딜 

정책을 검토하고 서울시 그린 뉴딜을 통한 ‘2050 탄소배출 중립’의 필

요성에 대한 논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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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탄소배출 중립 목표를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전환과 행동이 필

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서울시 온실가스 주요 부문별 핵심 정책을 

포럼에서 제안하기로 함         

◦ 효과적인 논의를 위해 건물, 교통, 에너지, 폐기물, 정책 부문별 소위원회를 구

성하고 분과별 정책 목표와 구체적인 정책안을 제안하기로 함      

‐ 핵심과제별로 분과위원이 정책안을 작성하고 토론을 통해 최종적인 분

과별 정책 제안서 작성됨 

2) 서울시 2050 기후변화 정책의 비전과 목표

◦ 비전: 2050 ‘넷 제로(Net Zero) 도시’ 서울  

‐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기후환경 및 에너지 정책을 2050 탄소배출 중립

을 목표로 하는 그린 뉴딜 정책으로 통합하여 운영 

 탈탄소 도시 인프라로 전환: 효율 개선 및 재생에너지 지원 강화와 

효과적인 규제 방안 실행으로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

로 저감

 녹색 산업‧일자리 창출: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

대, 친환경 차량 보급,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신사업 등 녹

색산업 촉진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도시 구현: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과정에

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피해와 비용이 전가되지 않고 시민의 삶

을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원칙을 견지하며 추진  

◦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부문별 정책 비전 및 목표

‐ 건물: 제로 에너지 건물 전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기존건물 에너지 성능의 획기적 개선, 모든 

신축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 온실가스 배출제로 지역개발을 

통해 제로 에너지 도시 구현 

‐ 수송: 제로 배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내연기관 차량의 조기 퇴출, 획기적인 교통수요 관리, 녹색교통 운

행여건 향상 기반을 조성하여 제로배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 폐기물: 자원순환 도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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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와 온실가스 저감을 목표로 하는 자원순

환 상생 도시 서울 구현

‐ 에너지: 플러스 에너지 서울 

 모든 건물의 태양광 발전소 전환, 에너지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 

에너지 신산업 및 주민참여 사업 모델을 확대하여 플러스 에너지 

서울 구현

‐ 추진기반: 기후위기대응 이행체계 강화

 탄소배출 중립 목표 실행을 위한 서울시의 조직, 예산, 제도 개편 

등 기후위기대응 이행체계 강화

‐ 시민참여: 기후위기대응 통합교육 및 시민참여 확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역량 강화, 지역공동체와 시민

참여 확대

[그림 4-1] 2050 서울시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비전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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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부문별 전략과 주요 사업  

1) 제로에너지 건물 전환

(1) 전략 1: 기존건물의 에너지 성능 혁신 

① 기존건물 에너지(온실가스) 총량제 

◦ 현황과 문제점

‐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는 온실가스 배출밀도가 높은 전력부문(냉방, 콘

센트)에서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

‐ 단열성능이 취약한 20년 이상 경과 건물이 71%(상업용 71%), 30년 이

상 경과 건물이 39%(상업용 45%)로 건물 부문 에너지사용량에 큰 영

향을 미침13) 

‐ 신축건물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물에너지효율등급 등 허가기준 강

화로 관리되고 있으나 기존건물은 관련 정책수단이 미흡한 상황임

‐ 2020년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건물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활용방안 모색 필요

‐ 기존건물에 대한 효율 평가체계 미비로 건물 소유주 및 관리자에게 효

율 향상 동기 부여 미흡함

‐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축건물보다는 기존건물 에너지 

성능 향상(retrofit) 및 행태 개선이 필수적임

◦ 목표 및 주요 내용

‐ 기존건물의 성능 및 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에너지소비 총량제 도

입 및 에너지 관리 체계 구축

 기존 건축물의 외피 및 설비 개선을 위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마련

 공공건물, 중대형 빌딩(예시: 연면적 3,000㎡ 이상)을 대상으로 건

축물 용도별 에너지 총량제[온실가스 배출량(CO2/㎡․year) 또는 에

너지사용량(kWh/㎡․year)] 도입

 기존 공공건물, 중대형 빌딩의 연간 에너지소비량 및 관련 정보 제

출 의무화

13) 국토부, 2017년 기준 건축물 현황 통계-서울시 노후 건축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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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을 초과하는 온실가스(에너지) 과다배출건물에 대해 그린리모

델링 의무 시행, 녹색건축인증제(G-SEED) GR(Green Remodeling) 

취득 또는 탄소세 부과 의무화 정책 도입

 상위 10% 에너지절감 건축물은 “서울에너지스타” 건물로 인증 

 건물에너지 총량제 로드맵에 따라 건축물 용도별, 규모별 에너지 

총량제의 단계적 확대 시행

◦ 기대효과

‐ 건축주와 건물관리자 등에게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및 에너지 절감 동기 

부여

‐ 기존건물의 성능 향상 및 거주자 행태 개선을 유도하여 실질적인 온실

가스 감축 효과 기대

‐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탄소세 부과를 통한 온실가스 감

축을 위한 재투자 재원 마련

◦ 법·제도적 검토

‐ 건축 관련 국가법령 및 서울시의 자치입법 등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관

리 규정이 없음(현행 건축법은 재해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위험이나 건

축물의 노후 또는 미관상의 문제 등에 대해서만 일정한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4)15) 

14) 건축법 제8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제4장(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
호에 따른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이나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7. 4. 1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건축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
회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5. 1. 6.>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15) 건축법 제68조의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 변화나 건축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의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건축모니터링”
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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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건축물에 대한 평가체계가 미비하고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건물에너지효율등급 등 강화된 허가기준을 적용하기 어

려움

‐ 「건축물관리법」 제정과 시행(2020.5.1.)에 따라 기존건축물에 대한 생

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및 정기검사 등 일정한 환경관리16)가 가능할 것

으로 보이나, 이 법률이 친환경적 건축물 관리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

용은 건축물의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과 정기검사가 전부이며, 국토

부장관의 권한인 이 사업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전문기관(국토

부장관이 지정)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음 

‐ 이 법률에 의한 건축물의 친환경 관리에 관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는 별도의 권한과 책임을 갖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지역에 소재한 

건축물에 대해 해당 지방정부의 관리를 배척하고 국가 및 국가가 지정

한 외부 전문기관만이 관련 과업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 

및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원칙에 위반되므로 적정한 입법이라 할 수 없음

 서울시의 경우 시행될 법률의 제7조 및 제14조를 포함한 중요한 

내용의 관할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도록 자치분권위원회에 청구 필요

‐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등 건축물 관련 기존 국가 법령들은 기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건축모니터링을 하게 할 수 있다.
16) 건축물관리법 제7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
2. 건축물관리계획
3.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4.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5.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결과
6.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7.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결과
8. 「건축법」 제48조의3에 따른 건축물 내진능력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①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점검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
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50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관리·운영
2.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실시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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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에 관해 소극적입 입장을 취하고 있어 현행 법제 내에서는 

기존건축물 관리에 대한 규제 근거 없으므로 혁신적인 정책의 수행에 

한계

◦ 새로운 기준의 마련과 의무화 및 제도화 등 국민(주민)과 기업(법인) 등에 

대해 일정한 의무 부과 또는 권리 제한과 새로운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 근거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국회와의 유기적 협력 필요

 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서울시 등 지방정부의 임무와 역할은 그다음

이 될 것이므로 현 단계에서 서울시의 독자적인 정책집행은 불가능 

 다만,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집행하기보다 건축조례, 에너지조례 

등 관련 기본법적 지위에 있는 조례에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자체적인 강제성을 갖지 않는 정책을 규정하거나 그 정책의 방향과 

원칙 및 명칭과 주요 내용 등을 조례의 해당 조항에 포함시켜 규정

함으로써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입법적으로 밝히고 이와 관

련된 유사 정책과 사무가 시행되도록 유인할 수 있을 것임

‐ 제안된 정책의 원칙과 목적 및 정책의 명칭과 주요 효과 등에 관한 간

접적 내용을 조례에 규율하여 관련 정책효과와 내용의 간접적 실현과 

유인 가능 

‐ 서울에너지스타 건물인증은 원칙적으로 관련 조례 제정 및 연관 조례의 

개정 등의 정비로 추진 가능 

②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리모델링 

◦ 현황과 문제점

‐ 단순에너지효율화(Shallow Retrofit)보다 종합리모델링(Deep Retrofit, 

외피개선, 기밀․환기성능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 계획)을 해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가능17)

‐ 최근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연상쇄분(기온상승, 에너지 과소비 행

태)이 온실가스 절감량을 상쇄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한계에 직면

17) 단순에너지효율화는 조명과 개별 설비교체와 같이 주로 저위험·단기적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개별 사업 위주의 
에너지 효율화이며, 종합리모델링은 건물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하여 에너지 성능을 50% 이상 개선하는 
종합적 효율화 사업이다. 여기에는 단순 효율 개선과 함께, 외피단열, HVAC 시스템 개선, 창호 교체 등 건물의 
구조적 에너지효율개선 방안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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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사업은 단순에너지효율화에 중점을 두었

으나 단순에너지효율화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달성 어려움

‐ 종합리모델링의 경제성 확보로 민간부문으로 활성화 유인 필요  

◦ 목표 및 주요내용

‐ 공공건축물 종합리모델링의 경제성 확보

‐ 공공건축물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건축물 에너지효율화 활성화

 공공건축물 종합리모델링 시 민간건축물 리모델링의 경제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설계·시공 기술 개발

 성공적인 시범사례 발굴 및 홍보(서울시 소유 공공건축물 대상)

 성공사례 기술노하우를 서울시 소관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에 전파

◦ 기대효과

‐ 공공건축물의 종합리모델링 성공사례 및 기술력 확보

‐ 민간건축물 종합리모델링 활성화

③ 건축물 에너지 소비 증명제 강화 

◦ 현황과 문제점

‐ 2013년 9월부터 서울 시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을 시작으로 2015년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대상을 

넓혀갈 예정이었으나 부동산 업계 반대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정보 공

개제도’로 바뀌어 자율 시행되고 있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정보 공개제도’는 부동산 거래

(매매 및 임대) 시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 정부24 등

을 통해 희망하는 경우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물에 한하여 제공되고 있음(다만, 에너지 사용현황이 일반적이

지 않은 건축물은 제외). 이렇다 보니, 건물 에너지 성능정보가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에너지 성능정보는 사용량에 기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용

자 특성(재실시간, 인원수 등)과 공동주택 내 주택별 성능 차이 등이 반

영되지 않아 건물에너지 성능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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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량 정보 외에 건물에너지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정보 공개

가 있어야 기존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유도 가능

◦ 목표 및 주요내용

‐ 기존건물의 리모델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물의 에너지 성능정보를 

기반으로 소비증명제 개선하고 적용대상을 확대

‐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요 에너지 설비(예: 창호, 보일러 성능)의 

성능정보를 공개하는 방법 필요

‐ 최저에너지성능기준 도입을 통해 건물에너지성능이 낮은 건축물을 시

장에서 퇴출하고 전반적인 건물에너지성능을 개선해야 함

 (서울형 에너지 평가서의 도입) 서울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물 유

형별로 에너지 관련 성능 공개 방안 마련

* 대형건물: 에너지성능평가를 통한 에너지 평가서 작성 의무화

* 소형건물: 사용량 + 에너지성능 관련 건축물 제원 공개로 에너

지 평가서 작성에 대한 부담 완화

* 공동주택: 개별 아파트의 성능 제원(창호 및 보일러 등)을 별도

로 표기

* 현재 북가좌동 에너지전환 플랫폼 사업이 추진 중이므로, 시범사

업 진행 후 서울시 전체로 확대 가능

 (최저에너지성능기준의 도입) 주택 대상 에너지사용량 및 건물 에

너지성능 관련 제원 공개제도를 우선 추진하고, 건물에너지성능 관

련 제원별로 최저에너지효율기준을 도입

* 영국은 최소에너지효율 기준(MEES; Minimum Energy Efficiency 

Standard)을 도입, 2018년 4월 이후 최소 등급인 E 등급 아래

의 F와 G 등급의 건물은 매매 및 임대를 금지18)

* 예시: 창호 성능 단계적 퇴출 및 개선(알루미늄 단창 홑유리 설

치 건물의 거래 금지, 보일러 설치 20년 경과 건물, 에너지 효율 

80% 미만 건물의 거래 금지 등)

18) Meadows(2018)는 영국에서 A/B 등급의 건물의 경우 연간 평균 에너지 비용이 750파운드, G 등급의 건물은 
평균 2,860파운드로 연간 평균 2,110 파운드(약 300만 원)나 차이가 발생하여 임대용 주택의 주거 환경적 
가치와 냉난방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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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건물에너지성능의 부동산 가치화를 통해 민간건축물의 리모델링 활성화 

동기 부여

◦ 법․제도적 검토 

‐ 현재의 임의적인 ‘건축물 에너지 성능정보 공개제도’를 넘어 증명을 강

제하는 방법이므로 법률적 근거 확보 필요

④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사업(BRP) 확산

◦ 현황과 문제점

‐ 서울시는 융자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민간건물 BRP 사업 확대를 추진

해왔으나 지방정부의 규제 권한 부재와 다양한 경제·제도적 장애 요인

으로 인해 사업 확대에 어려움 겪고 있음

‐ 공공건물 BRP는 2015~2018년 10개소/연 미만밖에 진행되지 않아 

에너지 감축 효과도 작고 본격적인 BRP 시장 창출 효과 끌어내지 못함

 에너지 감축률은 평균 6.4%이나 낮은 에너지 요금으로 인해 사업의 

경제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 서울시 총 BRP 시행 건물 수는 255,351개로 상당히 많지만 대부분 개

별 기기 설치가 많아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량은 415,244TOE(절감률 

4.1%)로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음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절약시설 설치사업 등 다양한 정부 지

원사업과 에코마일리지와의 연계를 통한 성과제고 필요

◦ 목표 및 주요내용

‐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BRP 융자지원 확대 및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에코마일리지 연계 등으로 BRP 성과 제고 유도

 (융자지원 확대) 융자지원 대상을 설비중심에서 리모델링 비용 전

체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Barrier free 공사비용을 포함하

여 추진19)

 (에코마일리지 연계)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개선 또는 온실가스감축 시 에코마일리지 추가 지급

19) Barrier free는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 장애물 및 심리적 장벽을 
없애기 위기 실시하는 시책(복도 확장, 난간 설치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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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확대 검토) 친환경 프로젝트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

에서 발행하는 녹색채권 활용 등을 통한 건물에너지효율화 재원 확대

◦ 기대효과

‐ BRP 대상 확대와 다양한 정책 연계를 통해 서울의 전체 건축물 중 

73.5%를 차지하는 소형건물의 에너지효율화 성과 확산

◦ 법․제도적 검토

‐ 서울특별시의 지방정부 내부 작용 또는 서울특별시 자체의 결정과 집

행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

‐ 별도로 국가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않으며, 자치규율과 예산(재정) 및 

관련 내용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통해 가능

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주택 BRP

◦ 현황과 문제점

‐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 집수리 지원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정비구역 해제구역을 포함한 노후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

업(주거환경개선사업, 서울가꿈주택사업 등) 지역이 선정되어 도시재생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건물 리모델링 시 적용할 수 있는 에너지효

율화 기준 부재

‐ 부처별 칸막이, 예산 불평등에 대한 민원소지로 도시재생사업 시 패시

브하우스 설계·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서울가꿈주택사업 등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은 에너지효율화가 미흡하

고, 시공품질 또한 보증되지 않음(컨설팅기회 및 전문인력 부족, 경제

성이 확보된 기술 부족)

◦ 목표 및 주요내용

‐ 도시재생연계 저층 주거지 서울형 패시브하우스 활성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저층 주거지 서울형 패시브하우스 기준 마련

 서울형 패시브하우스 경제성 확보를 위한 설계·시공 기술 발굴 및 

보급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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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패시브하우스 시범단지 조성, 성공사례를 도시재생사업에 

지속 적용하여 서울형 패시브하우스 보급 확대

◦ 기대효과

‐ 기 확보된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추가적 에

너지절감 달성

‐ 저층주거지 서울형 패시브하우스 보급을 통한 주거 쾌적성, 에너지 절

감 확보

◦ 법․제도적 검토

‐ 관련 조례 제정 및 연관 조례의 개정 등 정비로 서울시 자체 추진 가능 

⑥ 건물 에너지 고효율기기 보급 및 저효율기기 퇴출

◦ 현황과 문제점

‐ 중소형 건물의 근린생활시설 중에는 업종별로 에너지사용량이 상대적

으로 많은 건물 유형이 있음

‐ 낮은 일반용 전기요금과 매출 위주의 경영으로 인해 상업용 건물의 자

발적인 에너지 효율기기 교체에 어려움이 있음

‐ 프랜차이즈 매장은 조명, 냉장·냉동설비 등에 상당한 에너지를 사용하

고 있지만, 지자체나 본사 차원의 관리가 미흡하여 에너지 절약 유도에 

한계가 있음. 에너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매

장의 체계적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관리 인프라 도입 지

원 필요함

‐ 소상공인의 2/3 이상이 생계형이며, 73.5%가 폐업을 경험하는 현실에

서 전기절감 컨설팅을 통해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

는 데 기여

◦ 목표 및 주요내용

‐ 업종별로 절감 효과가 큰 방안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기기 보급 확대

‐ 에너지효율이 낮은 기기들과 관련 부품 생산을 제한하거나 신고인·허

가 업종 등의 조건에 에너지효율 최저기준의 도입을 통해 단계별로 기

존건물에서 저효율기기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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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프렌차이즈 가맹점 등)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컨설팅과 함께 

절감 솔루션을 제공

 (소상공인 냉장·냉동고 효율화 지원사업) 한전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

화제도(EERS) 연계를 통해 재원 마련하고 교체 비용 50% 이상 지원

* 계약전력에 대한 모니터링 및 피크부하 관리 등을 통해 소비자

는 추가로 비용 절감 효과 기대 

* 연간 에너지사용량 10,000kWh 이상 사업장, 개문 냉난방이 이

루어질 수밖에 없는 전통시장, 전체 에너지사용량 비중 중 냉장·

냉동고 비중이 60% 이상인 사업장 등 우선 시행20) 

 (저효율 기기의 단계적 퇴출제도 도입) 사업시행 초기에는 보조금

을 통해 고효율 기기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예: 노후 디젤차 등)

* 서울시가 생산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신고 및 인․허가업

종 등에서 저효율 기기 사용을 금지하여 해당 사업장의 저효율 

기기를 단계적으로 퇴출 방향 검토(예: 학원, 어린이집, 미장원, 

음식점, 주점, PC방, 정육점, 숙박시설, 헬스클럽, 목욕탕 등)

* 적용 예시: 학원 인허가 시 고효율 조명 설치 및 조명밀도 관리, 

냉난방 기기 효율 등에 대한 기준 적용/ 공장 인허가 신고 시 주

요 전동기기 등에 대한 최저에너지효율기준 적용/ 의료기관 냉

난방기기, 조명 효율 및 입원실 창호 및 단열 성능 등

* 업종별로 주요 에너지 사용기기의 최저효율기준을 제시하고, 증

빙하지 못한 경우 영업증이 교부되지 못하도록 하고(유사 사례: 

어린이집 보육시설 설치기준), 영업장 이전 등의 경우에도 현장 

검증 실시

* 기존 영업장의 이전 등에 따라 신규로 기기를 교체할 경우 비용

부담이 큰 부분에 대해서 이자 및 보조금 형태의 지원제도 마련

 (저효율 보일러의 퇴출 및 관리) 설치 후 20년이 지난 가정용 보일

러의 경우 A/S서비스 금지하고 보일러 교체 유도

20)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와 PG 카운티에 전력을 공급하는 Pepco사와 공동으로 업소용 냉장고 교체 비용의 
50~70%를 지원, EPA에서 인증한 ‘에너지 스타’ 로고가 있는 모델로 최소 2,500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불할 
경우 지원 받음(자료: 한국일보, “메릴랜드 주정부 냉장고 교체 비용 최대 70% 지원”, (201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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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자가의 경우(소득기준 마련 필요) 보일러 설치비의 일

부 지원(소득구간별 차등) 등을 통해 난방권 제한 예방 

◦ 기대효과   

‐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중소형 건물의 전반적인 에너지효율화를 통한 온

실가스 감축

‐ 중소상인의 에너지 비용 절감 

(2) 전략 2: 신축건물 제로에너지화 

① 공공건물 대상 제로에너지건물(ZEB) 컨설팅 및 인증지원

◦ 현황과 문제점

‐ 2020년 공공기관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민간을 포함하여 모든 건

축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인증이 확대·의무화됨에 따라 민간 및 공공

건물 ZEB 인증을 위한 컨설팅 및 기술자문 지원 필요21)

‐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의무화에 따라 공공·민간건물 ZEB 설계가 확대

되고 있으나 에너지자립률 향상과 공사비 최적화 등 종합적인 통합설

계 방안 제시 부족 

◦ 목표 및 주요내용

‐ 설계단계부터 공공․민간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인증 최적화 컨설팅

을 통해 제로에너지 인증등급 상향, 소요예산 절감 등 최적의 에너지효

율 성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선정) 설계 또는 준공 단계의 서울시 소속·산하 공공건물 및 

서울시 내 참여희망 민간건물 선정

* 공공․민간건물 1,000㎡ 이상 건물 선정하고, 기본 또는 실시설계 

단계 건축물은 컨설팅, 준공단계 건축물은 기술자문 지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지원) 서울시 공공․민간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위한 컨설팅 및 기술 지원

* (컨설팅)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필수요소 가이드라인 제시, 

에너지절감 요소기술 교육, 건축비 경제성 분석 및 최적 건축비 

21) (2020) 공공 1천㎡ 이상 → (2025) 공공 5백㎡↑, 민간 1천㎡ 이상 → (2030) 모든 건축물 5백㎡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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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등

* (기술자문) 준공 단계의 건축물 대상 설계 내역과 설치 현장 간 

부합 여부 점검, 설계 시 의도한 성능 도출을 위한 시스템 조정 등

 (인증 확대) 예산절감 및 서울시 타 공공․민간건물 제로에너지인증 확산

* 절감된 예산을 활용하여 인증 기준에 부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

량기설치자금 등 지원

◦ 기대효과 

‐ 제로에너지 관련 시장·산업의 시행착오 최소화하여 건물에너지 효율화 

성과 확산

② 건물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확산 지원

◦ 현황과 문제점

‐ 제로에너지 건물 전환을 위해서는 전력 소비량의 절감뿐만 아니라 건

물 단위 신재생에너지 확대 필요

‐ 국내에서 에너지 소비의 21%를 차지하는 건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발전효율(최대 60%)은 높으면서도 단위면적당 부피는 작은 고체산

화물 연료전지(SOFC) 도입 필요22)

‐ 현재 연료전지 성능 표준값은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PEMFC)와 인산

형연료전지(PAFC)만 마련되어 있지만, 최근 국내 연료전지 제조사와 

서울시에서 소형 SOFC 발전 기술의 실증을 완료함

◦ 목표 및 주요내용

‐ 연료전지 도입 설계기준 마련 및 사업 실증 등을 신속 추진하여 건물형 

SOFC 시장의 선도적 정착 및 수소 경제 활성화 기여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적용 대상을 확대하

고, 기존건물에는 건물형 SOFC 설비 보급을 지원(민간건물 대상 시행)

 건물에서 자가발전으로 전력 생산․소비 시 인센티브를 제공

22)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는 고체(세라믹)을 이용한 연료전지로 가장 발전효율(전기 
및 온수 생산)이 높아 차세대 연료전지로 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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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발전효율이 높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의 수요·판매시장이 형성

되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제로에너지빌딩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건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

◦ 법·제도적 검토

‐ 민간의 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관련 사업의 확대와 유인을 제고

하므로, 서울시 조례 개편으로 실시 가능

(3) 전략 3: 제로에너지 도시 개발

① 탄소배출 제로 지역개발 

◦ 현황과 문제점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에

너지수급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에 미칠 영

향을 분석하고, 소요 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11개 분야 26개 사업을 대상

으로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

향(대기환경, 수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등 6개 분야 21개)을 예

측·분석하여 최선의 안을 사업의 시행과정에 반영토록 하고 있음23) 

23)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중 1. 도시의 개발 해당 항목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1)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2)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3) 시장으로서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

지구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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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에서 온실가스와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

지생산·절약 계획 수립,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 도입 계획, 대기전

력 자동차단장치 80% 이상 계획 등 평가 기준을 고시

‐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제로에너지 개념을 건축단위에서 도시 단위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 발표

‐ 녹색건축물설계기준, 환경성검토서 등 다른 에너지 관련 기준과 비교

할 때 체계성과 기준의 정당성 등에서 상호 간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매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2007년 서울시 친환경건축물기준에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5만m² 이상은 

에너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예규를 제시한 바 있었으나 현재는 

지켜지지 않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한 각 에너지 절감 계획, 신·

재생에너지 사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검토하고, 사업시행 전·

후의 온실가스 순발생량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음

‐ 향후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넷 제로를 목표로 할 필요가 있음

◦ 목표 및 주요내용

‐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온실

가스 배출제로, 사업 완료 후 온실가스 배출 넷 제로화

 (도시개발 사업 시 온실가스 배출제로 의무화) 서울시 환경영향평

가 대상 사업, 주거정비사업(대지면적 9만㎡ 이상~30만㎡ 미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시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 의무화(사업 시

행과 완료 후)

 (건물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강화) 태양광 의무 비율 확대 및 신재생

에너지 운영 점검 강화 

◦ 기대효과

‐ 배출제로 지역개발 사업모델 발굴

‐ 신규 개발사업에 따른 탄소배출 발생에 대한 규제 강화로 서울시 탄소

배출 제로에 기여

 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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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로배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1) 전략 1: 탈내연기관 실현

① 2035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 

◦ 현황과 문제점

‐ 해외 주요 도시는 향후 10~20년 이내에 내연기관차의 등록 금지를 결

정하는 등 친환경차량의 보급을 강화하는 추세(영국은 2035년부터 내

연기관차 판매 금지 선언)

‐ 교통 부문은 서울시 온실가스 주 배출원이지만 승용차 등록 대수는 증

가하고 있으며, 전기차의 기술개선과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전기차 보급률은 아직 낮은 수준

‐ 버스, 택시, 택배차 등 상용차의 경우 주행거리가 매우 높아 적은 대수

에도 불구하고 전체 배출량 중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음

◦ 목표 및 주요 내용

‐ 내연기관의 조기 퇴출을 유도해 차량의 친환경화 촉진

 대중교통 차량, 배달차량 등 주행거리가 높은 차량의 의무적 무배

출화를 실시 

 2035년 내연기관 차량의 서울시 등록 금지 시행

◦ 기대효과

‐ 무배출 차량의 획기적 도입으로 교통부문 배출량 제로화

◦ 법·제도적 검토

‐ 법률을 통해 규제를 신설해야 하므로 중앙정부의 관계 부처와 협의 필요

(2) 전략 2: 획기적 교통수요 관리

① 녹색요금 제도 도입 

◦ 현황과 문제점

‐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0장에 근거하여 ① 자동차 소유 및 ② 자동차 

주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구분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부과방식: 배기량(승용차·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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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기준이며 자동차의 종류(일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

수차량) 및 용도(자가용, 영업용) 등에 따라 세액 부가액이 달라짐

 ②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부과방식: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부과되며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일정비율로 

부과됨

‐ 도심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혼잡통행료 제도를 1996년 11월 11일부

터 현재까지 남산 1, 3호 터널에서 양방향으로 시행 중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토·일·공휴일 무료통행), 운전자 포함 2인 

이하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 대상 

 면제 및 감면 차량: 경형 승용차(50% 감면), 요일제 참여차량(50% 

감면), 저공해 자동차(1,2종에 한해 면제, 3종 50% 감면), 택시·화

물·버스·경형 승합자동차(면제)

 관련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5조,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유류가격 결정구조 세부 적용 기준

휘발유, 
경유

소비자가격 
= 공장도 가격 

+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 

+ 자동차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부가가치세 
+ 유통마진 및 기타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동법 시행령)
- 휘발유 475원/리터
- 경유 340원/리터
- 30% 이내 탄력세율 적용
※ 2020년 현재 휘발유 529원(탄력세율 11.36%), 경유 

375원(탄력세율 10.29%)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36/1000
- 30% 이내 조정세율 적용
※ 2020년 현재 휘발유 12.35원/리터, 경유 

8.84원/리터(탄력세율 26/1000)

LPG

소비자가격 
= 공장도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판매부과금 

+ 부가가치세 
+ 유통마진 및 기타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 LPG: 252원/kg
- 30% 이내 탄력세율 적용
※ 2020년 현재 275원/kg(탄력세율 9.13%)

판매부과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62,283원/톤

공통부과

교육세(교육세법)
- 휘발유·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100
- LPG: 개별소비세의 15/100
- 30% 이내 탄력세율 적용(현재 미적용)

- 부가가치세: 10%
- 기타: 수입부과금, 품질검사수수료, 안전관리부담금 등

[표 4-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관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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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 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

축에 기여할 경우에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시행 

 마일리지 산정 기준: 가입 시 등록한 최초 누적주행거리로 기준 주

행거리를 산정하고 1년 후 최종 누적거리와 비교하여 감축된 경우, 

감축률과 감축량 중 높은 비율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까지 지급

 2019년까지 총 91,374명(92,599대) 가입, 2019년 23억 원 예산 집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자동차 배

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등에 기반하여 자동차 배출가

스 등급을 1~5등급으로 분류하고,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배출가

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상시운행제한을 시행

 단속대상: 배출가스 등급 5등급차량(과태료 25만 원 적용)

 실질적으로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 경유 차량으로 배출

가스 저감장치를 부착(저공해조치)하는 경우 운행 가능

‐ 혼잡통행료 시행으로 인한 통행량 감소 효과가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음

 통행요금 수준 저하(시행 이후 요금 인상, 종별 구분 없이 일괄 부과)

 면제차량 과다(전체 차량의 약 60%가 면제차량이며 감면차량 포함

시 70% 수준)

 한양도성/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진입하는 진·출입지점은 총 45개

소이나 2개소만 운영하고 있어 혼잡통행료 적용지역의 한계

‐ 자동차의 이용(주행거리)에 따른 자동차세 비율이 매우 미비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자동차세는 단순 배기량만으로 산정하고 있으

나, 최근 전기·수소·PEHV·HEV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기량과 

배출가스의 상관관계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른 자동차세는 유류(휘발유·경유)에 적용하

고 있지만, 전체 유류가격 대비 비율은 매우 미미한 수준

‐ 현재 시행 중인 제도는 단순히 차량의 소유 여부, 특정 지점 통과 여부 

등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단편적 정책으로 실제 차량의 이용(주행거

리),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정책으로서는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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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및 주요내용

‐ 주행거리 기반 녹색교통 요금 부과로 원인자 부담원칙 강화

 주행거리와 차량 배출량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자동차세 부

과 기준을 변경, 장거리 이동의 자동차에 대한 높은 요금을 부과

* (중앙정부 건의) 자동차용 유류 가격 구조에 주행거리와 배출량

에 대한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교통·에너지·

환경세율 또는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하거나, 탄력세율 또는 조정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가능

 단순 점적 부과가 아닌 선·면적 부과로 혼잡통행료 제도 확대

* 도심 2개소에서 도심 진입 45개소 전역으로 확대 검토

* 혼잡통행 요금 차등으로 혼잡시간대·장거리 운행차량에 대한 가

중치 적용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단기적으로 3등급, 장기적으로 2등급

까지 상향 조정

◦ 기대효과

‐ 이용자 부담원칙 강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유도

◦ 법․제도적 검토

‐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연계세금인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도 모두 그 항목과 세율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특정 지역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변화 혹은 조정을 위해서는 

국회 및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과 요청 필요 

‐ 남산터널 통과요금(혼잡통행료)은 법률, 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

한 특별법」에 의해 규정된 사항으로 국가 법률 개정 절차와 방식에 따

라야 하므로 중앙정부와 국회 협력 필요

② 배출 제로구역(Carbon-free) 도입

◦ 현황과 문제점

‐ 한양도성 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통해 도심부 대기질 관리 정책

이 최근 도입되어 시행 중이나, 전체 차량 대비 5등급 차량의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가시적인 대기질 개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 한양도성이라는 지역적 한계로 인해 시민들이 인식하는 친환경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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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도 낮은 수준

◦ 목표 및 주요내용

‐ Carbon-free 구역 도입으로 적극적 친환경 정책 시행과 교통 및 대기

환경의 가시적 개선

 무배출 구역을 우선 한양도성 내 도입해 일반 내연기관 차량의 통

행을 금지하고 향후 강남, 여의도 등으로 확대

 무배출 구역을 특별교통구역으로 지정, 대중교통(구역 내부 무료운

행), 공유자동차, 자전거/보행, 신이동수단 등 친환경교통 여건 개선

◦ 기대효과

‐ 친환경교통정책의 상징구역 조성을 통한 시민의식 개선과 친환경통행

행태 참여 유도

③ 녹색 교통 마일리지제 도입 

◦ 현황과 문제점

‐ 현재 기후변화 대응으로 서울시 마일리지(승용차 마일리지, 대중교통환

승 마일리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보행, 공공자전거, 공유교통수

단, 대중교통 등 다양화되는 녹색교통수단에 대한 고려 부족

 승용차 마일리지: 승용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비

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 포함)

 대중교통환승 마일리지: 공공자전거-대중교통 환승시 적립되는 마

일리지

‐ 마일리지 제도가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어 시민의 통

행행태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모니터링하여 녹색교통을 장려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

◦ 목표 및 주요내용

‐ 통합 교통마일리지제 시행으로 시민의 녹색교통 이용증진 유도 

 통합 마일리지(기후행동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통합교통서비스(Mobility as a Service, 

MaaS) 시행과 연계해 녹색 교통수단 이용량을 고려한 마일리지 제공

 대중교통, 따릉이, 나눔카 전기차 등 녹색 교통수단 이용거리에 따

른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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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통행행태를 통합적 관점에서 모니터링

하여 다양한 녹색교통 수단의 이용을 장려

(3) 전략 3: 녹색교통 인프라 확대

① 친환경 이동수단을 위한 교통 인프라 재구조화 

◦ 현황과 문제점

‐ 전체 도시면적의 20% 이상은 도로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은 차량(차로)

에 할애되어 운영되고 있어, 보행, 자전거 등 무동력 교통수단을 위한 

도로여건은 안전 및 편리성 면에서 열악한 상황

‐ 현재의 도로 구조 및 공간 배분은 승용차에 치우쳐져 보행 및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가 미비한 상황

‐ 버스전용차로 등 대중교통 우선 정책 실시를 위한 도로 공간 부족으로 

버스 경쟁력 향상은 한계에 직면 

◦ 목표 및 주요내용

‐ 도로의 재구조화를 통한 녹색교통 공간 확대와 경쟁력 향상 

 보행자 및 자전거, 무공해차 등 친환경교통수단 공간을 확대

* 보행 친화적 도로환경 구축을 위해 보행여건 개선(보도폭, 단차, 

보행로 끊김, 보행로 조업 불법점유 단속, 보차분리 여건 개선 

등)추진: 녹색교통진흥구역 등 도심부를 우선 추진한 후 점차 확대 

* 도심 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심부 지역이나 인구활동 밀집

지역은 정류장 간 간격을 축소하고 버스 승하차장 규모 확대

* 노변 주차공간, 공영주차장 등에 무공해차 주차전용공간을 확대

하고 공공기관 중심 무공해차 전용 주차시설·주차장 지정 

 버스 통행속도 향상 및 친환경차종 전환 확대 

* 주요 간선도로 버스전용차로 확대와 우선 신호 도입 

* 구간별 혼잡도 및 대기오염 발생도를 고려한 무공해버스 전용 

노선 발굴 

◦ 기대효과

‐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수단의 경쟁력 향상으로 개인승용차 이용 감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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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절 없고 편리한 보행환경과 버스 접근성 확대로 보행통행 및 대중교

통수단 이용 증가

② 친환경 차량 운행 지원 인프라 구축 

◦ 현황과 문제점

‐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한 세제 혜택, 충전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전기차 보급률은 여전히 낮

은 수준(2019년 기준 전체 서울시 등록 차량의 0.49%)

‐ 서울시는 2020년 한 해에 최근 10년간 보급물량의 약 50%에 달하는 

전기차 1만 대 보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수소차의 경우 현재 누

적 보급대수의 2배가 넘는 물량을 2020년에 보급할 예정

‐ 보급목표에 따라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소차 운행을 지원

할 만큼의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은 미비한 상황

‐ 최근 전기차 집중형 충전소를 공급하는 등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

하고 있으나 부지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충전인프라 공급 속도는 더디게 

진행 중

◦ 목표 및 주요내용

‐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의 신속한 구축과 충전 네트워크 구축

 공공청사 혹은 공영주차장의 30~50%는 일반 차량의 주차를 억제

하고 전기차 전용 주차장으로 전환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서울 시내 주요 결절점을 e-모빌리티 허브로 구축하여 집중형 전기

차 충전시설 설치

* 최근 다양한 전기기반의 교통수단이 등장하면서 충전수요 증가 

추세

 수소버스 등 친환경 대중교통 차량운행을 지원하는 수소충전 인프

라를 공공시설 내에 설치

 충전소 운영상태 등의 정보제공이 가능한 통합관리 체계 구축(충전

예약제 등 시행)

◦ 기대효과

‐ 친환경차량 이용자의 충전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증대하여 친환경차량 

보급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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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순환 도시 구현

(1) 전략 1: 자원순환 도시 

①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없는 도시 구축 

◦ 현황과 문제점

‐ 테이크아웃 문화 확산, 온라인 소비 확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일회용품 및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량 급증 

‐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 증가, 재활용 저조, 불법 투기·소각 등으로 

미세플라스틱·해양플라스틱 문제 발생 및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 목표 및 주요내용

‐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원순환 도시기반 구축 

‐ 생산영역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포장재 저감·대체 방안개발 

‐ 소비영역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 사용 회피

‐ 폐기영역에서 폐플라스틱 불법 투기 금지 및 분리수거·재활용 확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 저감을 위한 생산자의 자발적 협약

(다회용 제품 및 포장재 개발 및 대여·세척 서비스 산업 육성 등)

 일회용품 없는 매장, 야외행사 및 축제, 장례식장, 음식배달 등 일

회용 폐기물 발생 억제 및 불법 투기 방지 모델 전 분야 확산 

 무포장 도농연대 직거래 장터 서울 전역 확산과 자발적 협약으로 

사업장 거버넌스 모델 개발

◦ 기대효과

‐ 플라스틱 제품·포장재 생산량 감축 및 재활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간접

발생량 감축 및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로 인한 직접발생량 감축  

◦ 법․제도적 검토

‐ 서울시 차원의 조례에 기반한 자발적 협약 추진하고, 일회용품 및 포장

재 사용을 줄이는 자율실천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및 홍보

‐ 폐기물의 수집·처분정책과 관련하여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및 처리에 

대한 특별지방세를 부과함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강하게 억제하는 정책

의 경우, 서울의 여건을 반영하여 조례 개편을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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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품 손실 제로

◦ 현황과 문제점

‐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전 세계적으로 먹을 수 있음에도 그대로 버

려지고 있는 식품 손실이 공급되는 식량 중 1/3이라고 보고24)

‐ Food Wastage Footprint(식품폐기발자국)라는 지표를 개발하여 식

품 손실이 내포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25), 식량의 재배-가

공-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소비된 에너지양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계산

‐ 서울시 음식물쓰레기(생활폐기물의 약 30%)의 자원화(퇴비화·사료화)

는 수요처 확보가 어려워 발생량 감량이 절대적으로 중요26)

‐ SDGs 12.3.1 Global Food Loss and Waste에서 유통·소비부문 음

식물쓰레기를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현재 국내 유통/소비부문의 음식물쓰레기 중 먹을 수 있는 음식물쓰레

기(가식부(可食部)) 비중이 43%로 음식물쓰레기 절반 감량 목표는 가식

부 손실 제로화만이 달성 가능27) 

‐ 서울시는 관내 발생한 음식물쓰레기의 상당 부분을 타 지역에 의존하

여 처리하고 있어 발생지 처리 원칙 및 처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

역 감량 및 독립·상생 처리 등의 종합전략 구축이 시급한 실정

‐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직접 감축량으로 산정되지

는 않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생산․유통․소비 부문의 간접감축 가능 

◦ 목표 및 주요내용

‐ 서울시 유통․소비 부문(도매, 소매, 급식, 외식, 가정 등) 음식물쓰레기 

중 가식부 손실량을 2050년까지 제로화

 서울시 음식물의 가식부 손실량 및 Food Wastage Footprint 정량화

 ‘유통(도매, 소매)’, ‘소비(가정, 음식점, 급식소 등)’ 부문에서의 가

식부 손실 모니터링으로 식품소비효율성 평가

 인식개선이나 개인적 차원의 관리뿐 아니라 구조적인 식품폐기의 

24) 유엔식량농업기구(FAO), 2010, 「Global Food Losses and Food Waste」.
25) 유엔식량농업기구(FAO), 2013, Food Wastage Footprint: Impacts on Natural Resources.
26) 환경부, 2018, 2017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p.60.
27) 환경부, 2017, 음식물쓰레기 저감과 자원화, 그 성과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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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파악하여 단계별 전략적인 감량 정책을 수립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식품 소비 패턴 확산과 지원 정책 강화

 미이용 식품의 나눔 활성화,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식문화 

및 외식 서비스 발굴 및 지원

◦ 기대효과

‐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정책 

효과 극대화

‐ 국내 인구 25%가 밀집해 있는 서울시의 식량 소비 효율성에 대한 재검

토로 지속가능한 식량의 소비와 생산을 견인

‐ 도농 간 협력(직거래), 도시농업과의 연계(조리 전 쓰레기의 발생원 무

동력 퇴비화 및 로컬 푸드), 식품재분배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

한 정책효과 발생 

③ 자원회수시설의 에너지 회수효율 극대화

◦ 현황과 문제점

‐ 2018년 기준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9,492톤/일 중 약 868톤/일

(약 9%)이 매립으로 처리되고 있음

‐ 서울시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매립에 의한 배출량이 가장 

크기 때문에(약 75.6%) 폐기물 직매립량 감축(제로화)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

‐ 현재 종량제 배출 폐기물 중 재활용품으로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은 한계

에 도달한 상태이고, 재활용할 수 없는 물질이 재활용품에 혼입되어 재

활용품의 가치와 활용도를 낮추어 수도권 폐비닐 수거거부 등의 문제

가 발생

‐ 감량이 어렵고 재활용 불가능한 성상은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는데, 종

량제봉투 내의 폐기물의 성상 중 90% 이상이 가연성임

‐ 가연 성분의 상당 부분은 매립처분 시 CH4(CO2의 21배의 온난화 효

과)를 발생시킴. 하지만 매립 가스를 전량 회수하여 이용하는 것은 불

가능하므로 가연성 폐기물을 일부 소각하여 부피 감량 및 안정화와 더

불어 고효율의 에너지 회수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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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불연성 배출 
불명계 음식물 종이 플라스틱 나무 고무피혁 기타 계 유리 금속 토사 기타

90.3 2.3 25.9 12.3 5.2 5.6 39.0 9.2 1.7 1.0 0.6 5.8 0.6

주: 배출 불명은 무단투기나 계절낙엽 등을 포함

출처: 환경부, 2018, 「2017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표 4-3] 서울시 생활폐기물의 매립 폐기물 성상(2017년 기준)   
(단위: %)

‐ 현재 서울시 내 자원회수시설은 총 4개소(강남 900톤/일, 노원 800톤

/일, 마포 750톤/일, 양천 400톤/일)가 운영 중이며, 2019년 기준 가

동률은 70~91.4% 수준으로, 매립량(약 868톤/일)을 기존 시설에서 처

리하기에는 여유 용량이 부족한 상황

‐ 매립 폐기물 중 화석연료기반 물질(플라스틱 및 고무피혁 등)이 소각으

로 전환되면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사용·재활용을 높일 필

요 있음

‐ 바이오매스 기반 성분은 약 50%(음식물쓰레기, 종이, 나무, 기타의 

50%)에 가까워 고효율 에너지회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효과 기대 

가능

‐ 현재 증기터빈을 갖춘 시설은 양천, 마포 2개소뿐이며 열회수 전에 전

기 생산을 통해 화석에너지 대체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목표 및 주요내용

‐ 서울시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회수 고효율화 및 직매립 제로화 

 플라스틱 폐기물은 소각 시 온실가스로 산정되므로 플라스틱 폐기

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추진으로 소각량 감축

 기존 매립량을 대체하기 위해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확충 검토28)

 최첨단 시설을 도입하여 고효율 발전 및 지역에너지로 활용하고, 

28) 소각 시 유해물질이나 온실가스배출 원인이 될 수 있는 플라스틱류는 가능한 재활용하고, 재활용 불가능하여 
현재 매립되고 있는 폐기물을 소각으로 전환하여 처리하고, 소각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열을 기존보다 
효율적으로 회수하여 에너지로 활용함으로써 화석연료 대체효과를 통한 감축량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제언임. 
소각기술의 발전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도 법적기준의 10~20% 이하의 수준에 이를 정도로 서울시의 광역 
자원회수시설은 매우 정밀하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음. 광역화 시설은 고효율 에너지회수에 의해 매립부지 
확보, 장거리 수송, 온실가스 및 침출수 영향 등에 비하여 매우 유리하게 되어 기술적으로 제어하기 용이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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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목적으로 활용

◦ 기대효과

‐ 매립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를 최대한 회수함으로써 폐기물 부문 넷 제로화(Net Zero) 가능

‐ 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을 서울시 내 에너지 공급 거점으로 활용하여 지

역 에너지 그리드 정책과 연계

‐ 수도권에서 환경 및 지역적으로 고립된 서울시 폐기물처리의 독립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그 기반 위에 자원순환 도시 완성 가능

◦ 법․제도적 검토

‐ 제도적 설계와 규제의 개편 및 관리체계의 변화를 위해서는 국가법령

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환경부와 협의 필요

④ 유기성폐기물의 에너지 회수효율 극대화

◦ 현황과 문제점

‐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매립과 소각 다음으로 하수처리시

설에서의 직접배출량(공정에서의 배출)이 크지만 소화조에서 에너지 회

수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가능

‐ 서울시는 2035년까지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하

여 총 180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환상

망’을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29) 수립 중인 2040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에는 하수슬러지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됨30)

‐ 기존의 활성슬러지 공법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초기 단계에서 

유기물을 최대한 분리하여 소화조로 이송하여 에너지 생산 기질로 활

용하는 Energy-positive 하수처리시설이 주목받고 있으며 EU Horizon 

2020(혁신연구기금) 지원으로 ENERWATER나 POWERSTEP 등의 관

련 프로젝트가 진행31)

‐ 유럽에서는 분뇨+음식물+하수슬러지 병합소화 등을 통한 에너지 회수

29)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 미래 전략사업 육성 신 거점으로”, (2019.11.13.)
30)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2040 목표 신정책방향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정비 착수”(2020.3.9.)
31) https://cordis.europa.eu/project/id/649819, 검색일: 2020.03.16.; https://cordis.europa.eu/project

/id/641661, 검색일: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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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도입 사례 다수 보고32)

‐ 하수슬러지 단독소화로는 소화효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외부 탄소원 

공급을 위해 다른 유기성폐기물을 혼합하여 병합소화함으로써 에너지

회수를 극대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33)

‐ 기존 하수 내의 유기물을 호기성으로 처리하는 공법에서 탈피하여 초

기 침전조에서 가능한 많은 유기물을 분리하여, 소화조로 투입시키는 

Energy-positive 기술 적용이 선행되어야 다른 유기물의 직투입이 하

수처리공정에 부하를 가중하지 않고 에너지 생산 기질로 최대한 활용

될 수 있음 

‐ 이물질이나 염분 문제로 질이 낮아 자원화 어려운 가정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는 것보다 기존의 하수처리시설 소

화조의 개선을 통한 병합소화 필요

‐ 서울시 하수도 정책 방향에 음식물쓰레기 직투입이 포함되어 있으나 

자원순환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정책 방향 일원화 필요34)

◦ 목표 및 주요내용35)

‐ 도시 유기성폐기물의 병합처리를 통해 Energy-Positive 물재생센터로 

전환

 서울시 하수도 분류식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유기성폐기물 통합

처리 기반 조성

 Energy-Positive 하수처리공법 개발 및 도입(유기물 최대 회수)

 음식물, 분뇨, 하수 병합처리 관련 기술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유기성폐기물 통합처리에 필요한 선진적 하수처리기법(질소제거나 

회수) 개발 및 도입 추진

32) https://www.globalmethane.org/documents/events_ag_20090127_techtrans_mang.pdf, 검색일: 
2020.03.16.

33) 송민수, 김형호, 배효관 (2020), 에너지 생산형 하수처리장을 위한 가용 기술과 통합관리 방안, 한국물환경학회지, 
36(1), 55-68.

34) 서울시 홈페이지, “하수도 정책방향 및 지표”, 검색일: 2020.03.16.
35) 지자체 내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타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적극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전략1에서 제안한 감량을 우선하며, 그럼에도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높은 함수율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하고 현실적인 방안이 하수병합혐기소화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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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하수슬러지 소화효율 향상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하수슬러지 발생량 

감량뿐 아니라 에너지 회수량 확대를 통한 감축효과 기대

‐ 향후 개선되는 하수도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도시 내 유기성폐기물

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기대

◦ 법․제도적 검토

‐ 국가법령이 뚜렷한 규율을 정하고 있지 않아 서울특별시 자체입법과 

의회의 예산 배정 등을 통해 집행이 가능  

‐ 소요되는 재정 부담과 기술 및 관련 환경조성 등 민간에 맡기기에 어려

운 부분이 있으므로, 우선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기술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민간에 확대․유인하는 방향 검토 

(2) 전략 2: 시민참여 자원순환 거버넌스 

① 재사용·업사이클 산업 및 문화육성

◦ 현황과 문제점

‐ 서울시에는 중고가구 및 가전제품 재사용을 위한 31개 공공재활용센터

가 운영 중이며, 아름다운 가게 등 중고의류 등을 판매하는 다수의 민

간 매장이 운영 중임

‐ 업사이클 산업 및 문화육성을 위한 서울새활용플라자가 2017년 9월부

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40개 업체가 입주해 있음

‐ 서울시 수리·수선매장 현황 및 중고물품, 업사이클 시장현황에 대한 체

계적인 통계는 집계되지 않고 있지만, 동네 수리·수선 인프라는 축소되

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고쳐서 다시 쓰는 문화가 사라지고 있음

‐ 시민들이 사용가치가 있는 중고품을 기부 등의 방법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 및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수리‧수선매장 및 중고매장은 매장 입지, 시설 등 주민 이용성과 편의

성이 낮아 재사용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영세한 업사이클 기업, 제품

에 대한 소비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등 재활용 산업기반이 취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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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및 주요내용

‐ 서울시 전역 수리·수선 및 재사용 인프라 구축 

‐ 업사이클 브랜드 및 기업 육성 등 업사이클 산업생태계 활성화

‐ 재사용 및 업사이클 산업을 서울시 주요 자원순환 산업으로 육성

 서울시 권역별 재사용‧업사이클 센터 설립 및 중고물품 물류센터 등 

인프라 구축

 동네별 수리·수선 및 재사용 매장 인프라 구축으로 재사용 산업 및 

문화 활성화

 업사이클 소재조달 및 가공인프라, 업사이클 창업지원, 업사이클 

제품 유통 및 판매지원 등 업사이클 산업지원 인프라 구축

◦ 기대효과 

‐ 재사용 및 업사이클 활성화를 통한 폐기물 감량 및 온실가스 감축

‐ 서울시와 같은 소비중심 도시에 맞는 자원순환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

자리창출, 도시경제 활성화 기여 

② 자원순환 완결형 지역상생 거버넌스

◦ 현황과 문제점

‐ 서울시의 2018년 기준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68% 수준으로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제외한 물질 재활용률은 더 낮음

‐ 분리배출 및 선별체계 미비로 잔재물 발생량이 많으며, 서울시 배출 폐

기물을 재활용한 재생제품이 다시 서울시에서 활용되는 비율이 낮으며 

현황 집계도 되지 않음

‐ 소각 및 에너지회수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물질재활용 확대방안 마련 필요 

◦ 목표 및 주요내용

‐ 실질 물질재활용률 제고 및 소각‧에너지 회수 최소화

‐ 발생원 재활용체계 구축 및 재활용제품 구매 활성화

 분리배출체계 개선으로 잔재물로 버려지는 양을 최소화하고, 양질

의 선별품을 생산하여 고품질로 재활용 

 에너지 회수 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체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 자원화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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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폐기물을 재활용한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 촉진

◦ 기대효과 

‐ 물질재활용 제고 및 폐기물 이동 감소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4) 플러스 에너지 서울

(1) 전략 1: 건물형 태양광 확대

① 건물 태양광 설치 의무화

◦ 현황과 문제점

‐ 서울시는 그동안 태양광 설비 보조금,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등과 

같은 태양광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2019년 기준 태양광 

250MW 설치하는 성과 거둠 

‐ 공공건물, 학교, 아파트 베란다, 민간건물 등 건물 태양광 중심으로 보

급하고 있으나, 2022년 1GW 및 2040년 3.5GW, 2050년 탄소배출 

중립을 위한 5GW 보급을 위해 건물 태양광의 확대가 필요

‐ 태양광 시장 잠재량 및 우선 보급 잠재량을 고려했을 때 건물 태양광 

보급 실적 부진하며, 학교 태양광 등 우선 보급 가능 대상에도 의사결

정의 지연 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태양광이 보급되고 있지 못함

‐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의 경우에도 20% 수준의 에너지 자립률을 요

구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제한적임

◦ 목표 및 주요내용

‐ 2050년 서울시 전 건물 태양광 적용(태양광 5GW 보급)

 서울시의 학교 옥상과 주차장, 공공 임대주택의 옥상과 베란다 태

양광 의무 설치

 도시재생(그린 리모델링) 대상 주택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

 2050 공공·민간 주택 플러스 에너지화(Beyond Net-Zero) 

◦ 기대효과  

‐ 개별 건물의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하고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함 

◦ 법․제도적 검토

‐ 일부 건물의 설치 의무화를 위해서는 국가법령의 개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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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벽면 태양광, 경량 태양광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 지원

◦ 현황과 문제점

‐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및 정부 주택지원 사업 연계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시범사업 추진 후 아파트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 서울형 햇빛 발전 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정부 지원의 불확실성을 줄이

고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 베란다 태양광의 경우 설치 업체의 난립과 과잉경쟁 발생 및 사용자가 

태양광 설비를 유지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 

‐ 디자인 등의 문제로 인하여 건축설계 단계에서 채택 부진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실효성 미흡 등 건물일체형 태

양광 발전시스템(BIPV)과 같은 신기술이 적용된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지원책 미비

◦ 목표 및 주요내용 

‐ 베란다·벽면 태양광 설치로 제로에너지 아파트를 구현, 건물 옥상 면적 

대비 30% 이상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BIPV)을 설치

 아파트 벽면 및 베란다용 경량 태양광 모듈 지원 확대

 설치 용량 기반의 지원이 아닌 설치비용 대비 지원책 강화

 벽면 설치시 위치 뿐 아니라 색상까지 고려한 보정계수 검토 

 건축물에 설치된 태양광의 설치유형 및 기능,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차등 지원

 심미성 및 디자인이 고려된 BIPV 적용 시험 건물 및 실증 단지 구축

◦ 법․제도적 검토

‐ 재정의 마련과 관련 자치입법 및 행정체계와 인력(조직) 등의 마련이 

필요한 만큼 관련 서울시 자치입법의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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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 2: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

① 의무 설치 건물용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제도 설비 인증

◦ 현황과 문제점

‐ 건물용 연료전지는 설치용량이 수십~수백kW 범위로 도심의 에너지 최

대 수요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음

‐ 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건물용 및 발전용 연료전지는 높은 운영비

로 인해 일부 건물에서는 연료전지를 설치만 하고 운전을 하지 않는 상

황이 발생

‐ 고효율 및 청정에너지원을 설치만 하고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은 서울시

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목표에 반함

‐ 보급용량과 운전 시간을 확대함으로써 제품의 가격 저감을 유도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연료전지 산업의 선순환 발생이 늦어짐   

◦ 목표 및 주요내용

‐ 건물용 연료전지 RPS 제도 설비 인증

 현재는 100kW급 이하 자가용 연료전지 및 소용량 건물용 연료전

지의 경우 RPS 제도 설비로 인증을 받지 못함

 여러 대의 소용량 연료전지를 묶어서 일정 용량 이상일 경우 대상 

설비로 인정

‐ 건물용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검토

 의무 설치 대상이며 자가용이기 때문에 기존 발전용 연료전지에 비

하여 REC 가중치는 하향 조정이 타당함

◦ 기대효과  

‐ 기설치 및 설치 예정인 건물용 연료전지의 가동률 향상

‐ 건물용 연료전지 투자 회수 기간 절감을 통한 자발적 설치 유발

‐ 도심 에너지 공급 관리 가능

②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전기차용 그린 수소 생산 및 연료전지 발전

◦ 현황과 문제점

‐ 도심 발생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하수 처리 용량의 증가로 시설용량

은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온실가스 유발 효과가 높은 바이오 메탄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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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고 있음 

‐ 주로 연소를 통하여 낮은 효율로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지만, 바이오가

스의 주성분인 메탄은 온실가스 유발 효과가 큼

◦ 목표 및 주요내용

‐ 바이오가스를 수소차용 연료로 활용

‐ 바이오가스 연료전지를 통해 열과 전기 공급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하수 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등에서 발생되

는 바이오가스를 고질화하여 수소를 생산하거나 연료전지에 공급하

여 열과 전기를 생산

◦ 기대효과  

‐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도심 폐자원 활용, 그린 수소, 수소전

기차 및 연료전지 활용 확대 가능 

◦ 법․제도적 검토  

‐ 재정의 마련과 관련 자치입법 및 행정체계와 인력(조직) 등의 마련이 

필요한 만큼 관련 서울시 자치입법의 개편 필요 

(3) 전략 3: 스마트 에너지 시티 조성

① 통합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에너지 시티 조성 

◦ 현황과 문제점

‐ 2018년 서울시 주거용 건물의 원별 에너지 사용량 비중은 전기 30.3%, 

도시가스 60.1%, 지역난방 9.7%임36)

 전국 가정·상업 및 공공분야 에너지 사용량은 전기 54.4%, 도시가

스 38.8%, 지역난방 6.8%임 

 아파트 외 주거용 건물의 지역난방 공급률은 0.3%이며 난방을 위

해 도시가스 또는 전기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

‐ 국내 전력수요는 겨울철 난방 및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시 증가하며 이

들 최대전력수요에 맞춰 발전설비 규모 확충37)

36) 국가통계포털(KOSIS) 2018년 서울시 주거용 건물에너지 사용량(TOE) 자료 참조
37) 2018년 최대전력수요는 92.5GW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3.9% 증가(e-나라지표, 전력수급 동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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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과 생산성에서 다른 지역을 압도하는 메가시티 수가 급증하고 있

으며 ICT, 재생에너지 등에 기반한 스마트 시티가 구축되고 있음

 서울시는 2022년까지 마곡지구를 에너지자립형 스마트 에너지 시

티로 조성할 계획 수립

‐ 도시 생활의 편의 증대를 통한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향상이 전망되며 

도시 정원 등의 개념이 융합된 생태 도시적인 특성이 강화되고 있지만, 

도시 단위의 에너지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미래 도시의 모습을 설정하

지 않고 에너지 공급과 수요의 관점으로만 접근하고 있음

 현재 진행되는 스마트시트 국가 시범 단지(세종, 부산)에는 에너지

자립에 대한 고민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스마트 에너지 시티’의 

개념과 내용에는 부족함이 있음

 전기에너지 관점의 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실행으로 연료 및 열에

너지를 고려한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방안 마련 부족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증가에 따른 전력 그리드 불안전성을 고려

하여 전력저장만을 고려하고 있어 다양한 에너지 저장․전환 대책에 

따른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전기를 이용한 편리한 냉난방 공급 방식 채택으로 미활용 열에너지

(수열, 연료전지 배열 등)를 이용한 효과적이고 최적의 에너지 공급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

◦ 목표 및 주요내용 

‐ ‘2050 스마트 에너지 시티 서울’ 미래상 설계

‐ 도시형 전기-열-연료 에너지 저장/전환 허브 조성 및 도시재생 연계 

그린리모델링 추진을 통한 플러스 에너지 커뮤니티 확대 

 (스마트 시티 조성) 2050 서울의 미래상 정립을 위한 메가트렌드 

및 경제, 사회, 기술적 환경 분석,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모빌리

티, 헬스케어, 가상현실, 에너지 등의 미래 발전방향을 예측하여, 

2050 서울의 미래상에 필요한 친환경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설계

 (열-전기-연료 통합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 적용) 통합형 에너지 공

급 시스템을 위해 기존 도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광장, 공

공시설 등의 공간을 신재생에너지 공급 허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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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열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저온 지역난방 공급

* 냉방부하 증가에 따른 지역 냉방 공급

* 고효율 히트펌프를 활용한 냉난방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 열에너지 거래 및 열손실 최소화를 위한 에너지 공급 스테이션 확보

* 열-전기 에너지 전환/저장 허브 등 관련 인프라 구축

* 주변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 기술 적용 및 에너지 효율 향상

* 에너지 허브 시스템 주변의 주택과 상가 등으로 에너지 공급

* 주차공간 확보와 전기차 충천 인프라 설치로 건물 및 교통에너지 공급 

* 노후 대학 캠퍼스를 활용하여 도시재생 기술을 적용하고, 플러스 커

뮤니티를 구축

 (세대용 스마트 미터링을 위한 AMI 보급 확대) 전기뿐만 아니라 열과 

가스의 통합 스마트 미터링 추진  

◦ 기대효과

‐ 서울의 변화 모습을 예측하고 구현하고자 하는 미래상을 설계함으로써 

체계적인 에너지 계획 수립 가능

‐ 2050 탄소배출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아이템 도출 및 정책 방향 

설정

‐ 신재생 전력생산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열-전기 에너지 전

환을 통한 전력 피크 저감 및 그리드 안정성 향상

‐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향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가능

‐ 건물에 한정된 에너지자립을 도시 차원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스마트 에너지 시티’ 모델 확보

② 서울시 가상발전소 프로젝트 확대

◦ 현황과 문제점

‐ 지난 2018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제도를 도입

하여 태양광 등의 분산전력자원을 ICT 기술로 통합하여 가상발전소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가상발전소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개선함으로써 대규모 부지를 찾

기 힘든 도시 지역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장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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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너지공사는 2018년부터 전력중개사업에 참여하여 가상발전소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플랫폼 개발, 발전량 예측 기술의 개발 등의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주택 및 건물 옥상 등에 소규모 상업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시 발

전사업 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의 각종 허가 절차로 많은 시간과 높은 

비용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움

‐ 1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소는 생산된 전력 중 자가소비 이후의 잉여 

전력 및 해당 REC에 대해서 전력중개사업을 통한 판매가 어려우며, 높

은 부대비용으로 수익성도 충분치 않음 

‐ 전력중개사업자도 현행 제도에서는 거래 및 관리 위탁 등의 수수료만

으로는 적절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측 인센티브 제도

와 같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제도가 필요

◦ 목표 및 주요내용 

‐ 서울시 건물 옥상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

치를 확대하고 가상발전소로 통합 운영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는 희망하는 자치구들과 협의하여 가상발

전소 선도 지역을 지정하고, 건물 옥상 등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

비를 설치하고, 프로슈머 및 에너지협동조합에게 정보, 컨설팅 그

리고 저리융자를 제공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도 자가소비 후 잉여전력 및 해당 신재생에

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중앙정

부에게 요청하고, 자가소비 태양광 발전량에 대해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FIT)를 적용하여 지원(기결정)

 서울에너지공사에 가상발전소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충

원하여 서울시 가상발전소 프로젝트 추진을 지원

◦ 기대효과   

‐ 서울 시내의 건물 옥상 등의 소규모 유휴부지를 적극 개발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대할 기반 마련

‐ 주민들이 개인 혹은 단체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여 수익을 공유

할 수 있는 태양광 사업 모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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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과 같은 변동성 전원 확대에 따른 전력망 운영의 어려움에 대응

할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

‐ 장기적으로 서울의 에너지분권 확대에 부합하는 배전망 운영 등 경험 

획득, 인력 및 인프라의 확보 가능성  

③ 서울시 ‘시민 DR’ 사업단 추진

◦ 현황과 문제점

‐ 수요반응자원(DR; Demand Response) 거래 제도는 전기사용자가 전

력시장 가격이 높을 때 또는 전력 수요가 많을 때 아낀 전기를 전력시

장에 판매하고 금전으로 보상받는 제도임

 수요반응 시장은 비상대응 의무감축 시장(신뢰성 DR)과 자발적 수

요감축 시장이 있으며, 수요자원의 종류에 따라 표준 DR, 중소형 

DR, 국민 DR로 나눌 수 있음

 주택과 점포 등 소규모 전기사용자로 확대된 국민DR은 2019년 12

월 시행 

‐ 2019년 서울시의 20개소 공공건물 및 사업소에 6.4㎿, 서울에너지공

사는 18개소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6.8㎿의 수요반응자원을 운영 중

◦ 목표 및 주요내용

‐ 서울시 ‘시민 DR’ 사업단 추진을 통한 수요반응 자원 발굴, 신산업 창출 

 ‘시민 DR’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충원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생산 설비와의 통합 가상발전소 추진

◦ 기대효과

‐ 실시간 요금 확인 및 수요반응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 수요반응 시장을 통한 신산업 창출

5) 기후위기대응 이행체계 강화

(1) 기후위기대응 컨트롤타워 확대 및 강화 

◦ 현황과 문제점

‐ 2050년까지 기후중립 목표 설정과 실행을 위해서 지금까지와는 완전

히 다른 혁신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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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기후대응 정책에는 기후환경본부 외 타 실·국·본부도 참여

하고 있지만, 목표 수립과 예산 집행 등 실행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부족함  

 현재 직제 하에서는 행정1부시장 산하 기후환경본부가 기후환경 관

련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모든 실‧국‧본부에 걸친 통합적인 접근이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 있음

‐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등 환경 현안은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

이 아니므로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대응을 추진하기에는 현재의 

대응체계가 미흡 

‐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는 국내 요인뿐만 아니라 국외 영향

을 받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가 필수적이므로 그에 상응한 리더십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부족함

‐ 배출원의 70% 이상이 겹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별도 

대응을 함에 따라 상호 정책 시너지가 발휘되지 못하고 있어 통합체제

로 전환이 필요

◦ 목표 및 주요내용

‐ 기후위기, 에너지, 미세먼지 문제를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환

경 부시장 신설 

‐ 일관성 있는 중장기 대책 수립과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체계 정비 

‐ 기후위기대응 컨트롤타워 주요 업무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예산의 효과적인 수립 및 지출 관리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 관리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정책의 정기적인 평가 및 환류방안 마련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정책성과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서울시 모든 실국의 기후환경업무 지원

 효과적인 페널티와 정책 인센티브 방안 마련 및 실행

 중장기적으로 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전 수립 

 서울시 모든 실국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기타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등



72

04

2
0
5
0
 서
울
시
 탄
소
배
출
 중
립
을
 위
한
 추
진
전
략
과
 주
요
사
업

◦ 기대효과

‐ 전문성, 기후환경인식을 갖춘 부시장 보임으로 일관성 있는 기후환경 

관련 정책 추진의 효과성과 통일성 확대 

‐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통합대응

체제 구축으로 효율성 제고 

‐ 기후위기대응 리더십 강화로 국내외적인 입지 확대 

◦ 법․제도적 검토

‐ 에너지 위기대응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개편과 서울특별시의 기구체계 

변화 등을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국가 법령의 규율 범

위 내에서 새로이 정하는 경우에도 서울시의 관련 자치입법 전반에 대

한 개편 필요 

(2) 기후위기대응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현황과 문제점

‐ ‘저탄소 기후안전도시 서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8대 분야 155개 사업을 수립․시행 중임. 

‐ 감축분야(4개)의 89개 사업은 유사한 사업이 분야별로 너무 세분화되

어 있으며, 목표 달성 관리가 미흡

‐ 목표달성을 위해 유사한 사업을 추가로 추진함으로써 실무부서의 행정

력 부담 증가

‐ 실무부서의 노력과 재정 투입에도 가시적인 서울시의 목표달성과 추진

사업별 목표달성 사이의 ‘간극(Gap)’ 존재

‐ ‘계획-집행’의 단순 선형적 실행체계에서 계획의 수정 및 보완과 같은 

정책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 탄력적 대응을 위해 단기계획과 중장기 감

축계획과의 연동화(rolling), 사업의 이행성과 평가 및 환류(feed-back) 

등을 통합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

 (모니터링) 사업추진 현황, 예산의 효율적 집행 유무, 성과․목표 달성 현황

 (피드백) 사업추진전략 개선, 목표 재설정 필요성, 신규 세부사업 

발굴 및 추진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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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및 주요내용

‐ 기후위기대응,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이행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모니

터링 체계 구축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사업 평가체계 마련) 온실가스 전체 감축목

표, 감축사업별 목표, 관리 조직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차

별 이행성과/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

 (평가지표 개발) 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온실

가스 감축 사업에 적용

 (시민참여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이행성과 평가의 정확성

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조직체계 마련

(예: 서울시 기후행동포럼 또는 서울시 온실가스 성과 평가 위원회 

운영) 

 (평가결과 공개 및 활용) 기후위기 대응 성과와 온실가스 감축성과 

연차별 이행보고서 작성 및 공개

◦ 기대효과

‐ 평가결과에서 도출된 사업의 보완점을 계획단계에서 재반영하여 급변

하는 기후변화대응·온실가스 감축 정책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 

‐ 평가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 유도 

(3) 통합정책 시행으로 기후위기대응 시너지 극대화

◦ 현황과 문제점

‐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미세먼지, 에너지, 대기오염, 

자원순환, 생태환경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

도 정책 간의 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각 실·국·본부별 기후위기대응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다 보니 

업무 연계 추진이 원활하지 못해 정책효과의 시너지 크지 않음 

 실행단계에서 타 실·국·본부와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아 행정과정과 

결과 측면에서 시너지가 미흡

‐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는 배출량의 70% 이상이 같은 기원인 에너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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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 의해 발생하나 미세먼지, 온실가스 정책이 따로 입안되고 실행되

면서 행정낭비는 물론 정책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음

 LPG 자동차 확대와 같이 미세먼지는 줄일 수 있지만 온실가스 배

출은 반대로 증가할 수 있는 상반된 정책이 될 수 있음

 다양한 정책효과인 공편익을 기준으로 세부사업을 수립하지 않음에 

따라 정책별 비용효과성이 낮아지게 됨38)   

‐ 유사 대책을 실·국·본부별로 추진하면서 협력이 부족하여 예산 투입 

효과 혹은 절감 효과가 반감하며 실‧국‧본부 간 협력체계가 약함  

 LED조명 지원 사업의 경우, 일반 LED조명과 간판 LED조명 보급 

부서가 다르며 독립적인 집행에 따른 예산 효율성 저하  

◦ 목표 및 주요내용

‐ 미세먼지, 온실가스, 에너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 실행하

며 모니터링하는 통합관리체계 구축

‐ 기후, 에너지, 미세먼지 정책을 통합하는 서울시 ‘기후위기대응 비상계

획(안)’을 최상위계획으로 설정하고,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이

행체계를 수립

◦ 기대효과 

‐ 미세먼지, 온실가스, 에너지 정책 및 시책 간 시너지 극대화로 최소 비

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편익이 큰 정책 및 시책 마련 

 정책 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정책 정합성 제고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으로 통합정책효과 극대화

‐ 서울시 전체 실·국·본부가 정책 수립과 집행함으로써 기후위기 비상대

응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38) 경기도 사업장 관리, 이동오염원관리, 생활오염원관리, 도시 및 에너지관리 부문에 적용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감축, 대기오
염 감축 관련 편익은 통합정책 시행 전 4조 7,900억 원에서 시행 후 5조 1,360억 원으로 공편익이 7.2%, 3,460억 원 
증가(경기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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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후위기대응 통합교육 및 시민참여

◦ 현황과 문제점

‐ 민관 협력에 기반하여 다양한 방식의 환경 및 기후변화 교육이 지자체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음

‐ 인식 제고 중심 교육에 따라 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는 계층은 전 국민의 78.6%에 이르고 있지만, 실제 실천도와 

연관된, 평소 관심을 갖는다는 계층은 54.4%에 불과해 상당한 차이가 

있음39)

‐ 기후위기 문제는 장기적인 환경문제로서 중장기 대응이 필요함에도 개

인에 대한 평생 생애 주기형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초·중·고 및 대학에서의 기후변화 교육은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아 선

택적으로 시행 중이고 직장인에 대한 관련 교육이 미흡

‐ 기후변화 관련 프로그램의 제한성, 기후관련 교사의 전문성이 부족하

며, 교과목 부재 

‐ 당위성 중심 교육에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교육으로 전환 필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배출 제로를 위해서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공무원의 역할과 시민, 기업 등의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요해지고 

있음

 기후변화에 대한 방대한 지식의 전달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을 강화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 필요  

◦ 목표 및 주요내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치단체의 정책역량 향상, 기업과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체계 마련 

 (공무원의 기후변화대응 역량 강화 방안)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외

의 영향, 기후변화 주요내용과 파리협약 및 동향 등 기후변화에 대

한 실질적인 이해와 대책, 국내외 성공적인 사례 등을 중심으로 공

무원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 기후환경 관련 

39) KEI, 2018, ‘2017년 국민 환경의식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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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이외의 시정 전반의 모든 공무원의 기후변화대응 교육 의무화 

 (기후변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기업 인식 제고)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과 성과를 측정하

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행동 리더십 프로

그램 마련, 참여 유도, 교육 지원 

* 서울시 소재 기업(영리 및 비영리)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

후행동의 양해각서(MOU)를 받고 참여기업(회원기업)이 기후변

화 관련 전문 지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모범 사례 및 교훈, 

시사점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

* 캐나다 에드먼턴시의 ‘Edmonton’s Corporate Climate Leaders 

Program’ 벤치마킹 

 (시민의 기후위기대응 역량 강화) 기후위기대응 관련 초‧중‧고 및 대

학교 학교 교육, 직장 교육 및 지역 교육 등으로 촘촘한 생애 주기

별 교육체계 수립

* 기후변화교육, 심리학, 행동과학, 홍보 전문가, 교육 관련 시민단

체, 기후환경본부 담당 등으로 기후위기대응 교육 TF를 운영, 

촘촘한 생애 주기별 교육체계 수립

[그림 4-2] 생애 주기별 교육체계

 실천력을 제고하여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연령대별 

특화교육 프로그램 구성

‐ 폭넓은 시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발적 기후행동을 촉진  

 (생활패턴 전환학습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용) 지역공동체(에너지자

립마을, 에너지협동조합 등)를 활용하여 녹색생활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시민참여․주도형 탄소배출 제로사업 확대)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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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새로운 제도가 실생활에 적용되도록 시민과 전문가·기업·

행정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생활밀착형 탄소 배출 제로를 위

한 시민 참여형 사업을 개발․지원 

◦ 기대효과

‐ 평생 교육체계 적용으로 기후위기대응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한 시민 전 

계층의 인식 제고 

 연령대별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 교육 효과가 높아짐 

 지자체 및 중앙정부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수용성과 지지 기반 

확대

‐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시민의 기후위기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실천

력이 상승하면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배가될 것임 

 대중교통 이용, 녹색제품 소비, 전력 등 에너지 절감 등 확대로 온

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이 용이해짐

 기후위기대응 방향으로 시민 가치관이 변화됨에 따라 에너지 효율

화, 녹색 제품‧서비스 산업 육성 기반 강화

‐ 시민참여를 통해 탄소배출 제로에 대한 정책 수용성과 정당성 제고

◦ 법·제도적 검토

‐ 에너지교육 또는 에너지위기대응 평생교육 역시 원칙적으로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분야라 할 수 있으므로 관련 조례(에너지조

례와 교육 및 평생교육 관련 자치입법)의 개편 필요 

 법·제도 개선 및 보완 대상은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성 및 적정

성 평가를 통해 2~3년을 목표로 추진 바람직

‐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의 상설화를 위

해서는 교육감과의 협의 및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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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전략 주요 사업  

제로에너지 
건물 전환 

기존건물의 
에너지 소비 

혁신 

- 기존건물 에너지(온실가스) 총량제
-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리모델링 
- 건축물 에너지 소비 증명제 강화
-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사업(BRP) 확산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주택 BRP
- 건물에너지 고효율기기 보급 및 저효율기기 퇴출 

신축건물 
제로에너지화 

- 공공건물 대상 제로에너지건물(ZEB) 컨설팅 및 인증 지원 
- 건물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확산 지원 

제로에너지 
도시 개발

- 탄소배출 제로 지역개발

제로배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탈내연기관 
실현

- 2035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 

획기적인 
교통수요 관리

- 녹색요금 제도 도입 
- 배출 제로구역(carbon-free Zone) 도입 
- 녹색 교통 마일리지제 도입 

녹색교통 
인프라 확대

- 친환경 이동수단을 위한 교통 인프라 재구조화 
- 친환경 차량 운행 지원 인프라 구축  

자원순환 
도시 구현

자원순환 도시

-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없는 도시 구축 
- 식품 손실 제로화
- 자원회수시설의 에너지 회수효율 극대화
- 유기성폐기물의 에너지 회수효율 극대화  

시민참여 
자원순환 
거버넌스 

- 재사용·업사이클 산업 및 문화 육성
- 자원순환 완결형 지역상생 거버넌스 

플러스 에너지 
서울  

건물형 태양광 
확대 

- 건물 태양광 설치 의무화
- 벽면 태양광, 경량 태양광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 지원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

- 의무 설치 건물용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제도 설비 인증

-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전기차용 그린 수소 생산 및 연료전지 
발전

스마트 에너지 
시티 조성

- 통합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 적용한 스마트 에너지 시티 조성 
- 서울시 가상발전소 프로젝트 확대 
- 서울시 ‘시민 DR’ 사업단 추진

기후위기대응 
이행체계 강화 

- 기후위기대응 컨트롤타워 확대 및 강화
- 기후위기대응 모니터링 체계 확보 
- 통합정책 시행으로 기후위기대응 시너지 극대화 

기후위기대응 
통합교육 및 

시민참여

- 공무원의 기후변화대응 역량 강화 
- 기후변화,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기업 인식 제고 
- 시민의 기후위기대응 역량 강화 
- 생활패턴 전환학습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용
- 시민참여·주도형 탄소배출 제로사업 확대

[표 4-4] 2050년 서울시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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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Abstract

Policy Suggestions for Seoul’s Climate Neutrality 

Jung-Min YuㆍIn-Chang HwangㆍJeong-Ah Kim

Global mean temperature has risen to about 1℃ above its pre-industrial level 

and we are experiencing more severe and frequent extreme weather events. If 

we continue to emit greenhouse gases(GHG) at current levels, it is most likely 

that we will face irreversible climate by the end of the century. In order to avoid 

this climate risks, various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long with civil 

societies announced ‘climate emergency’ and are asking for more radical 

action. 

Seoul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reducing GHG emissions and transforming 

conventional energy systems by initiating innovative climate policies such as 

One Less Nuclear Power Plant(2012), Seoul’s Promise(2015), Solar City(2017). 

Despite many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many of those policies, Seoul has 

been slow in achieving its climate goal of 40% emissions reduction by 2030. 

Furthermore, the city as a member of the C40 must join the global efforts to cap 

the global temperature rise at 1.5℃, this requires that our society is carbon 

neutral by 2050. This research aims to suggest key policies for achieving Seoul’s 

carbon neutrality by 2050, these policies are based on a series of discussions 

that took place in the ‘Climate Action Forum’ (Nov. 2019~May 2020), whi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zero energy remodeling for existing building stock is major task if we are 

to meet the city’s bold climate goal. Retrofitting public buildings including their 

welfare facilities needs to be accelerated. Along with strengthening the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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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n program, effective regulations such as an ‘emission cap’ and mandatory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s’ should be introduced.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roadmap to phase out ICE cars, starting with 

commercial vehicles. It is key to reduce the passenger car driving and to 

facilitate a transition to low-emission vehicles through more active traffic 

management policies, such as mileage-based taxation, new carbon free zones, 

green traffic mileage etc. Restructuring urban road system for pedestrians, 

bicycle, and new modes of mobility is also important task. 

Third, the city needs to reduce disposable products and encourage re-usable 

products to achieve the goal of no single-use plastic.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zero inflammable waste to landfill, waste reuse should be increased and 

wastes that cannot be reused should be efficiently recovered to energy. In 

addition, re-and up-cycling centers need to be created at the district level to 

encourage practice of reuse and repair. 

Fourth, in order for Seoul to achieve 5GW of PV by 2050, it needs to convert 

almost all buildings to produce solar energy. PV should be mandated for public 

buildings and the current incentive scheme needs to be reformed to subsidize 

new technologies such as BIPV and light-weight PV systems. Incentives for fuel 

cells to be installed at buildings also needs to be provided to allow them to be 

commercially viable. In addition, Seoul needs to promote new business models 

such as energy prosumer, virtual power plant, and demand response(DR). 

Fifth, city’s climate, energy, particulate matter policies need to be integrated 

into a single ‘Emergency Plan for Climate Risk,’ this will entail significant 

organizational and budgetary reform. In particular, deputy mayor for climate 

change position needs to be created to oversee and coordinate climate policies 

that are currently conducted in a somewhat fragmentary way. The city needs 

to enhance its education and learning programs for city officials, citizens, and 

businesses so that they can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ity’s diverse climat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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