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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내용 -- 보고내용 -

• 서울의 환경 경쟁력 비교우위 확보 전략

• 주요내용주요내용

-지구환경도시로서의 서울시 조건

-서울시 온실가스 대책 SWOT 분석서울시 온실가스 대책 SWOT 분석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수립과 이행전략

-향후 전략 연구과제향



Ⅰ 지구환경도시로서의Ⅰ.    지구환경도시로서의

서울시 조건서울시 조건

지구온난화와 서울시 환경변화지구온난화와 서울시 환경변화

서울시 환경도시의 필요조건서울시 환경도시의 필요조건



1 지구온난화와 서울시 환경변화1. 지구온난화와 서울시 환경변화

주요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불편한진실

장편다큐멘터리오스카상

수상(2007년)수상(2007년)



조선일보(2005.5.16)

지구 평균기온 변화



조선일보(2005.5.19)



서울 기상대 30년 평년값 통계 : 고온화 추세서울 기상대 30년 평년값 통계 : 고온화 추세

• 평균기온 상승률 2.1℃/100년 (지구온난화 진행속도의 3배 수준)

• 최저기온 상승률 3.5℃/100년

• 최고기온 상승률 0.8℃/100년

<서울시 평균기온 평년변화>



10년 단위 평균값 통계(196 1~2006)10년 단위 평균값 통계(196`1~2006)

• 기온 상승 추세 평균 풍속 감소 추세• 기온 상승 추세, 평균 풍속 감소 추세

구분 기온(℃) 강수량
( )

평균풍속
( )

상대습도
( )

일조시간
( )

구분
(㎜) (㎧) (%) (hr)평균 최고기온 최저기온

1960년대 (1961~1970) 11.59 16.38 7.52 1,506 2.43 69.31 176.18

1970년대 (1971~1980) 11.83 16.62 7.91 1,232 2.46 69.08 166.65

1980년대 (1981~1990) 12.01 16.63 8.04 1,372 2.47 66.94 184.12

1990년대 (1991~2000) 12.73 17.33 8.69 1,430 2.24 64.48 177.76

2000년대 (2000~2006) 12.80 17.13 9.06 1,551 2.18 61.75 146.69

증가증가(+)(+) 감소(-)



서울시 지점별 열대야 발생 일수(2005년)서울시 지점별 열대야 발생 일수(2005년)

하루 최저기온 25℃ 이상 지역 추출하루 최저기온 25℃ 이상 지역 추출

녹지 인접한 측정소의 열대야 지수 낮음



불편한 진실 해수면 상승으로 해변 모습의 변화불편한 진실
장편다큐멘터리오스카상수상(2007년)

해수면 상승으로 해변 모습의 변화



2 서울시 환경도시의 필요조건2. 서울시 환경도시의 필요조건

맑고 매력있는 세계 환경도시 만들기 조건맑고 매력있는 세계 환경도시 만들기 조건

• 국가 기후변화협약 이행 선도국가 기후변화협약 이행 선도

•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를 지역적으로 해결(Think Globally, 
Act Locally)하는 역할 수행Act Locally)하는 역할 수행

서울의 환경 경쟁력 비교우위 확보전략 마련서울의 환경 경쟁력 비교우위 확보전략 마련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특화대책의 이행성과 평가체계 구축

서울의 환경 경쟁력 확보의 판단기준으로 작용• 서울의 환경 경쟁력 확보의 판단기준으로 작용



Ⅱ 서울시 온실가스 대책Ⅱ.    서울시 온실가스 대책

SWOT 분석SWOT 분석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세계도시의 도전

서울시 환경도시의 해결과제



1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세계도시의 도전1.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세계도시의 도전

런던: 2010년까지 CO2 20% 감축 (1996년 기준)

• 7,000호 가정과 250개소 상업 공공시설에 태양광 설치7,000호 가정과 250개소 상업 공공시설에 태양광 설치

• 대규모 풍력발전소 6대, 소규모 풍력발전소 500대 설치

도쿄: 2020년까지 기존에너지 2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베를린, 멜보른, L.A. 등 CO2 감축계획 수립 및 이행



[동경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및 감축 목표][동경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및 감축 목표]

동경도「환경기본계획」(2002년 1월)동경도「환경기본계획」(2002년 1월)

- 온난화 대책 목표 수립

•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 1990년 대비 15% 증가 예측•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 1990년 대비 15% 증가 예측

•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 1990년 대비 6% 삭감 목표

동경도 온실가스 배출량(2004년)

- 온실가스 배출량 : 63.4 Mt-CO22

- 1990년 대비 5.8% 증가, 2000년 대비 2.9% 감소

배출량
구분

배출량

(Mt-CO2)
업무부문 교통부문 가정부문 산업부문 기타

1990 55.7 Mt-CO2 27.5% 31.1% 22.8% 17.2% 1.4%

2004 61.3 Mt-CO2 33.2% 32.9% 23.3% 9.4% 1.3%



[ 동경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장래 전망 및 삭감계획 ]

(%)

[ 동경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장래 전망 및 삭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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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Climate Change Action Plan][런던 Climate Change Action Plan]

런던 「Climate Change Action Plan」(2007년 2월)g
- 온난화 대책 목표 수립

• 2025년 온실가스 배출량 : 51.0 Mt-CO2
온 출• 2025년 온실가스 배출량 : 1990년 대비 60% 삭감 목표

런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2006년)량 황( )
- 전체 배출량 : 44.3 Mt-CO2(항공부문 제외)

- 가정부문 배출량 : 16.3 Mt-CO2

상업
33% 가전제품

온수
18%

냉난방
56%전체

가정
38%

33%

공업
7%

요리
3%

가전제품
18%

조명
육상교통
22%

3%
5%



[ 런던 2025년 CO 감축 목표(항공부문 제외) ]

51 0 Mt-CO2 -65%

[ 런던 2025년 CO2 감축 목표(항공부문 제외) ]

19.6

45.1 Mt-CO2

51.0 Mt CO2 65%

13.4
18.0 Mt-CO2

-60%

1990 2025(BAU) Action Plan 

삭감분
2025년 목표

(60% 삭감)

60% 달성 위한

추가 삭감분



런던 Climate Change 부문별 Action Plan런던 Climate Change 부문별 Action Plan

가정부문 Action: 2025년 목표달성 가정 부문별 삭감 비율

2025년 삭감량 : 
가정부문 삭감비율

가정부문 Action: 2025년 목표달성 가정 부문별 삭감 비율

육상교통 22%

19.6 Mt-CO2

5%

신축건물

행동변화육상교통

상업 및

22%

39%
44%

5%

18% 에너지 공급

행동변화

공공부문

가정 39%

44%

23%

10%조명 및 가전제품가정 39% 10%

열효율

조명 및 가전제품



가정부문 A i가정부문 Action

- 에너지 효율 증진에너지 효율 증진

• 일상생활 행동 변화(Daily Routine) 

• 스위치 끄기, 적정냉난방, 플러그 뽑기

• Smart Metering : 시간별 에너지 소비량 나타내는 계측기 (에너지 5-10% 절감) 

• 고효율 전구 및 가전제품 사용

- 열 효율 증진
• 가정 배출량의 75% : 난방 온수 공급

• 주택성능 개선

• 온수탱크 단열, 지붕 단열, 중공벽 단열, 바닥 단열

• 라디에이터 판넬, 이중창 설치라디에이터 판넬, 이중창 설치



런던 Climate Change 부문별 Action Plan

육상교통 Action: 2025년 목표달성 육상교통 부문별 삭감 비율

런던 Climate Change 부문별 Action Plan

육상교통 Action: 2025년 목표달성 육상교통 부문별 삭감 비율

2025년 삭감량 : 육상교통 부문

육상교통 22%

19.6 Mt-CO2 삭감비율

저탄소 연료 사용육상교통

상업 및

22%

39%

20%

저탄소 연료 사용 저탄소 교통수단 전환

15%

공공부문

가정 39%

20%35%
효율적 운영

(개인 및 대중교통)

기반시설 개선

가정 39%
10%

에코 드라이브



육상교통 A ti육상교통 Action

- 교통수단 변화교통수단 변화
• 대중교통 지속적 투자

• 보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

교통수요관리시책(TDM 시책) 추진• 교통수요관리시책(TDM 시책) 추진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요금체계 개편

•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교통수요 감소

- 차량의 효율적 운행
• 에코드라이브(5~10% 연료 절감) 

• 고효율 엔진(ISA: Intelligent Speed Adaptation) 화물차 및 버스 설치• 고효율 엔진(ISA: Intelligent Speed Adaptation) 화물차 및 버스 설치
• 자동속도제어 엔진, 연료 절감, 도로 안전 제공 가능

- 저공해 자동차 및 청정연료 보급

• 경형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보급 확대

• 저탄소 에너지원 : 바이오 연료 보급 확대



교토의정서 감축목표의정서 감축목

목표년도(3조) 2008년 ~ 2012년

감축대상 온실가스 CO2, CH4, N2O : 1990년 기준감축대상 온실가스 CO2, CH4, N2O : 1990년 기준

기준년도(3조) HFCs, PFCs, SF6 : 1990년 또는 1995년 기준

-8% 유럽연합, 동유럽, 스위스

-7% 미국

-6% 일본,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5% 크로아티아
온실가스 감축목표

-5% 크로아티아

0% 뉴질랜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1% 노르웨이1% 웨이

8% 호주

10% 아이슬랜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삭감 목표국가 및 지방자치 체의 가 삭감 목

구분 기준년 목표년도 삭감량

유럽연합, 동유럽, 스위스 1990 or 1995 2008~2012 8%

구분 기준년 목표년도 삭감량

도쿄도 1990 2010 6%
국가 일본,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1991 or 1995 2008~2013 7%

크로아티아 1992 or 1995 2008~2014 5%

프라이브루크 1992 2010 25%

990 0 0 6%

사이타마현 1990 2010 6%

야마가타현 1990 2010 7%

이와테현 1990 2010 8%자르브뤼켄 1990 2005 25%

하노버 1987 2005 25%

베를린 1992 2010 25%

하이델베르크 1988 2005 20%

지방자치단체

이와테현 1990 2010 8%

미야기현 1990 2010 2%

후쿠아현 1990 2010 3%

토치기현 1990 2010 6%

지방자치단체

하이델베르크 1988 2005 20%

레스터 1990 2025 50%

바르셀로나 1999 2010 20%

코펜하겐 1988 2005 30%

토치기현 1990 2010 6%

교토시 1990 2010 10%

가와사키시 1990 2010 6%

치바시 1990 2010 6%코펜하겐 1988 2005 30%

포틀랜드 1990 2010 20%

브리스번 1990 2010 45%

보룬다라 1996 2010 20%

치바시 1990 2010 6%

후쿠오카시 1990 2010 6-7%

히로시마시 1990 2010 6%

자료 : 환경부,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연구」(2002), 김운수, 「기후변화협약 이행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연구」보룬다라 1996 2010 20%

아델레이드 1994 2010 20%

, , ,
(2001),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교토메카니즘 기반 구축과 정책 및 조치」(2005)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 자료만 발췌, 정리함. 



2 서울시 환경도시의 해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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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환경도시의 해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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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이행전략

통합관리(온실가스 대기오염)

• 온실가스 감축 목표수립

- 총량관리

기본계획

이행계획

연동화- 통합관리(온실가스, 대기오염)

- 장•단기 대책

총량관리

- 개별사업 목표

연동화

partnership

신재생

에너지

(특화관리)

• 시민참여

- 교육•홍보

• 에너지 조례

총론

O T

- 교육•홍보

- 온실가스 관리정보시스템

- 총론

- 각론
유인제도

O T



Sustainable Environment-Oriented Urban Logistics in SEOUL

① 통합접근: 온실가스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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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화석연료 에너지이용 온실가스 배출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2010년 2020년

2000년
기준

2010년 2020년

-20% -25%

이용률
10.0%

1990년
기준-12% -15%

20% 25%

2004년 2010년 2020년

0.6
2.0기준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 (2007년 4월 2일)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안정적인 에너

지 수급”에서 “에너지 이용량 저감 및 신재생에

너지 이용확대”로 획기적으로 바꿔 에너지 생산과너지 이용확대”로 획기적으로 바꿔, 에너지 생산과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계획임



1 기본전제1. 기본전제

서울시 온실가스 저감 목표수립 및 이행전략 마련서울시 온실가스 저감 목표수립 및 이행전략 마련
•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 정식 발효

OECD 회원국 세계 9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의 의무감축 현실화• OECD 회원국, 세계 9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의 의무감축 현실화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Co-benefit 효과 도모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Co benefit 효과 도모

• 지역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 감축 통합 관리

• 환경문제 해결에 따른 Co-Benefit 증대• 환경문제 해결에 따른 Co-Benefit 증대



2 기본방향2. 기본방향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 및 관리 기초자료 구축•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 및 관리 기초자료 구축

-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 예측, 목표수립 및 이행계획 평가

• 서울시 여건에 맞는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

-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고려한 저감대책의 수립 및 추진

• 서울시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 서울시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
- 온실가스 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활용



3 접근방법의 변화

교토 방식의 배출목표 확대

3. 접근방법의 변화

교토 방식의 배출목표 확대
• 온실가스 배출수준과 소득수준에 따른 배출량 저감목표 설정 방식

운 출새로운 방식의 배출목표 설정
• Intensity target :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
• Dual Target : 목표범위를 정하여 상한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제하며Dual Target : 목표범위를 정하여 상한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제하며,

하한 이하일 경우 incentive 부여

온실가스 배출원 분류체계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체계와 연계온실가스 배출원 분류체계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체계와 연계

• 세밀한 온실가스 배출총량 파악, 온실가스 및 일반대기오염물질의 종
합적인 저감 대책 추진 가능합적인 저감 대책 추진 가능



4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분석:

온실가스 배출원 분류체계(CAPSS 분류체계 연계)

4.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분석:

에너지 부문 폐기물처리

온실가스 배출원 분류체계(CAPSS 분류체계 연계)

비산업연소

제조업연소

에너지산업연소
자연오염원

매립

소각

주거와 상업하수
+ +

에너지산업연소

도로 • 비도로이동오염원

주거와 상업하수

산업폐수

– CAPSS 분류체계 연계

세밀한 온실가스 배출총량 파악, 온실가스 및 일반대기오염물질의 종합적인 저감
대책 추진 가능대책 추진 가능

– 산업공정 부문

한 출을 한 출제조업 부문에서 연료 연소시설에 의한 배출을 제외한 생산공정에서 배출
(서울시 제외)



산업공정

폐기물
3%

농업
3% 제조업

2%
폐기물
12%

에너지산업
2%12% 2%12% 2%

에너지 도로/비도로비산업

전국 총배출량 590 6백만 CO 톤

82%

서울 총배출량 29 6백만 CO 톤

40%43%

전국 총배출량 : 590.6백만 CO2톤 서울 총배출량 : 29.6백만 CO2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구분 국가통계 CAPSS 온실가스 1996 1998 2000 2002 2004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단위 : 톤/년)

광업, 농림어업, 

가정상업, 공공기타

비산업

부문

CO2 15,577,735 12,947,047 12,241,620 14,909,297 12,755,977

CH4 4,328 2,931 2,226 2,635 2,243

N2O 92 76 69 93 78N2O 92 76 69 93 78

제조업

및 건설업

제조업

부문

CO2 4,388,652 3,659,973 2,306,320 634,853 561,469

CH4 133 159 100 38 33

에

너

지

N2O 37 24 13 3 3

에너지산업

에너지

산업

CO2 881,407 964,354 576,443 623,088 610,663

CH4 16 29 10 11 11에너지산업 산업

부문

CH4 16 29 10 11 11

N2O 2 3 1 1 1

도로

비도로

CO2 11,555,351 10,798,353 13,373,209 11,859,122 11,258,977

수송
비도로

이동오염원

부문

CH4 1,312 1,098 1,181 1,475 1,536

N2O 2,115 1,808 1,841 2,209 2,211



구분 국가통계 CAPSS 온실가스 1996 1998 2000 2002 2004

(단위 : 톤/년)

고형폐기물

매립
매립지 CH4 215,300 194,800 176,300 159,500 144,300

CO2 29 508 88 424 273661 323644 446 640

폐

기

폐기물소각 소각
CO2 29,508 88,424 273661 323644 446,640

N2O 8 14 30 37 68

생활하수 CH4 0 0 0 0 0
물

생활하수

처리
하수

4

N2O 704 703 674 676 676

산업폐수
CH4 380 247 134 148 145

산업폐수

처리
폐수

N2O 19 14 10 16 14

흡수원
토지이용변경 및

흡수량 CO2 -62 149 -67 374 -76 231 -90 620 -350 716흡수원
임업

흡수량 CO2 62,149 67,374 76,231 90,620 350,716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분포: 2005년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분포: 2005년

2005년

소각
1 7%

도로이동
오염원비산업

2005년

폐수
하수 소각비산업

2005년

에너지산업
도로이동
오염원 비산업1.7% 오염원

43.5%
비산업
49.1%

폐수
0.4%제조업

0.1%

17.4%
각

3.2%
비산업
2.1%

제조업
0.04%

에너지산업
0.01%

산업폐수
0.10%

오염원
1.11%

비산업
1.61%

제조업
3 5%에너지산업

도로이동
오염원 매립지

3.5%에너지산업
2.2%

CO 배출량: 2 668만톤

오염원
76.76%

N O 배출량: 3 886톤

97.13%

CH 배출량: 141 359톤CO2 배출량: 2,668만톤 N2O 배출량: 3,886톤CH4 배출량: 141,359톤



서울시 온실가스 저감대책 목록: 5개 대책 43개 사업서울시 온실가스 저감대책 목록: 5개 대책, 43개 사업

구분
국가통계 분류 CAPSS 분류 서울시 온실가스 저감대책

구분
국가통계 분류 CAPSS 분류

서울시 온실가스 저감대책
구분

국가통계 분류 CAPSS 분류 서울시 온실가스 저감대책
구분

국가통계 분류
배출원

CAPSS 분류
배출원 분야 부문별 추진사업

광업, 농림어업, 
가정/상업,
공공기타

비산업
환경친화적
에너지공급

• 청정연료 보급 확대

구분
국가통계 분류
배출원

CAPSS 분류
배출원 분류 부문별 추진사업

폐기물 발생 최소화 • 쓰레기 발생 원천감량 추진

구분
배출원 배출원 분야 부문별 추진사업

• 서울숲 조성
•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 푸른 수목원 조성
산립지역 나들이 공원 조성공공기타

에너지대책
에너지 산업 에너지산업 집단에너지

공급확대 및
에너지절약

•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 에너지 절약 추진

제조업 및 건설업 제조업 • 에너지 절약 추진
폐기물

매립지 매립지

폐기물 대책

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 재활용 극대화 시책 추진

• 산립지역 나들이 공원 조성
• 1동 1마을 공원 조성
• 학교 공원화 및 녹지 거점화
• 대학교 담장 개발 녹화
• 서울그린트러스트 운동 전개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

에너지
부문

자동차오염
개선대책

배출가스 저감사업

• 저공해자동차 보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CNG 시내버스 확대보급
•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강화

폐기물

소각 소각
폐기물 자원화 및
처리시설 확충

• 폐기물 자원화
•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흡수원 흡수원 흡수원 환경보전대책
생활녹지 늘리기

•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
• 시설녹지 녹화 및 정비
• 가로변 녹지량 확충
•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
• 하천변 녹화사업 추진
•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

수송
도로비도로
이동오염원

교통대책
교통수요 관리

• 교통수요관리 활성화 추진
•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확대
• 승용차 자율요일제 내실화
• 시계유입 환승센터 건립
환승주차장 지정 확대

하수 하수

폐수 폐수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
• 철도연변수림대 조성
• 단절된 녹지축 연결
• 산림내 절개지 녹화정비
• 생태계보전지역 지정관리
• 도시생태림, 생태탐방로 조성교통대책 • 환승주차장 지정 확대

• 상습 교통정체지점 개선
• 도심교통체제 개편

보행환경 개선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시생태림, 생태탐방 성
• 조림 및 육림 사업
• 공원시설 유지관리

생태하천 복원
• 청계천 복원사업
• 청계천 주변하천 정비



5 온실가스 저감 목표수립 및 이행성과 평가

-29%35.9 Mt-CO2

5. 온실가스 저감 목표수립 및 이행성과 평가

2.2

8 3

33.9 Mt-CO2

-25%

2

21% 8.3

25.4 Mt-CO2

21%

79%79%

1990 2020(BAU) 대책
삭감분

2020년 목표25% 달성 위한

추가 삭감분삭감분 (25% 삭감)추가 삭감분



대책 이행수단별 효과분석

구분 저감대책 주요내용
2014년

대책 이행수단별 효과분석

구분 저감대책 주요내용
2014년

누적 삭감량(톤)

도시가스
확대보급

• 경유 LNG 전환 : CO2 0.39톤/년 가구 삭감
• 보일러 등유 LNG 전환 : CO2 0.43톤/년 가구 삭감

228,393

에너지

집단에너지
확대보급

• LNG 중앙난방 지역난방 전환 : CO2 0.65톤/년 가구 삭감
• LNG 개별난방 지역난방 전환 : CO2 0.43톤/년 가구 삭감

48,028

구역형
에너지 절감 효과 : 20 30%에너지

대책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 에너지 절감 효과 : 20~30%
•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 : 20~30%

9,290

재생에너지

• 태양열 50m2 설치시 CO2 6.4톤/년 삭감 17,286

태양광 50k 설치시 CO 30톤/년 삭감 2 629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 태양광 50kw 설치시 CO2 30톤/년 삭감 2,629

• 바이오디젤 온실가스 저감효과 : BD100 78.45%
BD20 15.66%

26,264

고무류 피혁류 플라스틱류 폐합성수지 기타가연분 성상별
자원
폐기물
대책

쓰레기 발생
원천 감량

• 고무류 피혁류, 플라스틱류, 폐합성수지, 기타가연분 성상별
1톤/일 감량시 CO2 11톤/일 삭감
• 1인당 60g(계란 1개분) 쓰레기 삭감시 CO2 18.4kg 삭감
• 생활쓰레기 1인당 10% 원천 감량시 CO2 22,43톤/년 삭감

22,432

주 : 대책별 보급물량은 “맑은서울 2010”(서울시, 2006)의 연차별 계획물량과 “신 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활성화 기본계획”(서울시, 
2006) 계획 물량 적용



2014년
구분1 저감대책 주요내용

2014년
누적 삭감량
(톤)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 동종 차량의 신차 대체시 노후차량보다 10% 연비 향상 전제 74,722

자동차
대책

조기폐차
동종 량 량 향상 ,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 경유 시내버스 천연가스 시내버스 교체 : CO2 13.45톤/년 삭감
• 2014년까지 총 7,766대 CNG 시내버스 보급

72,401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확대

• 기존 휘발류 차량에 비해 40~50% 연비 개선
• 소형 휘발유 승용차 교체 :  CO2 1.5톤/년 삭감

7,585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확대 • 자동차 운행 수요 억제 중점 대책 156

교통수요
관리대책

설치 확대 자동차 운행 수요 억제 중점 대책 156

승용차 요일제
확산 정착

• 승용차 요일제 효과 : 교통량 감소, 주행속도 개선, 연료비 절감
• 서울시 승용차 100만대 요일제 참여, 90% 참여율 전제

273,004

자연환경보전대책
• 생활권 공원 확충, 모든 공지 수목조성, 가로변 녹지량 확충
• 도시생태림 조성, 가로숲 조성, 하천변 녹화
• 철도연변 수림대 조성

4,165

주 : 대책별 보급물량은 “맑은서울 2010”(서울시, 2006)의 연차별 계획물량과 “신 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활성화 기본계획”(서울시, 
2006) 계획 물량 적용



2014년
구분 저감대책 주요내용

2014년
누적 삭감량(톤)

불필요한 공회전
줄이기

• 평균 1분 공회전 줄이기 : 7.2L 연료 절약
서울시 모든 차량 2분/일 공회전 줄이기

98,766줄이기 • 서울시 모든 차량 2분/일 공회전 줄이기

적정 냉방온도
유지

• 여름철 냉방온도 1 높이면 7% 전기 절약
• 가구당 월평균 20kw 절감 가능
에어컨 보급율 40% 에어컨 가동기간 2개월 전제

25,728

시민참여

• 에어컨 보급율 40%, 에어컨 가동기간 2개월 전제

대기전력 절감 •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 306kWh/년가구 대기전력 절약 492,055

급가속 급제동 급가속 1회 5cc 연료 소비 증가급가속, 급제동
줄이기

• 급가속 1회 5cc 연료 소비 증가
• 서울시 모든 차량 1회/일 급가속, 급제동 줄이기

58,720

냉장고 문 열기
• 냉장고 1회 개폐시 0.35% 전력 소비 증가
냉장고 월간 전력소비량 40kwh 전제 2 741냉장 문 열기

횟수 줄이기 • 냉장고 월간 전력소비량 40kwh 전제
• 가구당 1회/일 문열기 횟수 줄이기

2,741

자료 : 환경부, “환경가족 에너지절약 생활수칙”, 에너지관리공단, “생활속의 에너지절약 실천사항”, 대전문화여자중학교, “에너지 절
약 실천탐구 기록장”약 실천탐구 기록장”



연차별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방향연차별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방향

• Dual Target: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 목표 + (상한 목표 추가)  g

• 우선순위: 에너지대책 부문 > 교통수요 부문 > 자동차대책 부문

• 시민참여 유인 : 시민홍보의 중요성

구분 2020년 (천톤)
대책 삭감량 대비
목표 삭감량 비율

총삭감량 2 234 21%총삭감량 2,234 21%

에너지대책 701 6.7%

자동차대책 163 1.6%

교통수요대책 627 6.0%

자연환경보전대책 4 0.0%

폐기물대책 24 0.2%

시민참여 715 6.8%



Ⅳ.   향후 전략 연구과제

전략 연구과제전략 연구과제

정책 추진과제정책 추진과제

Sustainable Environment-Oriented Urban Logistics

EEnergy



1 전략 연구과제1. 전략 연구과제

세계 선진 환경도시 대비 서울시 비교 우위 확보방안세계 선진 환경도시 대비 서울시 비교 우위 확보방안

• 선진도시의 온실가스 저감, 대기환경 및 에너지 대책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서울의 비교 우위성 확보를 위한 통합전략 마련

전략

서울의 비 우위성 확 를 위한 통합전략 마련
(연구원 정책연구과제 수행 검토)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경제 영향 완화방안 연구
전략

연구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개발과 추진으로 대기환경 개선, 에너지 이용체계

의 효율화를 통해 환경개선과 경제적 편익 도모하는 Co-benefit 방안 모색

• 기후변화 적응시스템(adaptation system) 마련

서울시 대기 및 온실가스 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활용

•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이행효과를 분석•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보급

하여, 정책추진의 실효성 확보



서울시 온실가스 정보시스템 조회 화면- 서울시 온실가스 정보시스템 조회 화면 -

조회결과표시창조회조건 회결과 시창회

지정



2 정책 추진과제2. 정책 추진과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소비절약 협정제도 체결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소비절약 협정제도 체결

•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재생에너지 이용 증대를 위해 기업, 민간(아파트 단지, 

행정동, 자치구 등)과 자율 에너지 협약을 체결

정책

행정동, 자치구 등)과 자율 에너지 협약을 체결

(연구원 단기 정책연구과제 수행 검토)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친환경적 개발 유도
정책

추진 • 서울 뉴타운 개발사업 추진 전,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대한

달성목표 제시 및 에너지 총량소비 수준 제시

• 에너지 소비 총량 달성에 따른 유인제도 마련

에너지 소비절약 계획서 작성과 이행 유도

• 에너지 소비량이 일정기준 이상인 소비주체에 대해 에너지 소비절약 계획서

작성과 이행 유도하고,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Woonkim    sdi.re.kr


